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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us on a Surfboard

Guess who I am talking about. She is a marble 
대 리 석

sculpture in Greece. She lost both of her arms. But 
조 각 상

she is considered the goddess of love and beauty. 
여 신

Who is she? She is Venus de Milo!

Now, there is this girl. She lost one of her arms in  
by (X)

a shark attack. She may not be as beautiful as 
beautifully (X)

Venus but can undoubtedly surf better. She is a 
분 명 히

Soul Surfer, Bethany Hamilton.

• She may not be more beautiful than Venus.
beautifully (X)

Soul Surfer is a 2011 American film, which is based 
바탕을 두고

on the true story of teen surfer Bethany Hamilton. 

The term Soul Surfer refers to a talented surfer 
용 어 나 타 내 다

who surfs purely for pleasure.

In 2003, thirteen-year-old Bethany Hamilton is 
years (X)

leading a peaceful teenage surfer's life on the Kauai 
살 아 가 다

Coast, Hawaii, with her parents and two older 

brothers. 

Venus on a Surfboard

제가 누구에 관해 말하고 있는지 맞혀 보세요. 그녀

는 그리스에 있는 대리석 조각상입니다. 그녀는 두 

팔 모두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랑과 미의 

여신이라 여겨진답니다. 그녀는 누구일까요? 그녀

는 ‘밀로의 비너스’입니다!

이제,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는 상어의 공격으로 

팔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비너스만큼 아름답

진 않을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서핑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소울 서퍼’인 Bethany 

Hamilton입니다.

소울서퍼는 2011년 미국 영화로, 십 대 서퍼인 

Bethany Hamilton의 실화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

다. ‘소울 서퍼’라는 용어는 순수하게 즐거움을 위

해 서핑을 하는 재능 있는 서퍼를 나타냅니다.

2003년, 13살의 Bethany Hamilton은 부모님과 

두 오빠와 함께 하와이의 카우아이 해변에서 평화

로운 십 대 서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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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all are surfers. Bethany has grown up with a 

love for the sport. Bethany enters a competition, and 
참 가 했 다 대 회 에

takes first place while the second place winner, 
차 지 했 다 during (X)

Malina Birch, proves to be a fierce rival to Bethany.
강 력 한

On Halloween morning, Bethany's father, Tom, goes 

to the hospital for a knee surgery, and Bethany goes 

surfing. 
to sur f (X)

Bethany rolls along with the waves, relaxing on her 

surfboard with her left arm dangling in the water. 

Then her life takes a serious turn. A shark appears, 

literally, out of the blue, and bites her arm off. 
글 자 그 대 로

• literate 읽고 쓸수 있는/  illiterate 문맹의 / literally 글자그대
로, 있는 그대로/ literary 문학의 

Just before starting Tom's surgery, the doctor is 

informed that the operating room is needed right 
연락을 받습니다 . 수 술 실

away for a thirteen-year-old girl attacked by a shark. 
years (X) a t t a c k i n g x

A short time later, Tom is told that the victim is his 
피 해 자

own daughter. Bethany loses more than half of her 

blood but miraculously survives. Her career as a 
인 생 은

surf star seems to end just as it is beginning.
순 간 에

• It seems that  her career as a surf star ends just 
인 생 은 순 간 에

as it is beginning.

번역

가족 모두가 서퍼입니다. Bethany는 그 스포츠에 

관한 애정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Bethany는 시합에 

참가하여 1위를 차지하고, 2위인 Malina Birch는 

Bethany에게 있어 강력한 라이벌임이 드러납니다.

핼러윈 날 아침, Bethany의 아버지 Tom은 무릎 

수술을 위해 병원에 가고, Bethany는 서핑을 갑니

다. 

Bethany는 왼팔이 물속에서 달랑거리는 채, 서핑

보드 위에서 물결과 함께 느긋하게 흘러 다닙니다. 

그때 그녀의 삶은 극적인 전환을 맞게 됩니다. 글자 

그대로, 파란 바다에서부터, 상어 한 마리가 나타나 

그녀의 팔을 물어 뜯어내 버립니다. 

Tom의 수술을 시작하기 직전, 의사는 상어의 공격

을 받은 13살짜리 소녀를 위해 수술실이 즉시 필요

하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잠시 후, Tom은 그 피해자가 자신의 딸이라는 얘

기를 전해 듣습니다. Bethany는 혈액의 절반 이상

을 잃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서핑 스타로서의 

그녀의 인생은 막 시작하려는 찰나에 끝나버린 것

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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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hany is discouraged, but she just can’t give up 
낙 담 한

surfing. She was born to surf. Surfing is her life. She 
목적

is more afraid of not being able to surf again than 

another shark attack.

