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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r, ch’a nullo amato amar perdona,

mi prese del costui piacer sì forte,

che, come vedi, ancor non m’abbandona.

Durante degli Allighieri, 『Inferno』�V

사랑, 사랑하는�이에게�사랑을�용인하지�않는�그것이

그�사람과�함께�함으로�이토록�맹렬하게�기쁨을�얻게�하니

그리하여, 보다시피�그�사랑이�아직�나를�절념하지�않네

두란테�델리�알리기에리, 『신곡』�제5곡





1 실내: 엘리오의�방이자�올리버의�방�– 펄먼�빌라�– 낮    1

차�한�대가�다가오는�소리. 맨발에�수영복�반바지�차림인�열일곱의�엘리오가�제�방에서�

옆방, 무슨�일인지�침실로�새로이�단장된�좁은�창고�방으로�제�옷들을�옮기고�있다. 그�

두�방은�사방에�금이�가�망가진�나무문으로�분리되어�있고�공용�욕실을�같이�쓰는�식이다.

엘리오와�같은�나이의�소녀�마르치아가�침대�위에�누워�있다. 둘이�같이�누워�있던�게�

분명하다.

엘리오가�창문으로�가�내려다본다. 그�아래�차가�흙먼지를�일으키며�빌라�현관에�멈춰�선다.

훤히�트인�칼라가�달린, 바람에�부풀어�오르는�밝은�파란�색감의�셔츠를�입고�선글라스를�

쓴�키�큰�젊은�남자가�차에서�내린다. 이�사람이�스물다섯의�올리버다.

엘리오

(마르치아에게�프랑스어로)

L'usurpateur.

(찬탈자다.)

마르치아가�벌떡�일어나�그의�옆에�서서�내려다본다.

올리버에게�자신들을�소개하는�펄먼�부부가�정원사이자�집�안팎으로�잡다한�일을�하는�안키세에�

뒤이어�나타난다. 펄먼�교수는�오십대로�기품이�있고�활기차다. 그의�아내�아넬라는�사십대�

중반이다.

펄먼

(올리버에게)

어서�와! 어서�와!

아, 이런, 사진보다�훨씬�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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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넬라

(남편에게�이탈리아어로)

Dove è Elio?

(엘리오는?)

엘리오

(마르치아에게�프랑스어로)

Il faut que je descende.

(내려가야겠다.)

2 실내: 계단�– 펄먼�빌라�– 낮    2

계단�끝에서�엘리오가�펄먼�교수의�서재로�가는�올리버를�바라본다. 올리버의�여행�가방과�

배낭이�바로�옆�바닥에�놓여�있다. 아넬라는�엘리오가�다가오는�것을�보고�그�짐들을�가리킨다.

아넬라

(이탈리아어로)

Aiuta Oliver a portare

le sue cose in camera tua.

(올리버�짐�좀�네�방에다�올려다놔줘.)

3 실내: 펄먼�교수의�서재�– 펄먼�빌라�– 낮    3

엘리오가�아버지의�작업실에�들어온다. 소파에�앉아�있는�올리버가�시원한�물�한�잔을�마시고�

있다. 열기에�진이�빠진�모습이지만�여전히�우아하고�어딘가�조각�같은�인상이다. 펄먼�

교수가�정식으로�두�사람을�소개시킨다.

펄먼

엘리오, 올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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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버, 엘리오.

두�사람이�악수한다.

엘리오

안녕하세요.

올리버

(모호하게)

안녕.

펄먼

(올리버에게)

편히�지내라고. 우리�집이�자네�집이니.

4 실내: 계단�– 펄먼�빌라�– 낮    4

둘은�함께�계단으로�향한다. 엘리오가�얼른�무거운�여행�가방을�집어�들려고�하자�올리버는�

배낭을�든다.

엘리오

내�방은�이제�당신�방이에요.

난�옆방에�있을�거예요.

둘은�계단을�내려오는�마르치아와�만난다. 계단�한가운데에서�소개가�한�차례�더�이루어진다. 

마르치아가�올리버의�양�뺨에�살짝�키스한다.

올리버는�호기심이�일어�계단을�오르면서�돌아본다. 그가�돌아본�뒤에�마르치아가�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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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내: 올리버의�방�– 펄먼�빌라�– 낮    5

둘은�올리버의�방으로�들어온다. 올리버는�배낭을�떨어뜨리고�지쳐서�침대�위로�쓰러진다. 

엘리오가�침대�옆에�여행�가방을�내려놓는다.

엘리오

우리�욕실은�같이�쓸�거예요.

내가�나갈�수�있는�데가�거기뿐이라…

그러나�올리버는�이미�잠들어버려�듣지�못한다. 엘리오는�방을�떠나�두�방을�분리하는�문을�

닫는다.

6 실내: 계단�– 펄먼�빌라�– 저녁�어스름    6

얼마�후, 마팔다가�계단�아래서�종을�울린다. 계단을�올려다보고�응답이�없자�다시�종을�

울린다.

7 실내: 엘리오의�방이자�올리버의�방 / 욕실�– 펄먼�빌라�– 저녁�어스름    7

엘리오는�작고�“새로운” 방에�있는�책상�앞에�앉아�음악을�편곡하고�있다. 탁상�램프�옆에서�

소니�워크맨이�음악을�들려주고�있다. 그는�종소리를�듣는다.

그가�욕실로�들어가고�욕실과�다른�방을�잇는�문이�열린다. 올리버가�해가�지는�어스름한�

빛�속에�잠들어�있다.

엘리오

우리�저녁식사�하래요.

대답이�없다. 엘리오는�올리버의�방으로�들어가�선반�위로�손을�뻗어�책을�꺼내다가�바닥에�



11

떨어뜨린다. 날카로운�소음이�난다. 올리버가�벌떡�깬다.

엘리오�(계속해서)

(당황해하며)

우리�저녁식사�하래요.

올리버는�자기가�어디에�있는지도�거의�모른�채�베개에서�고개를�든다.

올리버

나중에. 넘겨야겠다.

(멈춤)

너희�어머니께�잘�좀�말해줄래?

엘리오가�책을�가지고�문으로�돌아가면서�그러겠다고�고개를�끄덕인다. 올리버는�잠시�방을�

훑어본다.

올리버�(계속해서)

그래서, 여기가�평소엔�네�방이라는�거지…

엘리오가�문을�닫으려다�고개를�끄덕인다.

올리버�(계속해서)

고맙다, 친구.

올리버는�고개를�돌리고�다시�잠에�든다. 엘리오는�문을�닫고�거의�완전히�어둠에�잠긴�

방을�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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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내: 계단 / 현관�복도�BOCCHIRALE – 펄먼�빌라�– 낮    8

이튿날. 올리버가�계단을�내려오고�있다. 어디로�가야할지�모른�채�복도를�사이에�두고�

부엌을�볼�때까지�펄먼�가족의�목소리를�들으려고�귀를�기울인다.

바로�너머�정원�밖에서�그는�아침식사를�하는�가족을�볼�수�있다.

9 실외: 부엌�앞�정원�– 펄먼�빌라�– 낮    9

펄먼�가족이�부엌�앞�야외에서�아침식사를�하고�있다. 올리버가�나와서�엘리오가�얼마나�

능숙하게�반숙�달걀�껍데기에�금을�내는지�주의�깊게�보면서�자리에�앉고, 똑같이�해보려고�

하지만�조그만�껍데기�조각만�깨지자�커피를�마시느라�정신없는�척하면서�컵에�담긴�달걀을�

밀어둔다.

마팔다가�그에게�주스를�마시고�싶은지�묻는다. 그가�“제발요”라고�말한다. 그녀는�버려진�

달걀을�내려다본다.

마팔다

(이탈리아어로)

Lasci fare a me, Signore.

(제가�해드리지요.)

마팔다는�윗부분을�베어내고�부엌으로�돌아간다.

아넬라

여독은�좀�풀렸어요, 자기?

올리버

싹�풀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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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온�손님을�빤히�보지�않고�빵에�꿀을�펴�바르는�데�집중하려던�엘리오는�이제�고개를�

들고�부자연스럽게�목소리를�높여�말한다.

엘리오

제가�시내�구경시켜�드릴�수�있어요.

올리버

좋지.

우리가�시내에서�멀리�떨어져�있는�건가요?

은행�계좌를�열어야�해서요.

펄먼�교수와�아넬라�둘�다�고개를�들고�흥미로워한다.

펄먼

(미소�지으며)

우리�집�투숙객�중에�지역�은행�계좌

갖고�있는�사람은�아무도�없었는데.

엘리오는�옆에�앉은�올리버를�더�잘�볼�수�있게�의자를�안쪽으로�향해�앉는다.

엘리오

몬토디네에�데려가는�게�좋을까?

펄먼

여름휴가철엔�문�닫을�걸.

크레마로�가봐.

올리버

저게�교수님�과수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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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먼

(이탈리아어로)

Pesca, ciliege, albicocche…

(복숭아나무, 벚나무, 살구나무…)

아넬라

석류나무도�있고.

마팔다가�작은�쟁반에�살구주스�병을�갖고�돌아와�올리버의�유리잔을�채운다. 올리버는�

맛을�보고�신이�나서�단숨에�마셔버린다.

엘리오는�자신이�주스를�들이켜느라�고개를�젖힌�올리버를�빤히�바라보고�있음을�깨닫고, 

그의�목에�걸린�목걸이에�다윗의�별이�달려�있는�것을�알아차린다. 그는�눈을�내리뜬다.

아넬라�(계속해서)

달걀�하나�더�들어요.

올리버

(고개를�저으며)

전�제�자신을�잘�압니다.

세�갤�먹으면�네�갤�먹을�거고

또�먹으려�들�거예요.

엘리오는�올리버�나이대의�사람이�“전�제�자신을�잘�압니다”라고�말하는�걸�들어본�적이�

없다. 다소�위협적인�말이다.

엘리오

안키세�자전거�가져가는�게�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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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실외: 크레마로�가는�길�– 낮   10

엘리오와�올리버가�엘리오의�선두로�자전거를�타고�있다. 둘은�크레마�시내와�은행으로�

향하는�시골길을�따라간다.

낮은�벌써�뜨겁다. 전원이�포�계곡의�부드러운�햇빛�아래�빛난다.

11 실외: 카페�– 크레마�시내�광장�– 낮   11

엘리오와�올리버는�철제의자와�탁자가�있는�작은�카페에�앉아�커피를�마시고�있다. 올리버는�

은행�계좌�신청서를�검토하고�접어�배낭에�집어넣는다. 그는�거의�빈�광장을�돌아본다.

올리버

이�주변에서�하는�게�뭐야?

엘리오

아무것도�안�해요.

여름이�끝나길�기다려요.

올리버

겨울엔�뭘�하는데, 그럼?

여름이�오길�기다린단�말은�말라고, 알겠지?

엘리오

우린�크리스마스랑�휴가철에만�여기�와요.

올리버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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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오

부활절에도요. 우린�유대인이고,

영국인이고, 미국인이고, 이탈리아인이고

프랑스인이기도�해요… 좀�이례적이죠.

우리�가족�말곤�당신이�유일하게

이�동네에�발들인�유대인일�걸요.

올리버

난�뉴잉글랜드에�있는�작은�동네에서�왔어.

혼자�겉도는�유대인이�어떤�건진�알아.

(멈춤)

그래서�여름엔�여기서�뭐하고�지내,

이런�거�말고?

엘리오는�미소를�머금고는�말이�없다. 둘�다�웃는다.

올리버�(계속해서)

진짜�뭘�하는데?

엘리오

음악�편곡해요. 책�읽고.

강에서�수영하고. 밤에�나가�놀고.

올리버가�그�말을�알아듣고는�소지품들을�챙기면서�대화를�중단하기�위해�어두운�선글라스로�

눈을�감춘다. 둘은�말없이�자전거를�가지러�간다.

올리버는�생각에�깊이�잠겨�있어�보이지만, 엘리오가�자전거에�오르려다가�순간�중심을�

잃을�때�균형을�잡을�수�있도록�어깨를�붙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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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다음�엘리오를�혼자�내버려둔�채, “나중에”라고�말하면서�휙�떠나버린다.

12 실내: 펄먼�교수의�서재�– 펄먼�빌라�– 낮   12

펄먼은�새로운�서신�배열법을�궁리하고�있다. 편지�꾸러미들이�아무데나�흩어져�있고�뚜껑으로�

덮어놓지�않은�상자에는�더�많은�편지들이�있다.

올리버가�그를�돕고�있고�엘리오는�그들과�함께�있다.

아넬라가�작은�쟁반에다�유리병에�따른�살구주스�한�병을�가지고�들어온다. 모두들�한�잔씩�

마시는�사이에�올리버가�단숨에�들이킨다. 입맛을�다시고는�“아!”하고�소리�내어�말한다. 

아넬라가�재미있어하며�그를�본다. 엘리오는�이미�아버지가�하려는�말을�알고�그를�본다.

펄먼

“apricot(살구)”이란�말은�아랍어에서�왔거든.

“algebra(대수학)”, “alchemy(연금술)”,

“alcohol(알코올)” 같은�단어들처럼.

앞에�아랍어�관사�‘al-’하고�결합된

아랍어�명사에서�파생되는�거지.

우리�이탈리아�식�‘albicocca(살구)’의

기원이�‘al-barquq’인�거야…

그는�숨을�돌리려고�잠깐�말을�멈춘�다음, 계속해서�자신의�화제에�열중한다.

펄먼�(계속해서)

오늘날�이스라엘과�많은�아랍�국가들에선

그�과일이�완전히�다른�‘mishmish’라는

이름으로�불린다는�게�놀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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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든�말들이�쏟아지는�동안�올리버는�주의�깊게�듣고�있다.

올리버

죄송합니다만�제�생각은�좀�다릅니다.

펄먼

아?

올리버

그�단어는�사실�아랍어에서�나온�게�아니에요.

펄먼

어떻게�그렇지?

엘리오와�아넬라가�주의�깊게�듣는다. 그들은�과거에�이�모든�일을�목격한�바�있다.

올리버

말하자면�긴�얘기니�이해해주세요, 교수님.

많은�라틴어가�그리스어에서�나왔잖습니까.

근데�‘apricot’은�반대예요.

(그는�순간�즐기는�눈빛으로�엘리오를�바라본다.)

그리스어가�라틴어에서�넘어온�거거든요.

그�라틴어가�‘pre-cook(미리�요리하다)’,

과일이�일찍�익어버리는�‘pre-coquere’에서�온

‘praecoquum’이었어요, 너무�이르다는�뜻의

‘precocious(조생종의, 조숙한)’같이.

비잔틴이, 계속�말하자면,

‘praecox’를�빌려와서�‘prekokkia’나

‘berikokki’가�됐는데, 아랍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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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그걸�‘al-barquq’로

물려받은�게�분명해요.

침묵의�순간이�있다. 엘리오와�아넬라가�펄먼을�본다.

올리버�(계속해서)

특별�우대로�알려드리는

언어학�입문이�되겠습니다.

펄먼

(어안이�벙벙해져)

우수한�성적으로�합격했네.

아넬라가�웃음을�참지�못하고�터트리기�시작한다.

엘리오

(자기�아버지에�대해�올리버에게)

매년�이래요…

올리버가�고개를�저으며�미소�짓는다. 디졸브.

13 실외: 거리�/ 카드�게임�카페�– 시내�거리�– 낮   13

올리버와�엘리오가�거리를�걷는다. 올리버가�작은�바로�다가간다. 안에서�남자들�몇이�

두세�탁자에�앉아�카드�게임을�하고�있다. 종업원들이�그�손님들에게�커피와�음료를�가져다준다. 

활기찬�곳이다. 남자들�가운데�몇이�고개를�들고�올리버를�향해�고개를�끄덕인다. 이들은�

그를�안다. 탁자�중�한�군데에서�게임이�시작되고�올리버가�함께�해도�되는지�묻는다. 

그는�게임을�하려고�자리에�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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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오

이런�덴�어떻게�알았어요?

올리버가�윙크한다. 엘리오는�의자�하나를�빼고�앉아�구경한다.

카드가�돌려지고�있다. 즉시�게임에�응한�올리버는�게임�동료들을�동등하게�대한다. 지역�

유지들�중�한�사람의�빌라�손님인�‘화려하고’ ‘지적인’ 미국인인�데도, 동네�사람들과의�

친화력이�대단하다.

14 실외: 현관�잔디밭�– 펄먼�빌라�– 오후   14

엘리오의�친구�몇몇이�빌라�현관�옆�잔디밭에�임시로�코트를�세우고�배구를�한다.

올리버는�마르치아보다�몇�살�더�많은�자매�키아라와�다른�남자아이와�함께�하고�있다. 

이�셋은�우리가�만나본�적�없는�세�명의�다른�아이들이�상대팀을�이룰�때�한�팀을�이룬다.

엘리오는�마르치아와�또�다른�친구�마리아와�함께�옆에�앉아�있다. 모든�눈이�그들�가운데�

난데없이�툭�떨어진�매혹적인�미국인�올리버에게�가�있다. 마르치아와�친구가�그에�대해�

묻는다.

마르치아

(이탈리아어로)

Sicuramente è meglio di quello

dell’anno scorso, ti ricordi?

(확실히�작년보다�더�나아, 기억�나?)

엘리오와�마르치아가�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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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

(이탈리아어로)

Molto meglio. Guarda che fico!

(훨씬�낫지. 얼마나�잘생겼는지�봐봐!)

지루해져�흥미를�잃은�엘리오가�일어나�라임나무�아래�신선한�과일과�차가운�물병이�있는�

가까운�식탁으로�간다.

물병을�챙겨�친구들에게로�가�건네주려고�한다. 올리버가�물병을�빼앗아�물을�마시더니�

고맙다는�말도�없이�엘리오에게�돌려준다.

올리버는�친근하게�포옹하는�마사지�식으로�팔을�엘리오에게�두르고�엄지와�집게손가락으로�

엘리오의�어깨를�부드럽게�꼭�쥔다.

기습공격을�당한�엘리오는�올리버의�손에�굴복하고�그�손에�의지하기까지�하면서�순간�넋을�

잃다가�곧�몸을�틀어�올리버의�움켜쥔�손에서�떨어져�나온다.

당황한�올리버가�엘리오에게�자신이�어디�아픈�데를�너무�세게�압박한�건지�물으면서�사과한다. 

“아프게�하려던�건�아니었어” 엘리오는�진심으로�올리버를�낙담시키고�싶은�건�아니어서�

무심코�“안�아파요”라고�말해버린다. 아파서�얼굴이�찡그려지는�걸�억누르려고�하지만�

잘�안�된다. 올리버는�이런�뻔히�보이는�위장을�이해한다.

올리버

(다시�엘리오의�어깨를�마시지하면서)

자, 좀�낫게�해줄게. 긴장�풀어.

엘리오

긴장�풀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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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버

판자처럼�뻣뻣하잖아.

뻣뻣하게�뭉쳐�있으면서.

(마르치아에게)

이리�와봐, 여기�좀�만져보라고…

마르치아가�엘리오의�등에�손을�얹는다. 올리버는�그녀의�손바닥을�납작하게�해�등을�세게�

누른다.

올리버�(계속해서)

여기. 만져져?

얘�긴장�좀�더�풀어야�될�것�같지.

마르치아

너�긴장�좀�더�풀어야�하겠다.

엘리오는�다른�사람들이�흥미를�잃고�경기를�재개할�때까지�긴장을�풀려고�애쓴다. 경기를�

하는�사람들과�머리�위�공중에�뜬�공을�보는�엘리오의�시야가�자꾸�옆에서�아슬아슬하게�

가까이�다가오는�근육�잘�잡힌�올리버의�맨�등에�가려진다. 사람들은�이따금�부딪치고, 

넘어질�뻔하고, 힘에�겨운�듯�툭�쓰러진다. 여자아이들이�깜짝�놀라�이탈리아어로�소리�

지른다.

엘리오는�라임나무�아래�식탁으로�돌아가�다른�사람들로부터�멀리�떨어져�그늘�속에�앉는다. 

무의식중에�올리버가�마사지한�목�밑부분을�문지르고�있다. 마팔다와�아넬라가�저녁식사를�

차리고�있다.

아넬라

(이탈리아어로)

C’è Zia Marcella e annessi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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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a. Oliver si ferma con noi

o esce stasera?

(마르첼라�숙모가�사람들�데리고

저녁식사�하러�올�거야. 올리버

오늘밤에�여기�있겠다니�나간다니?)

엘리오

(어깨를�으쓱이며�프랑스어로)

Je ne sais pas.

(누가�알아.)

마팔다

(이탈리아어로)

Che muvi star!

(무비�스타네!)

15 실내: 엘리오와�올리버의�욕실 – 저녁   15

위층에서�엘리오가�입술�윗부분을�면도하고�있다. 자신을�본다. 거의�혐오스럽다는�듯이.

16 실외: 라임나무�아래�식탁�– 펄먼�빌라�– 저녁   16

손님들이�식탁에�모여�있다. 펄먼은�웃긴�표정을�지어�식탁에�있는�아이들을�즐겁게�해준다. 

멀리�교회�종이�울린다.

펄먼

(이탈리아어로)

Ah, frizzante!

(아, 스파클링�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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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버의�부재가�언급된다. 아넬라가�막�나타난�엘리오에게�올리버가�합석하는지�묻는다.

아넬라

(이탈리아어로)

Sono le otto passate!

Noi ci mettiamo a tavola.

(여덟�시네! 우리도�이제�앉자고요.)

엘리오

(이탈리아어로)

Non vi sembra ineducato come dice

“Later…”? arrogante?

Mi sembra che facciamo di tutto

per farlo stare a suo agio da noi.

(그�사람�“나중에…”라고�말할�때

무례한�것�같지�않아? 거만하고?

내가�보기에�우린�다�같이�편하게

지낼�수�있게�뭐든�다�하는�것�같은데.)

펄먼

무례한�게�아닌�것�같은데.

올리버는�그냥�수줍은�것�같아.

카메라는�엘리오가�그럴�가능성에�대해�진지하게�생각하는�동안�계속�그에게�머물러�있다.

엘리오

두고�봐, 때가�되면

이런�식으로�작별인사할�걸.

무뚝뚝하게, 앞뒤�안�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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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하면서.

아넬라

그건�그렇고�우리가

6주�정도는�참아줘야지, 안�그래?

펄먼

정말이라니까, 그냥�수줍은�거야.

너�그�친구�좋아하게�될�걸.

엘리오

그래, 근데�싫어하게�되면?

아넬라

(엘리오에게�이탈리아어로)

Mio piccino!

(아가!)

(마팔다에게)

Può togliere i piatti

di Mr. Oliver?

(올리버�씨�접시�좀�치워줄래요?)

이는�나중에�후회할�기미도�없이�즉시�행해진다.

엘리오는�올리버가�쓸�은�식기, 식탁�매트, 유리잔, 냅킨이�마치�그가�존재한�적�없었던�

듯�사라지는�것을�지켜본다. 자기도�모르게�멈추게�하려고�손을�내밀지도�모를�마팔다의�

행동이�내포한�뜻밖의�폭력성에, 그는�생각에�잠기기�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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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실내: 거실�– 펄먼�빌라�– 밤   17

모든�손님들이�거실에서�노래와�게임이�섞인�경박한�이탈리아�텔레비전�쇼를�보고�있다. 

여자들은�대화를�나눈다. 펄먼이�작은�바에서�술을�따르고�있다. 엘리오는�지루하다.

펄먼

엘리오, 뭣�좀�쳐봐.

엘리오

(이탈리아어로)

Non mi va.

(그럴�기분�아냐.)

펄먼

(이탈리아어로)

Perchè non ti va?

(왜�그럴�기분이�아닌데?)

엘리오

(이탈리아어로�날카롭게)

Perché non mi va!

(그럴�기분�아니니까!)

아넬라

(프랑스어로)

Pourquoi tu ne vas pas

à Moscazzano avec les autres?

(왜�다른�애들이랑

모스카차노에�안�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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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오

(프랑스어로)

J’en ai pas envie.

(가기�싫으니까.)

아넬라

가서�네�친구들�만나.

밖에�좀�나가. 뭐라도�좀�하라고.

(프랑스어로)

Ne reste pas là comme

une araignée sur le mur,

mon chéri!

(벽에�들러붙은�거미마냥�거기서

그러고�있지�말고, 아가!)

너�흥�깨고�있다.

아이들에게서�폭소가�터진다. 펄먼은�유리잔들을�들고�바에서�돌아온다. 엘리오는�마지못해�

피아노로�옮겨간다. 활기찬�작품을�연주하기�시작한다.

18 실내: 엘리오의�방�– 펄먼�빌라�– 밤   18

엘리오는�여전히�옷을�입은�채�침대�위에�있다. 잠을�이룰�수가�없다. 밖에서�들리는�소리를�

듣고�재빨리�옷을�벗고�파자마�바지를�입는다. 그러나�아무도�오지�않고, 계단에서도, 

붙어�있는�저�욕실에서도�아무런�소리도�들리지�않는다.

19 실외: 정원�– 펄먼�빌라�– 낮   19

부엌�앞은�여러�과일나무들이�있는�과수원이다. 그�나무들�가운데�하나가�흔들리고�있다. 

나무�아래로�어룽거리는�빛�속에서�우리는�가장�잘�익은�복숭아들을�따려고�손을�뻗고�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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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키세를�볼�수�있다.

20 실외: 펄먼�빌라�– 낮   20

집은�고요하고�황량하다. 전형적으로�나른한�여름�오후.

올리버가�시내에서�자전거로�돌아온다. 파란�수영복�반바지와�첫날�도착했을�때�입었던, 

바람에�부풀어�오르는�파란�셔츠를�입은�채.

21 실내: 엘리오의�방�– 펄먼�빌라�– 오후   21

엘리오는�사각�팬티만�입은�채�침대�위에�있다. 오른손이�팬티�속에�내려가�있다. 제�것을�

만지기�시작한다.

느닷없이�문�밖에서�발소리가�난다.

셔츠를�입지�않은�올리버가�욕실에서�방으로�들어온다. 엘리오는�당황스러운�상황에서�잡힌�

것처럼�움찔해�재빨리�팬티에서�손을�꺼낸다.

올리버

왜�다른�사람들이랑�강에�안�가는�거지?

엘리오는�놀라�말문이�막혀�가쁜�숨으로�겨우�말한다.

엘리오

나… 난…

난�알러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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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버

나도. 우리가�같은�걸지도�모르겠다.

엘리오가�어깨를�으쓱인다. 멈춤.

올리버�(계속해서)

수영하러�갈래? 우리�둘만?

엘리오

(여전히�숨�가쁘게)

나중에요, 모르겠어요.

올리버

(손을�내밀며)

지금�가자.

엘리오는�올리버의�손을�잡고�발기한�것을�보지�못하게�그를�피해�벽�쪽으로�몸을�돌리지만, 

그�움직임에는�올리버를�침대�위로�눕힐�수�있을�만큼의�끌어당기는�힘도�어느�정도�있다.

엘리오

가야�돼요?

올리버는�자세를�바로�하고�다시�그대로�멈춰서는�엘리오를�내려다보지만�그의�손을�꽉�

잡고�있어�그를�똑바로�일으켜�세우는�데�성공한다.