Only 26 days after the shark attack, Bethany gets 

back in the water. Soon, she starts training for a 

regional competition.
지 역 대 회

Tom: It’s not going to be easy.

Bethany: I don’t need “easy.” I just need “possible”

Tom: With you, anything is possible. Let’s do it.
어 떤 - 라 도

With the love and support of her family, Bethany 

learns to surf with one arm. She enters  the 
enters into (X)

regional competition again. 

Before the competition, the judges make an offer to 

Bethany that she can start five minutes earlier than 

the other surfers. She refuses the offer and decides 

to compete on equal terms. 
존 건

However, she loses to her rival, Malina. 

Disheartened, she decides to quit surfing.
to surf (X)

번역

Bethany는 낙담하지만, 서핑을 포기할 수는 없습

니다. 그녀는 서핑을 하기 위해 태어났습 니다. 서핑

은 그녀의 삶입니다. 그녀는 또 다른 상어의 공격보

다 다시는 서핑을 할 수 없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상어의 공격이 있은 지 겨우 26일 후, Bethany는 

바다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곧 지역 대회를 위한 훈

련을 시작합니다.

Tom: 쉽지 않을 거야.

Bethany:‘쉬운’건 필요 없어요. ‘가능’하면 돼요.

Tom: 너라면 어떤 것이든 가능해. 해보자. 

가족의 사랑과 지지로, Bethany는 한쪽 팔로 서핑

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녀는 지역 대회에 다시 참가

합니다. 

시합 전, 심판들은 Bethany에게 다른 서퍼들보다 

5분 먼저 출발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합니

다. 그녀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대등한 조건으로 시

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라이벌인 Malina에게 패배합니다. 

낙심하여 Bethany는 서핑을 그만둘 것을 결심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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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hany: I don't understand. What happened to "I 

can do all things"? Why did this happen? Why did I 

have to lose everything?

Tom: You didn't lose everything, Bethany. Not even 

close. That shark didn't kill you. You're still here, 

still alive. You have a family who loves you. 

When the time is right, you'll know what you're 

supposed to do. Until then, you pray and listen for 
to (X)

what comes next.

In 2004, Bethany goes to Phuket, Thailand, to help 

out the victims of the Indian Ocean tsunami. Her 

experience there becomes a turning point in her 
전 환 점

life.

After the tsunami, Thais are naturally afraid of the 

water, including a little boy. Hoping to help the boy 

overcome his fears, Bethany goes into the water 

with a surfboard and shows him that there is 

nothing to be afraid of. 

It works, and the boy is in the water for the first 
효과가 있다

time since the tsunami. At that moment, she 

realizes the greater purpose in her life - she can use 

her gift to inspire people and to make a difference 
염 감 을 주 다

in their lives.

번역

Bethany: 이해할 수 없어요. “난 모든 걸 할 수 있

어.”는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죠? 왜 내가 모든 걸 잃어야 하죠?

Tom: 넌 모든 걸 잃어버린 게 아냐, Bethany. 그

런 축엔 끼지도 못해. 상어가 널 죽이진 않았잖아. 

넌 여전히 여기 있어, 여전히 살아서 말이야. 너에

겐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 

적당한 때가 되면 네가 뭘 해야 하는지 알게 될 거

야. 그때까지는, 기도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귀 

기울이렴.

2004년, Bethany는 인도양에 닥친 쓰나미 피해

자들을 돕기 위해 태국의 푸켓에 갑니다. 그곳에서

의 경험은 그녀의 삶에 있어 전환점이 됩니다.

쓰나미 이후, 한 작은 소년을 비롯해, 태국사람들은 

당연히 물을 두려워합니다. 소년이 두려움을 극복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Bethany는 서핑보드

를 가지고 물에 들어가 소년에게 두려워할 게 없다

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효과가 있어서, 소년은 쓰나미 이후 처음으로 

물에 들어갑니다. 그 순간, Bethany는 그녀의 삶

에서 더 큰 목적을 깨닫습니다. - 사람들에게 영감

을 주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자신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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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led with a new sense of hope and direction, 

Bethany returns home. With a new determination to 

conquer her own limitations, she takes up 
시 작 하 다

competitive surfing again.
서 핑 경 기

Against all odds, Bethany finally gets to compete in 
역 경 을 딛 고

the national championships. Before the competition, 
전 국 선 수 권 대 회

Tom gives advice to his daughter: "The greatest 

surfers, they all have this sixth sense. 