올리버

옷�갈아입고�올게. 넌?

그가�엘리오의�방을�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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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오는�올리버가�잡았던�그�손을�팬티�속으로�내리고�축축한�것을�알고는�손을�빼�주먹�

쥔�채�이마를�치면서�말한다. “이�멍청한�놈아! 이�병신아!”

그는�속옷을�벗고�발가벗은�채�도전적으로�수영복�반바지를�움켜쥐고�욕실로�나간다.

22 실내: 엘리오와�올리버의�욕실�– 펄먼�빌라�– 오후   22

엘리오가�수영복을�입으면서�방에서�벌거벗은�올리버를�힐끗�본다.

올리버

(수영복을�입으면서�큰소리로)

계단에서�보자고!

23 정물들   23

시간의�흐름을�보여주는, 방�창문턱에서�마르고�있는�올리버의�다양한�색상의�수영복�반바지�

정물들.

24 실외: 수조�ABBEVERATOIO – 펄먼�빌라�– 오후   24

빌라�밖�파티오에서�아래쪽�야외�테라스로�이어지는�커다란�석조�계단�아래, 들판�한가운데에�

자리한�가축용�물통�혹은�일반�수조인�오래된�석조�수조가�이제는�무더운�여름날에�기분�

전환하는�수영장�용도로�쓰인다.

엘리오와�올리버가�좁고�긴�석조�수조�속에�함께�있다. 올리버는�수영을�하고, 엘리오는�

헤드폰을�쓴�채�곡을�쓴다. 여기�분명히�어떤�조짐이�일고�있다. 친밀감이다. 아넬라가�

방금�딴�과일�바구니와�함께�두�사람�가까이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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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버

엘리오! 뭐해?

엘리오

악보�봐요.

올리버

아니, 아니잖아.

엘리오

생각해요, 그럼.

올리버

뭘?

엘리오

사적인�거예요.

아넬라가�즐거워하며�그�대화에�귀�기울인다.

아넬라

엘리오!

올리버

그래서�나한테�말�안�할�거야?

엘리오

그래서�말�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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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버

(아넬라에게�설명하며)

그래서�말�안�해준다고�하네요.

그럼�난�너희�엄마가�하시는�일�같이�해야지.

올리버는�수조에서�나가�과수원에�있는�아넬라에게�다가가고, 엘리오가�지켜보는�사이�익은�

과일이�달린�가지로�손을�뻗는다.

엘리오가�그들에게�가�살구가�가득한�바구니를�들겠다고�한다.

25 실외: 남쪽�테라스�– 펄먼�빌라�– 낮   25

같은�날. 엘리오가�집이�드리우는�그늘�속�탁자에�앉아�기타�연습을�하고�있다.

올리버가�바로�가까운�풀밭에�펼쳐놓은�수건�위에�누워�책을�읽고�있는데, 우리는�그게�

헤라클레이토스의�책인�것을�안다. 그는�초록색�수영복�반바지를�입고�밀짚모자를�쓰고�

있다. 자외선�차단�로션, 공책과�펜, 에스파듀�같은�그의�소지품들이�주위에�널려�있다.

근처�파티오에서는�펄먼�부부와�친구들�몇이�카드�게임을�하는�탁자에�모여�앉아�있다.

친구들, 친척들, 마르치아�같은�엘리오의�지인�등�펄먼�네�집을�오고�가는�사람들은�늘�

있다. 우리는�그들이�누군지는�매번�알지�못하지만�언제든�그곳을�떠나는�사람들이라는�

인상을�준다.

올리버는�책을�내리고�기타�지판에�집중해�있는�엘리오를�가만히�바라본다.

엘리오는�올리버가�자기가�연주하고�있는�걸�마음에�들어�하는지�보려고�고개를�들지만�

올리버는�거의�냉담하게, 표정�없이�돌아본다. 엘리오는�불안해하면서�순간�멈춘다. 올리버는�

엘리오가�하던�일을�자신이�방해했음을�깨닫는다.



33

올리버

그냥�다시�쳐.

엘리오

안�좋아하는�것�같아서요. 싫어하는�줄…

올리버

싫어한다고? 그냥�다시�쳐줄래?

엘리오

같은�걸로요?

올리버

같은�걸로.

엘리오가�일어나�큰�문을�지나�집안으로�들어간다.

엘리오

따라와요.

26 실내: 거실�– 펄먼�빌라�– 낮   26

엘리오가�피아노로�그�곡을�연주한다. 올리버는�안을�들여다보며�문에�기대어�서�있다. 

음악은�기타로�쳤을�때와는�굉장히�다르게�들린다.

올리버

바꿨잖아. 거기에다�뭘�한�거야?

그게�바흐야?



34

엘리오

그냥�리스트가�쳤을�것�같은�식으로

친�거예요, 그�사람이�막�뒤섞었다면요.

올리버

그냥�다시�연주해줄래!

엘리오는�다시�그�곡을�연주하기�시작한다. 올리버가�듣고�나서�말한다.

올리버�(계속해서)

또�바꾸다니.

엘리오

많이는�아니고. 그냥�부조니가�쳤을�것

같은�식으로�친�거예요, 그�사람이

리스트�버전을�바꿨다면요.

올리버

그냥�바흐가�쓴�방식대로

바흐를�연주해주면�안�되나?

엘리오

바흐는�기타용�곡�쓴�적�없어요.

사실�이게�바흐인지도�전혀�확신할�수�없고.

올리버

내가�부탁한�건�잊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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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오

알겠어요, 알겠어.

그렇게�흥분할�필요�없다고요.

엘리오는�본래대로�바흐를�연주하기�시작한다. 돌아서던�올리버가�문�쪽으로�돌아온다. 

엘리오가�연주를�하면서�부드럽게�말한다.

엘리오�(계속해서)

젊은�바흐예요. 형한테�헌정했어요.•

27 실내: 엘리오의�방�– 펄먼�빌라�– 얼마�후   27

엘리오가�일기를�쓰고�있고, 바람이�커튼을�움직이고�있다. 그는�침대�위에�일기를�펼쳐놓은�

채�두고�소변을�보러�공용�욕실로�들어가�문을�닫는다. 카메라가�일기�가까이로�옮겨가면�

우리는�“…바흐를�싫어하는�것�같다고�했을�때�내가�너무�심했다…”라고�쓴�것을�본다.

바람이�그�조그만�공책의�낱장들을�나부끼다�우리가�계속해서�읽을�수�있게�누그러진다. 

“내가�말하고�싶었던�건�그�사람이�날�싫어하는�것�같다는�것이었다…”

28 실외: 라임나무�– 펄먼�빌라�– 오후   28

다른�날. 엘리오가�음악을�편곡하느라�라임나무�아래�늘�쓰는�탁자�앞에�앉아�있다. 뒤에서는�

펄먼과�올리버가�헤라클레이토스에�관한�올리버의�원고를�가지고�의논하고�있다. 우리는�

그�대화를�거의�들을�수가�없다.

• 요한�제바스티안�바흐, 《사랑하는�형이�떠날�즈음에�부치는�카프리치오》�BWV 992. 열아홉의�요한�제바스티안

이�1704년�한창�당시�스웨덴의�어린�명장으로�승승장구하던�카를�12세의�군악대에서�오보이스트로�복무하려고�

떠나는�세�살�위의�형�요한�야콥에게�헌정하며�연주한�것으로�알려진�서정적인�작품이다. 총�6장�가운데�

엘리오가�연주하는�부분은�형이�탄�마차를�끄는�마부의�모습을�그린�5장�알레그로�포코(약간�빠르게), “마부의�

아리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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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버

계속하세요, 비판이야�괜찮습니다.

펄먼

그래? 좋아. 더�강화할�필요가�있겠어.

자네�통찰은�설득력이�있지만…

안키세가�티셔츠로�싸맨�커다란�물고기�한�마리를�가지고�엘리오에게�다가오는데, 엘리오가�

볼�수�있게�벗겨놓았다.

엘리오

(이탈리아어로)

Sei stato al fiume?

(강에�가�계셨어요?)

안키세

(미소�지으며�이탈리아어로)

Si.

(응.)

안키세가�물고기를�부엌으로�가져간다. 그�사이�대화는�계속된다.

올리버

(고개를�끄덕이며)

강화하는�건�문제�없습니다.

역설도�괜찮고요.

계획을�다시�잡아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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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키세

(이탈리아어로)

Mafalda, guarda cosa ho portato!

(마팔다, 내가�갖고�온�것�좀�보라고!)

29 실외: 남쪽�테라스�/ 수조�– 펄먼�빌라�– 낮   29

얼마�후.

엘리오가�수조�근처�의자�쿠션에�고개를�뒤로�하고�눈을�감은�채�앉아�있다. 저�멀리, 

올리버가�수조�끝에�앉아�물에�발을�담그고�펄먼에게�보여주었던�원고�몇�장을�읽고�있다.

그가�엘리오를�본다.

올리버

(큰소리로)

자고�있어?

그에게�원고�한�장을�흔들어�보인다.

엘리오

(자신에게)

그랬죠.

올리버가�가까이�오라고�손짓한다. 엘리오가�가까이�간다, 느리게. 그는�올리버가�붉은�

수영복�반바지를�입고�있는�것을�알아본다.

올리버

이�주저리�좀�들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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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그리스인들에�대하여,

하이데거는�이�근원적인�숨김이

그들�자신에�관해서�뿐�아니라

일반적으로�다른�존재들에�관하여

실재가�존재하는�본질이라고�주장한다.

즉, 인간과의�존재들의�관계에�관하여

그들은�한낱�혹은�우선시하여

그�숨김을�해석하지�않는다는�것이다.”

올리버가�엘리오를�본다.

올리버�(계속해서)

이게�말이�되는�것�같아?

나한텐�아니다. 너희�아빠에게도.

엘리오는�올리버가�그�원고에�대한�자신의�의견을�구하는�게�기쁘다.

엘리오

그걸�썼을�때는�그랬겠죠.

올리버는�엘리오의�말을�주의�깊게�숙고하는�척�하는�것�같다.

올리버

몇�달�간�누가�나한테�해준�말�중에

제일�다정한�말이네.

갑작스럽게�비밀을�밝히듯�낮은�목소리로�아주�진지하게�말한다. 이게�엘리오를�불안하게�

한다. 그는�눈을�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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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오

다정하다고요?

올리버

응, 다정해.

침묵이�돌아온다. 엘리오는�붉은�수영복�반바지�차림으로�수조�끝에�누운�올리버를�본다. 

올리버는�엘리오가�놀라게�누운�그대로�물에�빠진다.

30 실외: 댄스�플로어가�있는�식당�– 밤   30

야외�댄스�플로어가�있는�식당. 모두�“플래시댄스” 사운드트랙의�느린�발라드를�따라�춤을�

춘다. 키아라와�올리버가�키스하고�있다.

엘리오가�마르치아와�다른�한두�명과�함께�자리로�간다. 그는�키아라와�올리버를�지켜본다.

키아라가�허벅지를�그의�것�중간에�옮겨간다. 그들의�움직임은�진한�애무에서�멈추는�사람들의�

움직임과는�다르다.

남자�친구 1

Ma ci sta provando?

(저�사람�쟤�꼬시고�있냐?)

남자�친구 2

Ha già cuccato?

(그러고�나서�하겠지?)

엘리오

Che ne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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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뭐야.)

남자�친구 1

Quanto vorrei essere

nei suoi panni.

(저�사람처럼�되어봤으면�완전�좋겠다.)

여자�친구 1

(마르치아에게)

Chi non vorrebbe essere nei

panni di lei, piuttosto…

(누가�키아라처럼�되고�싶어�하지�않겠니,

정확히�말하면…)

엘리오는�그들이�춤추는�것을�보고�키아라처럼�된다면�무엇이든�다�바치리라고�생각한다. 

마르치아가�그의�표정을�살핀다. 그는�그들이�같이�춤추는�걸�보는�게�좋은�척한다.

마르치아

(모두에게)

Lo vuole a tutti i costi, eh.

(저�사람�어떻게�해서든�하고�싶은�거야.)

음악이�사이키델릭�퍼즈의�“Love My Way”로�바뀌어�댄스�플로어에�들이닥친다. 이�노래�

소리에�올리버는�이제�한층�자아도취적인�스타일로�춤을�추기�시작한다. 완벽한�뉴웨이브�

스타일이다.

모두들�놀랍고도�즐거워하면서�올리버가�혼자�추는�춤을�지켜본다. 엘리오는�마르치아가�

댄스�플로어에서�끌어내릴�때까지�완전히�넋이�나가�그를�바라본다. 둘�사이에�이상한�힘과�

주고받는�눈길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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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오는�당혹해�하느니�혼자�제멋대로�자기만의�춤을�춘다. 흥이�난�마르치아가�바짝�붙는다.

31 실외: 호수�– 밤   31

엘리오와�마르치아는�작은�호숫가에�있다. 그들이�여름을�즐기는�곳�가운데�하나다. 그들은�

옷을�벗는다.

마르치아

(프랑스어로)

Tu n'es pas avec moi parce

que tu es fâché contre Chiara?

(너�키아라한테�화나서

나랑�같이�안�있는�거야?)

엘리오

(프랑스어로)

Pourquoi je serais fâché

contre Chiara?

(내가�왜�키아라한테�화가�나야�하는데?)

마르치아

(프랑스어로)

A cause de lui.

(그�사람�때문에.)

엘리오는�고개를�젓는다. 도대체�어디서�그런�생각을�하게�되었는지�짐작할�수�없다는�의아한�

표정으로�가장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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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치아�(계속해서)

(프랑스어로)

Retournetoi. Ne me regarde pas.

(뒤돌아. 나�보지�마.)

엘리오

(프랑스어로)

Retrouvons-nous ici demain soir.

Je serai là avant toi.

(내일�밤�만나.

너�오기�전에�여기�와�있을게.)

그들은�호수로�뛰어들어�달빛�속에서�수영한다.

32 실외: 부엌�앞�정원�– 펄먼�빌라�– 낮   32

이튿날�아침. 올리버가�반숙�달걀�껍데기를�깔끔하게�벗겨내며�새로이�습득한�재능을�자랑한다. 

다크�서클�탓에�술이�좀�덜�깨어�보인다.

엘리오

(우리가�전에�본�적�없는

다소�기이한�분위기로, 자조적으로)

우리�거의�할�뻔�했어. 마르치아랑�나.

펄먼

(신문�뒤에서�눈썹을�치켜�올리며)

왜�안�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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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오

몰라.

올리버

(절반은�안심하며, 절반은�자조적으로)

시도해보고�실패하는�게�낫지…

엘리오

손을�내밀어서�만질�용기를

찾기만�하면�되는�거였어요,

걘�그러라고�했겠지만.

올리버

(겉으로는�무뚝뚝하게)

나중에�다시�해봐.

아넬라가�와서�자리에�앉으며�묻는다.

아넬라

나중에�뭘�해봐?

펄먼과�올리버가�웃더니, 펄먼�교수가�화제를�바꾼다.

펄먼

(올리버에게)

방금�시르미오네에�있는�사람들한테서

들었는데, 뭘�찾아냈다네.

오늘�거기�갈�건데�나랑�같이�가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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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버

그럼�정말�좋죠.

엘리오

나도�가면�안�돼?

펄먼

말없이�있겠단�조건으로.

올리버

(놀리며)

“생각이�너무�많아서”

말을�안�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네가�발굴한�굉장한�걸

아무한테도�알리지�않는” 식으로

말을�안�하는�건가요?

펄먼

발굴된�건�아무것도�없어.

건져진�거지, 물속에서.

올리버는�경외감에�사로잡힌�듯�보인다.

33 실외: 현관�– 펄먼�빌라�– 낮   33

얼마�후. 안키세가�펄먼의�자동차�앞�유리를�닦고�있다. 키아라가�자전거를�타고�막�도착할�

때�엘리오가�나온다. 키아라는�그에게�올리버가�어디�있는지�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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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오

(프랑스어로)

On va au lac de Garde

avec mon père. Il veut montrer à

Oliver l'endroit où ils draguent.

(우리�아빠랑�같이�가르다�호수에�가.

올리버한테�호수�바닥에서

건진�거�보여주고�싶대.)

키아라가�실망해한다.

키아라

(프랑스어로)

Dis-lui que je suis passée.

(그이한테�나�들렀다고�말해줘.)

엘리오

(프랑스어로)

Il est à l'intérieur,

il aide mon père.

Tu étais incroyable

sur la piste, hier soir.

(안에서�아빠�도와주고�있어.

어젯밤�댄스�플로어에서�대단하더라.)

키아라

(프랑스어로)

Il danse très bien.

(그이가�대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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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오

(프랑스어로)

Et il est beau aussi, non?

(엄청�잘생기기도�했고, 그치?)

키아라

(프랑스어로)

Tu veux jouer les entremetteurs?

(너�뭐�주선이라도�하고�싶은�거야?)

키아라는�그를�떠나�집안으로�들어간다. 엘리오는�자동차�뒷좌석에�앉아�기다린다.

그때�올리버와�키아라가�나온다. 그들은�붙어�서서�잠깐�얘기한다. 그녀는�그의�뺨에�키스하고�

자전거에�올라타�떠난다.

올리버가�자동차�앞좌석에�오르지만�엘리오가�뒷좌석에�앉으라고�말한다.

엘리오

아빤�항상�길�알려달라고

안키세랑�앞에�앉아요.

올리버가�엘리오�옆�뒷좌석에�올라탄다. 그는�자전거를�타고�떠나는�키아라를�본다.

엘리오�(계속해서)

당신을�엄청�좋아하나�봐요.

작년보다�더�아름다워지고.

올리버는�대답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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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오�(계속해서)

밤에�수영할�때�벗은�거�봤어요.

몸매가�진짜�멋지던데.

올리버가�놀라워하며�고개를�돌려�엘리오를�본다.

올리버

너�지금�내가�쟤�좋아하게

만들려고�그러는�거야?

그�말을�하는�사이�둘의�맨다리가�잠깐�부딪힌다.

엘리오

그러는�게�무슨�해라도�돼요?

올리버

해�될�건�없지.

혼자�해보고�싶다는�것�말곤, 너만�괜찮다면.

펄먼�교수가�나와�안키세에게�말하는�사이�긴�침묵이�고인다.

펄먼

(안키세에게�이탈리아어로)

Guido io oggi, non ti preoccupare.

Non fare quella facci Anchise!

Prenditi il pomeriggio libero.

(오늘은�직접�운전할�생각이에요.

속상해�말고, 안키세! 오후엔�좀�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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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버

마지못해�좋은�집주인인�척�하지�마.

그냥�그러지�마.

펄먼이�운전석에�탄다. 뒷좌석에�긴장된�침묵이�고인�것�같을�때�그가�시동을�걸면서�몸을�

돌린다.

펄먼

뭔�일인가, 친구들?

올리버, 앞에�앉아�길�안내�좀�해주라고.

올리버는�“봤지?”라고�말하듯�엘리오를�보고�미소�짓는다.

34 실외: 시르미오네�– 그로테�디�카툴로(동굴) – 낮   34

펄먼과�올리버, 엘리오는�가르다�호가�내려다보이는�로마�빌라의�장엄한�유적지�그로테�

디�카툴로를�따라�걷는다. 펄먼은�올리버에게�이�지역�고고학적�보물들�가운데�일부만이�

밝혀진�것이라는�설명을�하고�있다.

고고학자�파견단이�그들을�기다리고�있다. 선임자가�급히�펄먼에게�달려와�인사한다. 모두가�

유적지에�지배당한�작은�호숫가에�모인다.

펄먼이�조각상의�팔을�갖고�나타난다. 굉장히�들떠�있다. 그는�물에�들어가, 대기하고�

있다가�부잔교로�끌어올릴�준비를�하는�고무보트를�향해�물이�얕은�곳을�걸어�나아간다.

엘리오는�범죄를�공모하듯�올리버를�바라본다. 조각상의�팔을�집어�들고�악수의�의미로�

올리버에게�내민다.

엘리오

(이탈리아어로)



49

Tregua?

(휴전할까요?)

올리버는�엘리오의�사과를�받아들이고�조각상의�손과�악수한다.

35 실외: 부잔교�– 가르다�호�– 낮   35

침몰선�인양�작업이�진행�중이다. 작은�배�몇이�부잔교를�에워싼다. 해상�구조물�한가운데에�

윈치가�있다. 사방에�스쿠버다이버들과�다른�사람들이�있다.

펄먼과�올리버, 엘리오, 다른�사람들은�배�위에, 이제�구조물�옆에�있다. 구조물�한가운데�

윈치�케이블�밑�부분이�개방되어�있다. 철제�전선이�물속으로�내려져�현장�일꾼들에�의해�

단단하게�고정된다.

펄먼

그�배�1827년에�레키�백작의�빌라로

가는�길에�침몰했다더군…

프락시텔레스•의�원본을�본떠�만든,

조각상으로�알려진�게�넷�있거든.

이�한�짝이�3번이�되겠고.

하드리아누스�황제가�티볼리에서�발굴한

한�쌍을�갖고�있었는데,

파르네세�교황의�교양�없이�무지한�인간들�중에

하나가�녹여서�나중에�나폴레옹에게

거래된�풍만한�비너스로�개조해버렸지.

• Praxiteles 기원전�364년경에�그리스�아테네에서�태어난�것으로�추정되는�조각가. 실제�크기로�된�

나신의�여성�조각상을�최초로�조각했고, 유년에서�청년으로�넘어가는�시기의�육체를�탁월하게�우아한�곡선으로�

조각한�대리석상으로�유명하다. 그의�작품들은�현존하지�않지만�원본을�본뜬�다수의�복제품들은�살아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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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림. 마침내�해저�전선이�끌어올려진다. 전선은�물에서�고대�조각상�하나를�끌어올린다.

가까이�다가선�펄먼이�구조�작업을�자세히�지켜본다.

한�청동�복서가�천천히�건장한�다이버들에�의해�안전하게�구조물이�개방된�통로로�떠오르는데, 

무언가�잘못될�경우�다시�물에�빠지는�일을�방지하고자�사슬�달린�금속�덫이�그�밑에서�

조금씩�움직이게끔�한다.

왼팔을�잃었지만�그�외에는�온전한�조각상은�일종의�손가락�없는�장갑과�손목�끈을�찬�어느�

나신의�복서다. 손상된�팔과�장갑�낀�손이�그러하듯, 그�조각상에는�한�세기에�걸쳐�쌓인�

호수�침전물이�묻어�있다.

흐린�물을�그대로�관통해�자신을�구조한�이들을�바라보는�것�같은�유약�칠�한�두�눈이�달린�

그�운동선수의�얼굴에�어린�아름다움을�보고�감탄하는�일은�여전히�유효하다.

굉장히�흥분되는�일이다.

36 실외: 시르미오네�– 그로테�디�카툴로(호숫가) – 오후   36

얼마�후, 호숫가로�돌아온다. 청동상은�건조�세척되어�있다. 펄먼은�구조�작업에�참여하고�

발견한�조각상을�분석하는�이들과�이탈리아어로�이야기하고�있다. 올리버가�부드럽게�조각상을�

어루만진다.

해가�오랫동안�실종되었던�운동선수에게�수백�년�만에�처음으로�마지막�빛을�비추며�저문다.

펄먼

누구�돌아가기�전에�수영하러�가고�싶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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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실외: 수면�– 가르다�호�– 해�질�무렵   37

그들은�청동�복서를�끌어올린�선박�장비에서�멀지�않은�조그만�동굴에서�수영한다. 어스레하다. 

구름이�줄무늬로�번진�하늘이�수면에�비친다. 대형�투광�조명등을�포함한�선박�장비에�딸린�

조명이�켜진다. 호수는�만년설이�덮인�산으로�에워싸여�있다.

엘리오

(멀리서�소리�지르며)

올리버!

올리버

엘리오!

38 실외: 펄먼�빌라�/ 현관�– 밤   38

펄먼의�자동차가�빌라에�다다라�모두�차에서�내린다. 엘리오가�자전거를�가지러�집으로�

뛰어가서는�자전거를�홱�돌려�길가로�빠져나간다.

엘리오

나�가야�돼!

두�남자는�엘리오가�성미�급하게�서두르는�것을�보고�픽�웃는다.

펄먼

자네도�가나?

올리버

아뇨, 교수님, 일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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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먼

오늘을�기념할�축배

한�잔�드는�건�어떤가?

올리버

그거�좋겠네요.

39 실외: 길�/ 강�– 밤   39

엘리오는�마르치아와의�만남을�놓치지�않으려고�자전거를�타고�강으로�가고�있다. 거기�

다다르면�아무도�기다리고�있지�않다. 그가�그녀의�이름을�부른다.

40 실내: 거실�/ 부엌�/ 현관�복도�– 빌라�– 낮   40

이튿날. 엘리오가�생각에�잠겨�피아노를�치고�있다.

그는�연주를�멈추고, 일어나, 1층�공간에서�공간으로�옮겨�다닌다. 부엌도�비어�있다. 

시에스타의�시간이다. 올리버의�자전거가�행방불명이다.

올리버의�책이�현관�복도에�있는�커다란�소파�위에�있다.

엘리오

(보이스�오버)

헤라클레이토스의

“우주의�파편들”.

엘리오가�거기�앉아�책을�펼친다. 안에�손으로�쓴�종이�한�장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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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버

(보이스�오버)

흐르는�강의�의미는

세상�모든�것이�변해가

두�번은�마주칠�수�없는�것이�아닌

오직�변함으로써�어떤�것들이

그대로�남아�있는�것이다.

엘리오는�책을�덮는다.

41 실내: 계단�/ 복도�– 펄먼�빌라�– 낮   41

엘리오는�안으로�돌아가�아주�조용히�계단을�올라�올리버와�함께�쓰는�복도를�걸어간다. 

증거를�찾는�형사처럼�올리버의�방문으로�다가간다.

누군가�뒤�계단을�오르는�소리를�들을�때가�그�문을�막�열려는�참이다. 그는�대신�자기�

방으로�향하는�문을�열고�안으로�들어간다.

42 실내: 복도�/ 엘리오의�방�– 올리버의�방�/ 공용�욕실�– 낮   42

마팔다가�두�젊은이의�세탁물을�들고�복도에�나타난다. 퉁명스럽게�올리버의�방문을�열고�

서랍장�위에�올리버의�반바지, 양말, 행커치프, 아마�“바람에�부풀어�오르는” 파란�셔츠일�

셔츠를�올려둔다. 올리버의�방을�나와�엘리오의�방문을�두드린다.

엘리오가�“Avanti(들어오세요)”라고�말하자�마팔다가�같은�종류인�그의�옷을�한�더미�

갖고�들어온다. 그는�책�읽는�척하면서�침대에�누워�있다. 마팔다가�나가고�멀어지는�발소리를�

들을�수�있다.

마팔다가�무사히�사라졌을�때�그는�둘이�같이�쓰는�욕실을�지나�은밀하게�올리버의�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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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간다. 올리버의�방을�둘러본다.