They know when the best waves are coming. They 

can feel it. It’s a gift. You have that gift, too.Listen to 

your instinct. Believe in it.”

Once again, Bethany faces off against Malina, her 

fierce rival. She needs one more big wave to beat 

Malina.

With only two minutes left, however, the waves 

suddenly die down, and the surfers can only wait 
await (X)

while counting down to the end of the competition. 
초 읽 기 를 하 다

However, Tom's belief in his daughter's instinct is 

proven when Bethany is the only one to sense a big 

wave forming and she alone paddles out to ride 
t o f o r m ( X ) 저 어 나 아 가 다 나아가다

the wave.

번역

새로운 희망과 목표로 가득 찬 Bethany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의 한계를 정복하려는 새로운 의

지로 그녀는 서핑경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모든 역경을 딛고, Bethany는 마침내 전국 선수권 

대회에 진출합니다. 시합 전, Tom은 딸에게 충고합

니다: “위대한 서퍼들은 모두 육감을 가지고 있단다. 

그들은 언제 최고의 파도가 오는지 알지. 그들은 그

걸 느낄 수가 있어. 그건 재능이야. 너도 그 재능을 

가졌어. 네 본능의 소리를 들으렴. 그걸 믿어.”

다시 한 번, Bethany는 강력한 라이벌인 Malina

에 맞서 대결을 벌입니다.  Malina를 이기기 위해

서는 큰 파도가 한 번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겨우 2분을 남겨둔 채 (파도는 갑자기 잦아

들고, 서퍼들은 초읽기를 하며 시합이 끝날 때를 기

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Bethany가 큰 파도가 형성되는 걸 유일

하게 알아차리고 혼자 그 파도를 타기 위해 헤엄쳐 

나아갈 때, 딸의 본능에 대한 Tom의 믿음이 옳았

음이 증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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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ed, a big wave forms. Bethany catches it  
형 성 하 다 잡 는 다 a big wave

just as the horn sounds. She rides the wave using 
신 호 음 울 리 다

her one-armed surfing techniques. 

If this ride is counted, she will win. However, 
득 점 하 다 . .

Bethany herself is no longer thinking about the 

competition. She simply enjoys the pure joy of riding 

a perfect wave. Bethany’s last ride, however, is not 

counted / because it was after the final horn. 
인 정 받 다

First place goes to Malina and Bethany ends up 

placing fifth, but Bethany doesn’t mind. Malina 

acknowledges Bethany to be the real winner and 
인 정 했 다

invites her up to the podium to share first place.
시 상 대

Bethany has turned her loss into a gift for others 
선 물

and has become an inspiration and hope for 

people facing challenges and difficulties.
직 면 한 장 애

The following is an interview with Bethany.

Reporter 1: Are you upset you didn't win today?

Bethany: I didn't come to win. I came to surf.

Reporter 2: If you could go back to that day, would 

you still have gone surfing?
여전히

Bethany: I wouldn't change what happened to me, 

because then I wouldn't have this chance in front of 

all of you - this chance to embrace more people than 
껴안을 수 있는

I ever could have with two arms.

번역

정말, 큰 파도가 형성됩니다. Bethany는 신호음이 

울리는 바로 그 때 그 파도를 잡습니다. 그녀는 한

팔로 타는 서핑 기술을 이용해 그 파도를 탑니다. 

이번 파도타기가 인정 된다면 그녀는 승리할 것입

니다.  하지만 Bethany 자신은 더 이상 시합에 대

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완벽한 파도를 

타는 순수한 기쁨을 즐길 뿐입니다.그러나, 

Bethany의 마지막 파도타기는 마지막 신호음이 

울린 후였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1위 자리는 Malina에게 돌아가고 Bethany는 5위

를 차지하며 끝나버리지만, Bethany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Malina는 Bethany를 진정한 우승자로 

인정하여 1등을 공유하기 위해 시상대로 오르기를 

권유한다.

Bethany는 자신의 상실을 타인들을 위한 선물로 

바꿨고, 장애와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영감

과 희망이 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Bethany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기자1: 오늘 이기지 못해 속상한가요?

Bethany: 저는 이기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서핑

을 하러 왔습니다.

기자2: 만약 그날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여전히 서

핑을 갔었을까요?

Bethany: 저는 제게 일어난 일을 바꾸지 않겠습니

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모두 앞에 설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없을 테니까요 ㅡ 두 팔이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껴안을 수 있는 이런 기회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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