43 실내: 올리버의�방�– 펄먼�빌라�– 낮   43

쌓아놓은�세탁물�더미로�다가가�살펴보고, 개어놓은�사각�팬티(혹은�미국�속옷�브랜드�자키

Jockey)를�보고는�손가락�끝으로�그�위를�스쳐�지나�옷장으로�간다.

후크에�걸려�있는�것은�그�붉은�수영복�반바지다. 그�마른�반바지를�집어�들고�얼굴에�

가져다댄다. 그�속에�얼굴을�비비고, 냄새를�맡고, 무언가를�찾듯�안을�들여다보고, 속속들이�

키스하고, 올리버의�맛을�찾아내려는�듯�국부보호대�안쪽을�핥는다.

엘리오는�재빨리�자신의�수영복�반바지를�벗고�올리버의�수영복�반바지를�입는다. 얼굴�

위에�베개를�놓고�거칠게�키스하고, 베개�냄새를�맡고�또�맡고, 베개에서�올리버의�체취를�

찾느라�정돈된�올리버의�침대를�헤집어놓다가, 맨다리로�베개를�감는다.

갑자기�자전거가�다가오는�소리를�듣고�창밖을�내다보러�간다. 그는�벽에�자전거를�두고�

빌라로�들어오는�올리버를�부분적으로나마�볼�수�있다. 엘리오는�올리버의�수영복�반바지를�

벗고�침대를�정돈하고�나서�방을�나간다.

44 실내: 복도(1층) - 펄먼�빌라�– 낮   44

엘리오가�복도�끝에서�창문으로�달려가�밖을�내다본다. 아무도�없다. 마침내�계단을�내려와�

석조�수조�쪽으로�가는�올리버가�보인다.

45 실외: 정원�- 펄먼�빌라�– 낮   45

이튿날. 뇌우에�폭우가�정원에�있는�식물들에�부딪쳐�내리고�지붕�빗물받이로�마구�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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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실내: 거실�- 펄먼�빌라�– 낮�   46

불빛이�깜박일�때�빌라�안�세�펄먼�가족이�커다란�소파에�나란히�앉아�있다.

아넬라

내�“헤프타메론”• 봤어?

펄먼

저기�있을�텐데…

아넬라가�책을�찾아낸다.

아넬라

이건�독일어로�된�건데, 그냥�내가�번역하지�뭐.

…Ein gut aus sehender

junger Ritter ist wahnsinnig

verliebt in eine Prinzessin.

Sie auch ist in ihn verliebt…

(…어느�훤칠하고�젊은�기사가

공주와�미친�듯이�사랑에�빠진다.

공주도�그와�사랑에�빠진다…)

…obwohl es so scheint, als sei

sie sich nicht vollig ihrer

eigenen Liebe bewusst.

(…그녀는�그런�것을�전혀�깨닫지�못한�듯하지만.)

• Heptaméron 문학에�조예가�깊었던�옛�나바르�왕국의�마르그리트�왕비가�쓴�일흔두�편의�단편들을�

사후�1558년에�출간한�단편집. 그리스어로�‘7일’을�뜻하는�『헤프타메론』은�‘10일�간의�이야기’를�담은�

조바니�보카치오의�단편집�『데카메론』에서�영감을�얻었으며, 액자�식�구성�속에서�주로�사랑, 욕망, 부정, 

연애와�성에�관한�문제들을�다루고�있다. 아넬라가�엘리오에게�읽어주는�이야기는�제2권�제1일�열�번째�

이야기�가운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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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undschaft…

(우정이…)

그들�사이에�싹텄음에도

바로�그러한�우정�때문인지,

젊은�기사는�자신이�너무도�미천하고

말을�할�수도�아무것도�할�수�없어

사랑하는�사람에게�한�마디도�꺼내지�못한다.

어느�날�그가�공주에게�솔직하게�묻는다…

Ich bitte euch ratet

mir was besser ist…

reden oder sterben.

‘어떤�게�나을�것인지�당신께�묻습니다…

말하는�게�낫겠습니까�죽는�게�낫겠습니까.’

집안�조명이�갑자기�모두�나가고�LP 레코드에서�흐르는�음악은�희미해지다�멈춘다. 마팔다가�

부엌에서�소리친다.

엘리오

(여전히�기사와�공주에�대한�생각에�잠겨)

난�절대�그런�질문할�용기�못�낼�거야.

펄먼

엘리-벨리, 우리한테�뭐든

말해도�되는�거�너도�알잖니?

그들은�거의�암흑�속에�앉아�있다. 비가�유리창을�두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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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실외: 수조�– 펄먼�빌라�– 낮�   47

얼마�후. 엘리오가�펼쳐진�악보집과�함께�나무�아래�앉아�있다. 올리버는�물에�발을�담근�

채�석조�수조�끝에�앉아�있다. 밀짚모자를�쓰고�있다.

엘리오

엄마가�이�독일어로�된�연애�소설

읽어봤대요. 정전된�날

아빠랑�나한테�좀�읽어줬어요.

올리버

말할지�죽을지�모르는�기사에�대한�거?

말해줬잖아.

엘리오

맞아요.

올리버

그래서, 그�기사�해, 안�해?

엘리오

말하는�게�낫대요.

근데�경계해요.

어딘가에�함정이�있을�거라고�느껴요.

올리버

그래서�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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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오

아뇨, 그냥�얼버무려요.

올리버

그럴�줄�알았다.

들어봐, 뭣�좀�가지러�시내에�가야�되는데.

엘리오

나도�갈게요, 괜찮으면.

멈춤.

올리버

같이�가자.

엘리오

지금요?

올리버

왜, 이보다�더�괜찮은�일이�뭐�있나?

엘리오

아뇨.

올리버는�오래되어�해어진�책가방에�원고�몇�장을�집어넣는다.

올리버

그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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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실외: 펄먼�빌라�– 낮   48

자전거를�가지러�작은�창고로�가는�길에�찡그린�미소로�올리버에게�자전거를�넘겨주는�안키세를�

지나친다. 올리버가�웃어준다.

안키세

(이탈리아어와�영어를�혼용해)

바퀴�고쳐놨어요.

고치기�여간�힘든�게�아니었다고.

타이어에�바람도�넣어뒀어요.

엘리오와�올리버는�가다가�잠깐�멈춰�선다. 올리버는�왼쪽�골반�부위에�난�커다란�찰과상과�

멍이�드러나게�셔츠를�추어올리고�반바지�윗부분을�끌어내린다.

올리버

(엘리오에게�상처를�보여주며)

며칠�전에�돌아오는�길에�넘어져서

꽤�심하게�긁혔어.

안키세가�웬�마녀의�비약�같은�걸

발라주겠다고�고집�부리셨어.

자전거도�고쳐주셨고.

엘리오는�올리버의�찰과상을�보려고�가까이�몸을�숙이는데, 검은�연고가�발려�있다. 아파�

보인다.

둘은�계속해서�가던�길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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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실외: 시내�광장�– 낮   49

둘은�자전거로�작은�시내�광장에�도착한다. 올리버가�골루아즈�담배�한�갑을�산다. 담배를�

피워�물고�엘리오에게�권한다.

올리버

한�대�피워볼래?

엘리오가�고개를�끄덕이고�올리버는�엘리오의�얼굴�바로�가까이에�손을�동그랗게�모아�담배에�

불을�붙여준다.

올리버�(계속해서)

나쁘지�않지?

엘리오

(한�모금�빨고)

전혀. 담배�안�피우는�줄�알았는데.

올리버

안�펴.

(한�대�더�피운다.)

둘은�광장�한복판에�있는�피아베�전투에서�목숨을�잃은�마을�젊은이들에게�바쳐진�소규모�

제1차�세계�대전�기념비를�향해�자전거를�끌고�간다.

둘은�전사자�명판을�읽으려고�잠시�멈춰�선다.

올리버�(계속해서)

제2차�세계�대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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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국이�이�근처에서�싸웠나?

엘리오

아뇨, 이건�제1차�세계�대전이에요.

적어도�여든은�되어야�이�중에

누구라도�아는�사람이�있을�걸요.

올리버

네가�모르는�게�있긴�하니?

피아베�전투는�들어본�적�없네.

엘리오는�올리버를�본다. 주저하다가, 터지는�말들.

엘리오

나�아무것도�몰라요, 올리버.

아무것도, 아무것도요.

올리버

(그를�쭉�바라보며)

넌�이�근방에�있는

어떤�사람보다도�더�많이�알아.

엘리오

난�정말로�중요한�것들을

내가�얼마나�모르는지

당신이�알았으면�좋겠는데.

올리버

중요한�게�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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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오는�용기를�내어�이번만은�그를�똑바로�본다.

엘리오

뭔지�알잖아요.

지금쯤이면�다른�사람도�아닌

당신은�알아야�하잖아요.

침묵.

올리버

왜�나한테�이런�얘길�다�하는�거지?

엘리오

알아야�할�것�같아서요.

올리버

(엘리오가�한�말들을�헤아리는�동안

시간을�벌면서�느리게�되풀이한다)

알아야�할�것�같아서라.

엘리오

당신은�알아줬으면�해서요.

(불쑥�말하며)

당신�말곤�내가�이렇게�말할�수�있는

사람이�아무도�없으니까요.

절경이�있다. 뒤에서�분투하며�자전거�타는�몇몇�사람들과�함께�조그만�버스�한�대가�힘들게�

그�오르막길을�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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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벌고자, 올리버가�대답하기�전에�그�광경을�보려고�돌아선다.

올리버

네가�하는�말의�뜻이

내가�생각하는�그런�거야?

엘리오

네.

올리버는�한참을�엘리오를�바라보고는�타자�친�원고를�가지러�가는�가게�앞을�가리킨다.

올리버

여기서�기다려. 어디�가지�말고.

엘리오

(신뢰하는�미소로�올리버를�바라보며)

아무데도�안�갈�거라는�거�알잖아요.

버스�두�대가�쇼핑하러�인근�마을에서�온�늙은�여자�승객들을�내려�보내러�근처에�선다.

엘리오는�고개를�돌려�기념비�명단에�기록된�이름들을�읽는다. 올리버가�돌아온다.

올리버

(찌푸리며)

내�원고를�죄다�뒤섞어놔서

지금�전부�다�다시�쳐야�된대.

그래서�오늘�오후에�일할�게�아무것도�없다.

꼬박�하루를�다�날렸다고. 염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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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오는�타자치는�사람이�저지른�실수가�제�잘못인�듯�보인다.

엘리오

말하지�말�걸�그랬나.

올리버

그런�말�한�적�없는�척�할�거야.

엘리오

(동요하지�않고)

우리가�말이�아닌�말을�건네는

정도의�사이라는�건가요?

올리버가�이�말에�대해�생각한다.

올리버

어이, 우린�그런�것들에�대해서

얘기하면�안�돼. 진짜�안�된다고.

그는�원고를�챙겨�가방을�어깨에�걸치고�두�사람은�내리막길로�간다.

엘리오

(이탈리아어로)

Andiamo, americano!

(갑시다, 미국인�양반!)

50 실외: 시골길�/ 샘�- 폰타닐리�가베리네�- 낮   50

엘리오가�속마음을�털어놓았으므로, 풍경과�맑은�날씨가�그의�기분을�들뜨게�한다.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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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타고�이맘때쯤�온통�둘만을�위해�비어�있는�시골길을�함께�달린다.

둘은�목이�말라�제조소에�들른다. 어느�늙은�여자에게�물을�부탁한다. 올리버는�벽에�걸린�

무솔리니�사진을�보고�놀란다. 둘은�웃는다.

엘리오

(무솔리니처럼�말하며)

Popolo italiano!

(이탈리아�인민들이여!)

그게�이탈리아죠!

그들은�다시�자전거를�탄다. 전원이�그�모든�장관으로�환하게�빛난다. 엘리오는�버드나무로�

둘러싸인�샘물을�향해�나�있는�오솔길로�들어선다. 그�가운데�어느�나무에�자전거를�기대어놓으

면�올리버가�뒤를�잇는다.

엘리오�(계속해서)

여기가�내�자리예요. 다�내�거예요.

책�읽으러�여기�와요.

여기서�읽은�책이�얼마나

되는지는�말도�못�해요.

올리버가�물속에�손을�담근다.

올리버

너무�차가운데!

엘리오

알피�오로비에•에�있는�샘이에요.

• Alpi Orobie 이탈리아�북부�롬바르디아�주에�위치한�알프스�산맥. 산의�남쪽에�있는�도시�베르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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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거기서�바로�내려와요.

올리버가�이�물로�얼굴을�씻는다.

엘리오�(계속해서)

다�아는�세상에서�달아나려고�여기�와요.

올리버

난�네가�말하는�방식이�좋은데.

넌�왜�항상�너�자신을�낮추는�거지?

엘리오

(어깨를�으쓱이며)

모르겠어요.

그럼�당신은�날�그렇게

낮춰보지�않을�거라는�건가요.

올리버

다른�사람들이�생각하는�게�그렇게�두려워?

그게�아니면�내가�생각하는�게?

엘리오는�고개를�젓는다. 올리버는�엘리오가�무언가�말하기를�기다린다. 그는�그를�바라본다.

그�순간의�침묵�속에서, 엘리오가�직시한다. 엘리오가�감히�드러내놓고�올리버를�직시하는�

최초의�순간이다. 이�순간이�이르기�전에�그는�늘�힐끗�올리버를�보고�그�완고한�시선으로부터�

눈길을�돌려왔다. 마침내�엘리오가�올리버에게�말하는�듯하다. 이게�나라는�것을, 이게�

당신이라는�것을, 이게�내가�원하는�것이라는�것을.

이름을�따�베르가모�알프스�혹은�베르가마스크�알프스로도�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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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버�(계속해서)

네가�날�너무�곤란하게�한다.

엘리오는�물러서지�않는다. 올리버도�그렇다.

올리버는�풀밭�위에�앉고는�드러누워�팔을�머리�아래�두고�하늘을�올려다본다. 엘리오가�

그의�옆에�눕는다.

엘리오

이게�너무�좋아요, 올리버.

올리버

뭐가? 이게?

우리, 말인가?

엘리오

그것도요.

엘리오는�대답하지�않는다. 올리버가�그에게로�가까이�몸을�움직인다. 아주�가깝다. 그는�

엘리오의�얼굴이�마음에�들어�자세히�살펴보고�오래�바라보고�싶은�듯�그�얼굴을�바로�본다.

올리버가�왼편에서�오른편으로, 그�다음에는�다시�오른편에서�왼편으로�손가락을�옮겨가며�

엘리오의�아랫입술을�만진다. 올리버는�누운�채로�미소를�띠고�엘리오를�바라보고, 바로�

그�미소가�엘리오를�다음에�일어날�일에�대한�불안�비슷한�감정으로�채운다.

다음에�일어나는�일은�중간까지는�닿겠지만�더�이상은�아니라는�식의�따뜻한�키스, 달래는�

키스의�의미로�올리버의�입술이�엘리오의�입술에�닿는�것이다. 엘리오가�돌려주는�키스는�

극도로�굶주린�것이어서�엘리오�스스로�그�키스에�완전히�빠져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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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버

(후에)

지금은�낫나?

엘리오는�대답하지�않는다. 더�찾아내려는�듯, 더�알려는�듯�얼굴을�들고�다시�올리버에게�

키스한다. 둘의�얼굴이�닿아�있어도�둘의�몸은�비스듬하게�기울어�떨어져�있다. 엘리오는�

올리버와�마주보려는�듯�한쪽�무릎을�들어올린다.

올리버�(계속해서)

가는�게�좋겠다.

엘리오

아직�아니에요.

올리버

우리�이러면�안�돼. 난�내�자신을�알아.

우린�지금까지�잘�행동해왔어. 괜찮았다고.

우리�중�누구도�부끄러울�짓은�아무것도�안�했고.

계속�그러자고. 그런�좋은�상태로�있고�싶어.

엘리오는�재빨리, 갖고�싶어�견딜�수�없다는�듯이�손을�뻗어�올리버의�가랑이�위에�얹는다. 

올리버는�움직이지�않는다. 완벽히�침착하게, 부드럽고도�명령하는�몸짓으로, 제�손을�

잠시�거기�엘리오의�손�위에�둔다. 그는�손가락으로�엘리오의�손을�휘감아�들어올린다. 

침묵의�순간.

엘리오

(불현듯�자신이�한�행동에�부끄러워하며)

내가�불쾌하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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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버

그냥�하지�마.

그는�엘리오에게�손을�내밀어�일어나게�도와준다. 찰과상을�살펴보려고�셔츠를�추어올린다.

올리버�(계속해서)

감염되진�않는지�확인해봐야겠어.

엘리오

돌아가는�길에�약국에�들를�수�있어요.

51 실외: 길�– 낮   51

둘은�머리카락이�바람에�나부끼는�채�자전거를�타고�비탈을�미끄러져�내려간다.

52 실외: 부엌�앞�정원�– 펄먼�빌라�– 낮   52

점심식사�시간. 중년의�이탈리아인�미술사가�부부가�점심식사에�초대되었다. 마르코는�과장이�

심하고, 아내�엘레나도�그에�못지않아�습관적으로�끊임없이�이탈리아식�표현들을�써가며�

말한다. 엘리오와�올리버는�웃음을�참기가�힘들다.

마르코

E così siamo arrivati al

pentapartito, con Craxi al governo.

(그래서�베티노�크락시�정권에

이르게�된�거라고.)

엘레나

Perché non siamo capaci di 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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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ù niente se non

parlare, parlare, parlare.

(왜냐하면�말, 말, 그저�말만�하고

아무�것도�안�하니까.)

마르코

Lasciami parlare.

Abbiamo cinque partiti

che non fanno altro che discutere.

(내가�말하지. 아무것도�안�하고

싸움박질하는�정당만�다섯�개라고.)

엘레나

E allora fuma e stai zitto,

lasciali parlare, vorrei sapere

cosa ne pensano loro. Annella tu

che ne pensi? Il pentapartito!

(담배�한�대�피우고�입�좀�다물고,

이�사람들�말하게�좀�내버려�둬봐.

어떻게�생각하는지�알고�싶다고.

아넬라, 어떻게�생각해?

정당만�다섯�개나�되는�정부라고!)

아넬라

Amore, è il compromesso storico!

(자기, 그건�역사에�남을�만한�타협이지!)

엘레나

E lo dici così? E’ una trag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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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lla, da quando hai ereditato

questo posto sei cambiata.

(그렇다�이거지? 타협은�비극이잖아!

아넬라�자기�이�집�상속받고�변했구나.)

아넬라

Ma che c’entra? Sei matta?

Sei una stronza!

(그게�뭔�상관이래? 미쳤니?

미친년이!)

엘레나

(펄먼에게)

E tu non dici niente?

(자긴�아무�말�안�해?)

마르코

E vogliamo parlare della morte di

Bunuel? Un genio assoluto!

(엊그제�부뉘엘�죽은�거나�얘기해보세.

그�인간�천재였잖아!)

(엘리오에게)

Tu conosci Bunuel?

(부뉘엘�알아?)

엘레나

Il cinema non può essere la

risposta per tutto…

(영화는�그�답이�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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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코

Il cinema è lo specchio della realtà.

(영화는�현실의�반영이라고.)

엘레나

(올리버에게)

Sentiamo che ha da dire lui.

(이쪽�말하는�것�좀�들어보자.)

아넬라

Amore, ma è americano!

(자기, 이�사람�미국인이야!)

엘레나

Americano non vuol dire stupido!

(미국인이라고�멍청한�건�아닌데!)

탁자로부터�몇�미터�떨어진�데서�안키세가�그�대화를�듣고�웃음을�터뜨린다.

마팔다가�모두에게�아이스크림을�내준다. 엘리오는�후식을�먹기�시작할�때�그�위로�보이는�

붉은�점에�주목한다. 그의�얼굴에서�나오는�것이다. 그는�자기�코에서�흘러내리고�있다는�

것을, 코피를�흘리고�있다는�것을�깨닫는다.

엘리오

(냅킨으로�코를�감싸고�이탈리아어로)

Ghiaccio, ice, Mafalda,

per favore, presto!

(얼음, 얼음이요, 마팔다, 빨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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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후식에�떨어지는�핏줄기를�막으려고�코에�냅킨을�받치면서�자리에서�일어나�떠난다.

엘레나

Ma che succede?

(뭔�일이야?)

아넬라

Non ti preoccupare,

succede sempre!

(별�일�아냐, 쟤�만날�저래!)

엘레나

Vi state abituando

proprio a tutto!

(자기�진짜�만사에�다�익숙해졌구나!)

53 실내: 부엌�– 펄먼�빌라�– 낮   53

엘리오가�부엌에서�코피를�멎게�할�얼음을�찾고�있지만, 냉동고는�비어�있다.

54 실내: 바�– 펄먼�빌라�– 낮   54

거실�옆�아주�빠듯하고�비좁은�공간은�펄먼의�바다. 엘리오가�머리를�뒤로�젖히고�얼음으로�

가득�찬, 이제�피와�물이�뒤섞인�냅킨을�코�위에�받친�채�바닥에�앉아�있다. 그의�옆에�

얼음�통이�있다.

올리버

엘리오!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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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버는�현관�복도에서�엘리오를�찾는다. 엘리오가�바에서�손을�흔든다. 올리버가�그에게�

다가간다. 엘리오는�씁쓸하게�미소�짓는다.

올리버�(계속해서)

내�잘못인가?

엘리오

나�엉망이죠.

올리버

그런가. 고대인들은�어쩌다

피�흘린다고�나쁠�건�없다더라.

엘리오

잠깐�앉아요.

엘리오가�공간을�만들어주려고�자세를�약간�바꾼다. 공간이�굉장히�빠듯해�그의�맨발이�

순간�올리버의�발목에�닿는다.

올리버는�엘리오의�발을�잡고�딱딱�소리�날�때까지�발가락들을�당기면서�마사지하기�시작한다. 

엘리오가�만족감과�통증이�뒤섞여�소리�지른다.

엘리오�(계속해서)

그런�거�어디서�배웠어요?

올리버

우리�할머니. 우리한테�항상�해주셨지.

엘리오는�다시�올리버의�가슴�위에�있는, 다윗의�별이�달린�목걸이를�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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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오

나�그런�거�하나�있어요.

올리버

근데�걸치진�않고?

엘리오

우리의�어머니께서�말씀하시기를

우린�신중한�유대인이라네요.

올리버

너희�엄마한텐�딱�맞는�말인�것�같네…

엘리오

이상한�마녀랄까.

나�죽이려고�그러죠, 아!

올리버

(엘리오의�발을�잡고�거기에�입을�맞추며)

아니길�바란다.

올리버�(계속해서)

괜찮겠어?

엘리오

괜찮을�거예요.

올리버는�엘리오가�일어나도록�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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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실내: 현관�복도�– 펄먼�빌라�– 낮   55

현관�복도에서�올리버가�마르치아와�키아라�자매를�만난다. 자매가�킥킥거리고�있다.

키아라

걔�어때? 살아나겠어?

올리버

그런�것�같아. 그냥�코피�좀�흘린�거라.

키아라

정말? 금방�돌아올�거거든.

아무데도�가지�마.

여자아이들이�가자마자�올리버는�자전거를�타고�서둘러�떠난다.

56 실내: 거실�– 펄먼�빌라�– 낮   56

여자아이들이�엘리오가�소파에�누워�있는�거실로�난입한다. 키아라가�그�발치에�앉고, 

마르치아는�서서�엘리오를�가만히�내려다본다. 그는�조금�멋쩍게�올려다본다. 키아라가�

담뱃갑에서�담배를�한�대�꺼내�불을�붙인다. 한�모금�빨더니�엘리오의�한쪽�맨발�가까이에�

담배를�내민다. 그가�얼른�발을�들어올린다.

키아라

(프랑스어로)

Ça t'a fait mal? Pourtant,

tu as des pieds de paysan

qui ne sentent rien. Paysan!

(느껴지긴�하냐? 촌놈�같이�발은�거칠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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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긴�뭘�느껴. 촌놈아!)

마르치아

(프랑스어로)

Laisse-le tranquille!

(좀�내버려둬!)

마르치아가�그의�머리를�부드럽게�어루만진다.

키아라

(프랑스어로)

Doucement. Tu vas encore

le faire saigner.

(진정해라. 얘�또�코피�흘리게�할라.)

키아라가�담뱃갑을�꺼내어�그에게�내밀고�그가�한�개비�받아든다. 그에게�불을�붙여주고�

그는�담배를�피운다. 키아라는�그를�라이벌�보듯�냉랭하게�본다.

키아라�(계속해서)

(프랑스어로)

Alors… On sort ou pas?

(그래서… 우리�어디�갈�거야?)

엘리오

(프랑스어로)

Peut-être. Mais si on sort,

il ne faut pas que ma mère me voie,

elle s'inquiéterait.

(아마도. 근데�우리�나가는�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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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보면�안�돼, 걱정할�거야.)

(주위를�둘러보며)

Où est Oliver?

(올리버는?)

키아라

(프랑스어로)

Qu’est-ce que j’en sais?

(내가�아니?)

57 실외: 강�– 오후   57

엘리오는�민물로�걸어�들어가�수영한다. 강�아래로�풀밭에서�무리지어�노는�그의�친구들이�

있는데�올리버는�그�자리에�없다.

엘리오는�기분이�좋지�않다. 그의�바로�앞으로�수면에�잔물결을�이는�햇빛�한�줄기가�있다. 

그는�그리로�헤엄쳐간다.

우리는�이제�엘리오가�다윗의�별이�달린�목걸이를�차고�있는�것을�본다.

58 실외: 부엌�/ 파티오�– 펄먼�빌라�– 얼마�후   58

엘리오가�피로가�가신�듯�스무디를�마시면서�부엌을�나온다. 가까운�데�앉아�있는�어머니에게�

큰소리로�묻는다.

엘리오

(프랑스어로)

Il est où Oliver?

(올리버�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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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넬라

(프랑스어로)

Il n’est pas sorti?

(나간�거�아니야?)

엘리오가�그의�어머니�옆에�앉으러�가는�사이�마팔다가�부엌에서�나온다.

마팔다

(이탈리아어로)

Signora vuole

un frullato pure lei?

(부인도�스무디�한�잔�하실래요?)

아넬라

(이탈리아어로)

No grazie Mafalda,

ceniamo tra poco. 

(아니�괜찮아요, 마팔다,

곧�저녁식사할�거예요.)

엘리오

(이탈리아어로)

Io esco stasera, non ceno.

(저�오늘�저녁에�나가요, 저녁�안�먹어요.)

마팔다

(이탈리아어로)

Ma dove vai a quest’ora?

Mi fai preoccup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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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간에�어딜�가려고? 걱정되게.)

엘리오

(이탈리아어로)

Ma di che?

(뭐가요?)

마팔다

(이탈리아어로)

Secondo me non va bene.

Signora…

(좋지�않은�것�같아요. 부인…)

아넬라

(미소�지으며�이탈리아어로)

Lasciamolo fare.

(내버려두죠.)

마팔다가�부엌으로�들어간다.

아넬라�(계속해서)

그�사람�좋아하지, 아니야? 올리버?

엘리오

모두가�올리버를�좋아하지.

아넬라

그�사람도�너�좋아해.

네가�좋아하는�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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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그런�것�같은데.

엘리오

그게�엄마가�느낀�거야?

아넬라

아니, 올리버가�말한�거야.

엘리오

언제�그런�얘길�했는데?

아넬라

좀�전에.

아넬라가�엘리오의�머리카락을�어루만진다. 그가�다윗의�별이�달린�목걸이를�차고�있는�

것을�이제�알아차린다.

59 실외: 남쪽�테라스�– 펄먼�빌라�– 저녁   59

저녁식사�후. 엘리오는�올리버가�돌아오기를�기다리며�테라스에�있다. 책을�읽으려고�애쓰지만�

집중할�수가�없다.

60 실내: 엘리오의�방�– 펄먼�빌라�– 밤   60

늦은�밤. 엘리오는�완전히�깬�채�책상�앞에�앉아�있다. 복도�불빛이�올리버의�몸을�드러내�

보여주는�데�충분히�새어나오기를�바라면서�일부러�욕실�문을�조금�열어두었다. 엘리오는�

복도에서�올리버가�층계참으로�발을�내딛는�소리에�자는�척하려고�침대에�뛰어든다.

올리버는�망설이지도�않고�한걸음에�엘리오의�방을�지나�제�방으로�들어가�문을�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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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분�뒤�엘리오는�올리버가�방에서�공용�욕실로�향하는�문을�여는�소리를�듣는다. 그러고는�

욕실에서�방으로�향하는�문이�잠긴�것처럼�철컥�닫히는�소리를�듣는다. 엘리오는�침대에서�

일어나�앉는다.

엘리오

(자신에게�중얼거리며)

반역자. 반역자!

61 펄먼�빌라�– 낮   61

엘리오는�정원에�서서�올리버의�방�창문을�올려다본다. 탁상�램프에서�나오는�것�같은�희미한�

불빛이�있다. 붉은색�수영복�반바지가�마르고�있다.

실내에서�우리는�펄먼�부부가�보는�텔레비전�소리를�듣는다.

62 실내: 거실�– 펄먼�빌라�– 오후   62

심란한�엘리오는�평소답지�않게�아무것도�하지�않고�부모와�텔레비전을�본다고�앉아�있다. 

스탠드업�코미디언�베페�그릴로가�베타노�크락시를�놀리고�있다. 엘리오는�보는�둥�마는�

둥�한다. 담배에�불을�붙인다.

아넬라

(텔레비전�보는�데�몰두해서)

여기선�안�된다!

엘리오는�일어나�아버지의�서재로�들어가�책상에�있는�전화기로�향한다. 마르치아의�번호로�

전화를�걸고�마르치아가�전화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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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치아

(보이스�오버)

(단조로운�프랑스어로)

Tu es encore malade?

(아직도�아파?)

엘리오

(프랑스어로)

C'était rien. Tu veux sortir?

Je peux passer te prendre

en vélo, on peut aller…

(아무것도�아니었어. 나갈래?

내가�자전거�타고�너�데리러�갈�수�있어,

우리�갈�수도…)

마르치아

(보이스�오버)

(프랑스어로)

OK, je viens.

(그래, 갈게.)

63 실외: 거리�– 크레마�– 이른�저녁   63

엘리오가�책�진열대를�보고�마르치아에게�기다려달라고�한다. 우리는�엘리오가�열정적으로�

진열대를�훑는�것을�보는�마르치아의�곁에�있다. 그는�좋아하는�책을�발견하고�산다. 마르치아

에게�돌아와�그�책을�준다.

충동적으로, 엘리오가�마르치아의�귀�뒤에�키스한다. 그녀는�얼어붙은�것�같다. 그는�다시�

그녀에게�키스하고�속삭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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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오

(프랑스어로)

Ca t’a dérangé?

(내가�귀찮게�했어?)

마르치아

(프랑스어로�속삭이며)

Bien sûr que non.

(그럴�리가.)

64 실외: 거리�/ 프레몰리�광장�– 크레마�– 저녁   64

바깥�거리. 그들은�거리를�거닐면서�프랑스어로�대화한다.

마르치아

Pourquoi tu m’as

acheté ce livre?

(왜�나한테�이�책을�사줬어?)

엘리오

Parce que j'en avais envie.

(그러고�싶어서.)

마르치아

Oui, mais pourquoi tu

l'as acheté pour moi?

Pourquoi m'acheter

un livre à moi?

(그래, 근데�왜�사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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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나한테�책을�사줘?)

엘리오

Je comprends pas ta question.

(네가�뭐라고�묻는�건지�이해가�안�된다.)

마르치아

N’importe qui comprendrait

pourquoi et toi tu ne

comprends pas!

(바보�멍청이도�내가�왜�그렇게�묻는지

이해할�텐데�넌�못�한다니!)

엘리오

Je te suis toujours pas.

(감도�안�잡히네.)

마르치아

Tu es désespérant.

(가망이�없다.)

엘리오

Si tu ne me le dis pas,

je vais imaginer des choses…

(네가�말�안�해주면,

난�오만�상상을�다�할�텐데…)

마르치아

Donne-moi une cigar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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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나�줘.)

그들은�자전거를�끌면서�아주�느리게�걷고�있다. 뒤떨어진�덧문�달린�창문에서�텔레비전�

소리, 가족끼리�다투는�소리, 음악�소리가�빈번하게�튀어나온다.

마르치아�(계속해서)

Tu lis vraiment autant que ça?

Je veux direi: moi aussi,

j'aime lire, mais je ne le dis

à personne.

(너�진짜�그렇게�많이�읽어?

내�말�오해하진�마,

나도�책�읽는�거�좋아하니까.

근데�난�아무한테도�말�안�하거든.)

엘리오

Pourquoi tu ne le dis pas?

(왜�아무한테도�말을�안�하는데?)

마르치아

Je ne sais pas… Les gens

qui lisent sont cachottiers.

Ils cachent ce qu'ils sont vraiment.

Les gens qui cachent n'aiment pas

toujours ce qu'ils sont.

(몰라… 책�읽는�사람들은�뭔갈

숨기는�사람들이잖아. 자기가�누군지�숨겨.

뭔갈�숨기는�사람들을�보면

자길�있는�그대로�좋아하질�않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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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웅장한�18세기�궁전에�에워싸인�아름다운�마을�광장�피아차�프레몰리�쪽으로�걸어간다.

엘리오

Tu caches qui

tu es vraiment?

(넌�네가�누군지�숨겨?)

마르치아

Parfois. Pas toi?

(가끔. 넌�안�그래?)

엘리오

Si, sûrement.

Tu le fais avec moi aussi?

(그래, 그러겠지.

너�나한테�뭐�숨기는�거�있어?)

마르치아

Non, pas avec toi.

Ou si, peutêtre, un petit peu.

(아니, 너한테선�아니야.

그럴�수도�있고, 어쩌면, 좀.)

엘리오

Comment ça?

(예를�들면?)

마르치아

Tu sais très b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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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que je veux dire.

(뭔지는�네가�정확히�알면서.)

엘리오

Pourquoi tu dis ça?

(왜�그렇게�말해?)

마르치아

Pourquoi? Parce que je pense

que tu peux me faire souffrir

et que je ne veux pas souffrir.

(왜냐고? 넌�나한테�상처�줄�수도�있고

난�상처�받기�싫거든.)

그녀는�잠시�생각한다.

마르치아�(계속해서)

Pas parce que tu cherches

à blesser, mais parce que

tu changes toujours d'avis,

alors, on ne sait donc

jamais à quoi s'en tenir.

Tu m'effraies.

(네가�누구한테든�상처�준다는�뜻은

아니지만, 넌�항상�이랬다저랬다�해서

널�어디서�찾아야할지�아무도�몰라.

넌�날�겁나게�해.)

엘리오는�대화가�중단된�사이에�고개를�기울여�마르치아의�입술에�가볍게�키스한다.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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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몰리�궁전�대문을�지나�멈춘다.

마르치아�(계속해서)

Tu m'embrasses encore?

(다시�키스해줄래?)

그들이�키스하기�시작하면서�그가�양손으로�그녀의�얼굴을�붙잡고�그녀에게�기댄다. 그의�

손이�그녀의�셔츠�아래로�올라가고, 그녀의�손은�그의�머리카락�속으로�들어간다.

그들은�궁전�안뜰로�들어가�불빛이�흐린�모퉁이로�옮겨간다. 그녀의�엉덩이가�그의�것에�

거리낌�없이�반응한다. 그들의�몸�사이에는�옷�말고는�아무것도�없다. 그녀의�손이�그�

사이로�미끄러져�그의�바지로�내려간다.

마르치아�(계속해서)

(놀란�말투로)

Comme tu es dur!

Embrasse-moi encore.

(너�완전�단단해! 다시�키스해줘.)

65 실외: 호수�– 밤   65

마르치아와�엘리오가�풀밭�위에서�사랑을�나눈다. 그는�마침�제�것을�빼내고�그녀의�배�

위에�사정한다. 그들은�웃음을�터뜨린다.

엘리오

Je suis désolé!

Je suis désolé!

(미안! 미안해!)

아, 미쳤나봐, 기분�너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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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실내: 엘리오의�방�– 펄먼�빌라�– 새벽   66

얼마�후. 이제�새벽이다. 엘리오는�방에서�벗은�채�책상�앞에�앉아�있다. 작은�램프가�

켜져�있다. 그는�학교�공책을�집어�들고�한�장�찢는다. 그는�올리버에게�쪽지를�쓰기�시작한다.

나�피하지�마요.

그는�종이를�구긴다.

나�피하지�마요. 미치겠어요.

그는�종이를�구기고�다시�쓴다.

당신의�침묵이�날�미치게�해요.

그는�소리�내어�자신에게�말한다.

엘리오

완전�과했다.

그가�쓴다.

당신이�날�싫어한다는�생각을�견딜�수가�없어요.

그는�그것도�찢어버리고, 다시�써보려고�한다.

당신이�날�싫어하는�걸�아느니

내가�죽어버리는�게�낫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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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웃고, 찢고, 다시�한�번�쓴다.

침묵을�견딜�수가�없어요.

얘기�좀�해야겠어요.

이�쪽지를�읽어보니�마음에�든다. 그는�오른손을�얼굴에�들어�올려�손가락�끝과�손바닥�

냄새를�맡고는�다른�손도�그렇게�한다.

엘리오는�일어나서�최후의�쪽지를�접어�그의�방과�올리버의�방을�분리하는�문�밑에�살짝�

밀어�넣는다.

67 실내: 중앙�계단�– 펄먼�빌라�– 아침   67

올리버가�계단을�내려오고�있을�때�엘리오는�계단으로�다가온다.

올리버

어젯밤�좋았어?

엘리오

(이탈리아어로)

Insomma.

(그냥�그래요.)

펄먼이�대화에�가담하러�작업실에서�나온다.

펄먼

그럼�피곤하겠네.

아니면�너도�포커�치고�있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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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오

나�포커�안�쳐.

펄먼과�올리버가�눈길을�주고받는다.

펄먼

(올리버에게)

우리의�복서랑�그�비슷한�조각상들을

찍은�컬러�슬라이드�수백�장이�어제

베를린에서�도착했거든. 우리가

그것들을�좀�분류해야겠는데.

점심까진�계속�바쁘겠어.

68 실내: 엘리오의�방�– 펄먼�빌라�– 낮   68

엘리오가�방으로�들어온다. 올리버에게�쓴�그�접은�쪽지가�책상�위에�놓여�있는�것을�보고�

펼쳐본다. 올리버가�덧붙여놓았다.

철�좀�들어. 자정에�봐.

엘리오는�다리에�힘이�풀리는�것�같아�침대�위에�앉아야만�한다. 그는�그�쪽지에�입을�

맞추고�가슴에�품는다.

손목시계로�시간을�본다. 오전�10시�30분이다.

69 실내. 펄먼�교수의�작업실�– 펄먼�빌라�– 낮   69

펄먼�교수가�서재에�있는�슬라이드�프로젝터에서�비춰지는�고대�운동선수들의�사진을�스크린�

위로�투영해�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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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위에는�인상적으로�근육�잡힌�배의�청동�배꼽을�클로즈업한�디테일이�있다.

이런�것들이�여러�개�있어�펄먼이�그�양식상의�차이점들을�지적한다.

펄먼

(사진을�가리키며)

아름답지�않은가?

올리버

굉장하네요.

근데�이건�훨씬�더… 관능적인데요.

펄먼

이것들은�5세기�아테네보다는�헬레니즘�양식에�가깝거든.

필시�프락시텔레스라는�고대�최고의�조각가의

영향�하에�조각된�것처럼.

근육은�엷은�피막에, 예를�들어�배를�보라고,

이�조각상들은�곧은�몸이�하나�없어.

다�곡선을�이루고�있고, 가끔은�불가능할�정도로

곡선을�그리면서�굉장히�냉담한�인상이라,

영원히�나이�들지�않는�모호함을�지니게�되는�거야.

마치�자네에게�어디�욕망을�품어보려면

품어보라고�하는�것�같지.

이�영상들을�보고�동요하지�않는�올리버는�어쩌면�엘리오의�아버지가�올리버와�그의�아들�

사이에�무슨�일이�일어나고�있는지�무언가�아는�게�있는�게�아닐까�하고�펄먼을�슬쩍�훔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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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실외: 라임나무�아래�식탁�– 펄먼�빌라�– 낮   70

점심식사�식탁에서. 시계가�2시임을�알린다. 점심식사가�끝나�다들�냅킨을�접고�의자를�

밀어�넣는다.

아넬라

무니에랑�아이작

오늘�저녁식사에�오는�거�잊지�말고.

엘리오

(올리버에게)

아니면�소니랑�셰어로�더�잘�알려져�있죠.

펄먼

(부드럽게�타이르듯)

그만해라…

아넬라

마이애미에서�보내준�그�셔츠�입지�그래.

그�사람들�기분�좋게.

엘리오

나한테�너무�크단�말이야.

멍청해�보여.

엘리오는�대화에�끌어들여�기분이�어떤지�확인하려고�올리버를�돌아본다.

엘리오�(계속해서)

올리버가�보기에�내가

허수아비처럼�보이지�않는지�확인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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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위해�입어볼게요.

그러나�올리버는�애매한�태도를�취해�그런�판단을�하는�데�휩쓸리지�않으려고�한다. 엘리오는�

어쩔�수�없이�손목시계로�눈길이�가지만, 마팔다가�막�치우려는�접시�위에�먹지�않은�쿠키로�

손을�뻗어�올리버에게서�그런�눈짓을�숨기려�한다. 그�다음에는�올리버가�엘리오를�놀린다.

올리버

몇�시지?

올리버가�엘리오의�손목으로�손을�뻗지만, 엘리오는�자리에서�떠나�계단을�뛰어오른다.

71 실내: 부엌�– 펄먼�빌라�– 낮   71

점심식사�후에�마팔다가�치우고�있다. 올리버가�안으로�들어온다.

올리버

(더듬거리는�이탈리아로)

Mafalda, non sarò

con voi a cena stasera.

(마팔다, 저�오늘�저녁식사�때

집에�없을�거예요.)

72 실외: 수조�– 펄먼�빌라�– 오후   72

수조에서. 엘리오와�마르치아가�물속으로�뛰어들어�서로�몸싸움을�한다. 그는�손목시계로�

시선을�옮긴다. 3시�55분이다.

마르치아는�전날�밤�거리에서�그랬듯�그의�수영복�반바지로�손을�미끄러뜨려�그의�것을�

그러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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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치아

(프랑스어로)

Montons dans ta chambre.

(네�방으로�올라가자.)

엘리오

(프랑스어로)

J'ai une meilleure idée.

(더�좋은�생각�있어.)

73 실내: 부엌�– 펄먼�빌라�– 오후   73

수영복�차림의�엘리오와�마르치아가�부엌을�지나�달려간다. 엘리오는�거의�끌고�가듯�그녀의�

손을�잡는다.

마팔다

(이탈리아어로)

Ciao, Marzia!

(안녕, 마르치아!)

마르치아

(이탈리아어로)

Buongiorno, Mafalda!

(안녕하세요, 마팔다!)

그들은�물기를�말리지�않아�가는�길에�바닥을�적시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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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실내: 계단�/ 복도(1층) – 펄먼�빌라�– 오후   74

엘리오와�마르치아가�건물�꼭대기�층으로�향하는�계단을�오른다.

마르치아

(웃으며�프랑스어로)

On va où?

(우리�어디�가는�거야?)

그들은�복도�끝�왼편에�있는�작은�문으로�들어간다.

75 실내: 작은�나선계단�– 펄먼�빌라�– 낮   75

작고�비좁은�나선계단. 엘리오가�마르치아와�계단을�뛰어오른다.

76 실내: 다락�– 펄먼�빌라�– 오후   76

엘리오와�마르치아가�오래된�가구와�책, 쓰지�않는�물건들로�가득한�다락에�들어온다. 

엘리오가�벽에�기대어�있던�매트리스를�바닥에�내려놓는다. 그들은�수영복을�벗고�매트리스에�

눕는데, 엘리오가�위에�올라�있다.

그는�손목시계를�풀어�자기가�볼�수�있는�협탁�위에�놓아둔다. 4시�29분이다.

창문이�열려�있지만�덧문은�반쯤�닫혀�있다. 은은한�오후의�빛이�침대�위로, 벽�위로, 

성교하는�마르치아와�엘리오�위로�덧문에�달린�나무�살�무늬를�그린다.

77 실외: 펄먼�빌라�– 늦은�오후   77

저녁식사�손님들이�차를�세울�때�엘리오는�마르치아와�계단을�내려온다. 한�사람은�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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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말랐고, 다른�한�사람은�키가�작고�통통한�게이�커플이다. 둘�다�휴가�중인�교수들이고, 

둘�다�경의를�표할만한�시어서커�정장을�빼입었다. 각자�아넬라에게�줄�흰�꽃다발을�들고�

있다.

엘리오가�마르치아에게�두�사람을�소개해준다. 그들의�이탈리아어는�한�사람이�온갖�칭찬을�

하는�문장을�시작하면�다른�한�사람이�마무리�지어야�하는�식으로�형편없다.

마르치아가�자전거를�타고�떠날�때�엘리오가�그들을�집안으로�이끈다.

78 실내: 엘리오의�방�– 펄먼�빌라�– 저녁   78

엘리오는�자신의�방에서�별로�받고�싶지�않았던�선물을�골라내느라�옷장에�걸어놓은�아들의�

셔츠들을�죄다�끄집어내는�아버지를�발견한다. 그는�끙끙거리는�엘리오에게�그�셔츠를�내민다.

엘리오

나�그거�지금�못�입어!

벌써�나�만났다고.

짜고�치는�것처럼�보일�거�아냐.

펄먼

(무척�즐기는�것�같은�말투로)

오늘밤은�버릇없이�구는�거�안�된다.

내가�피아노�좀�치라고�하면�치는�거야!

사람들을�있는�그대로�받아들이지도

못할�만큼�나이�들어서는. 도대체�뭐가�문젠데?

네가�그�사람들�뒤에서�‘소니와�셰어’라고

부르는�것도�그다지�좋아�보이지�않는�것�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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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오

엄마가�그렇게�불렀잖아.

펄먼

…그럼�그�사람들이�준�선물�좀�받아줘라.

그�사람들이�게이여서�그러냐, 우스워서�그러냐?

그게�다야? 아니길�바라는데.

너도�경제성이�뭔지�똑같이�잘�안다면

네가�무니에�나이�정도�됐을�때

분명�아주�현명한�사람이�될�테고

나한텐�큰�자랑이�될�거다.

이제�이것�좀�입어라�좀.

셔츠는�그렇게�나쁘지�않다. 어두운�바탕에�커다란�흰�꽃무늬가�있는�헐렁한�하와이안�셔츠다. 

엘리오는�옷을�갈아입는다.

79 실외: 라임나무�아래�식탁�– 펄먼�빌라�– 저녁   79

엘리오가�마침내�옷을�갈아입고�나타나는�데�성공해�펄먼이�무니에와�아이작에게�샴페인을�

따라�주고�있는�장면으로�뛰어나온다.

그들은�저녁식사에�초대한�집주인의�아름다운�아들이�자신들이�선물한�그�셔츠를�입고�내려오자�

탄성을�지르고�서로�기뻐하는�눈길을�주고받으면서�잔을�들어�올려�그에게�경의를�표한다.

펄먼과�아넬라가�다시�보인다는�듯이�잠시�엘리오를�바라보고�그에게�샴페인을�한�잔�따라준다. 

그들의�앞에�있는�탁자�위에�물속에서�건져진�청동�복서를�찍은�큰�흑백사진이�여러�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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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실내: 거실�– 펄먼�빌라�– 얼마�후   80

엘리오가�피아노를�치고�있다. 그는�프랑시스�풀랭크의�작품•을�최종�선택했다. 다른�사람들은�

거의�경건하게�듣는다. 그의�손목시계가�피아노�위에�있다.

연주가�끝나갈�때, 올리버가�밖에서�안으로�들어와�계단으로�간다.

엘리오만이�올리버가�들어와�사라지기�전에�손으로�“방해하고�싶지�않다”는�몸짓을�하는�

것을�본다. 엘리오는�흔들리지�않는다. 올리버의�갑작스러운�등장이, 다소�서두르는�감이�

있더라도�마지막�음에�조금은�열기를�더하는지도�모른다.

엘리오는�청중이�박수를�보낼�때�일어나�살짝�고개�숙여�인사한다.

엘리오

(감사의�표시로�고개를�끄덕이며)

이제�자러가야겠어요.

그는�손님들과�악수를�하고�선물해준�셔츠에�다시�한�번�감사를�표하고, 어머니에게�살짝�

키스하고, 계단을�달려�올라간다. 커다란�시계가�거의�11시임을�보여준다.

81 실내: 엘리오와�올리버의�욕실�– 펄먼�빌라�– 밤   81

욕실에서�엘리오가�소변을�본다. 음경을�내려다보며�부드럽게�“넌�뭐니?”라고�말한다. 

그는�변기�물을�내리고�수도꼭지를�잠근다.

82 실내: 엘리오의�방�– 펄먼�빌라�– 밤   82

엘리오는�욕실에서�나올�때�밑에서�손님들이�떠나며�내는�목소리들을�듣는다. 그는�창문으로�

• 《즉흥곡�15번�C단조》�FP176. 에디트�피아프에게�존경의�표시로�헌정한�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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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가�차�옆에�서서�작별인사를�하고�애정이�넘치게�소리�내어�웃는�“소니와�셰어”를�

내려다본다. 두�사람은�차에�오르고�차가�떠날�때�펄먼�부부가�손을�흔든다.

바로�그�순간�엘리오는�눈을�들어�올려�현관�위�발코니에�있는�올리버를�본다.

83 실내: 복도�/ 실외: 발코니�– 펄먼�빌라�– 밤   83

엘리오는�올리버가�담배를�피우고�있는�발코니로�나온다.

올리버

와줘서�기쁘다.

생각�바꿨을�줄�알았는데.

엘리오

생각을�바꿔요?

당연히�올�거였죠.

엘리오가�발코니�돌출부�가까이로�나아온다.

엘리오�(계속해서)

그래서�당신도�담배�피우는�거예요?

올리버

가끔.

엘리오

(무슨�말을�더�해야�할지�모르는�채)

긴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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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버

나도.

84 실내: 올리버의�방�– 펄먼�빌라�– 밤   84

올리버가�다리를�꼬고�침대에�앉아�있다. 더�작고, 더�앳되어�보인다. 엘리오는�손을�어떻게�

해야�할지�모른�채, 침대�발치에�어색하게�서�있다. 손을�계속�주머니에�집어넣다가�다시�

뺀다.

올리버

(꽉�찬�재떨이를�바닥에�내려놓으며)

이리�와, 앉아.

머뭇거리던�엘리오가�조심스럽게�침대로�다가가�무릎이�닿지�않도록�살피면서�올리버처럼�

다리를�꼬고�앉아�그와�얼굴을�마주한다.

불시에�부끄러움과�어색함을�벗어버리지�않으면�안�된다는�생각에, 엘리오는�어딘가에�기대어�

살며시�침대�머리�위로�움직여가기로�하고�올리버�옆�침대�헤드보드에�등을�댄다.

엘리오는�침대와�그�위에�나란히�있는�둘을�내려다본다. 그가�꿈꿔온�순간이다. 이제�다�

온�거야. 그가�생각한다. 그�사실을�믿기�힘들어하면서. 바로�그�순간을�강조라도�하듯�

올리버가�다리를�쭉�뻗고는�제�맨발을�엘리오의�맨발�옆에�댄다.

올리버�(계속해서)

너�괜찮아?

엘리오

나�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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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오는�제�발가락을�내밀어�올리버의�발가락을�만져본다. 그는�몹시�장난스러운�것�같은�

기분으로�올리버의�엄지발가락과�둘째발가락�틈에�자신의�엄지발가락을�미끄러뜨려놓는다.

올리버

뭐하는�거야?

엘리오

그냥요.

올리버가�그�발짓에�화답해�엘리오의�다른�발을�찾아�나선다. 엘리오는�올리버에게�가까이�

붙어�그를�끌어안는다. 아이가�포옹하는�것�같은�식인데, 올리버는�그냥�반쯤�익살맞게�

말하는�것으로�응수한다.

올리버

시작은�했네.

엘리오는�말하고�싶지�않아�어깨를�으쓱인다.

올리버�(계속해서)

이게�널�기분�좋게�해주나?

나�때문에�코피�안�흘릴�거지?

기분�좋아요, 엘리오는�그렇다고�고개를�끄덕이고는�또�아니라고�한다. 마침내�올리버가�

한�팔로�엘리오를�감싸�안는다. 어루만지는�것도, 꽉�안는�것도�아니다. 엘리오는�올리버가�

양손을�가져올�만큼의�틈을�주고�올리버의�헐렁한�셔츠�아래�맨살을�찾으려고�잠시�팔을�

풀다가�다시�그를�안는다.

올리버�(계속해서)

너�이거�정말�원하는�거�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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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오가�다시�고개를�끄덕인다, 네.

올리버는�양손으로�엘리오의�얼굴을�들어�올리고�나른해진�태도로�훨씬�더�진지하게�그를�

바라본다.

올리버�(계속해서)

키스해도�돼?

엘리오

네, 해줘요.

그는�불쑥�웃어버릴지도�모를�것처럼�키스하려다�말고�손가락으로�엘리오의�머리카락을�

쓸어�넘기고는�헝클어뜨린다.

엘리오는�올리버의�입술에�그의�입술을�가져가�맹렬히�갈구하듯�키스한다. 무언가가�둘�

사이에�걷히는�듯하자�둘�다�키스에�빠져�헤어나지�못한다.

엘리오는�올리버의�감은�두�눈을, 코를, 두�귀를, 목을�그의�입술로�발견해가며�굶주린�

듯�키스한다. 올리버도�열렬하게, 거칠게�까지�그에게�키스한다.

엘리오가�침대에�눕는다. 올리버는�그�위에�올라�엘리오의�옷을�벗기기�시작한다.

올리버

(속삭이며)

벗어, 벗고, 벗고, 벗고…

(옷가지를�내던지며)

엘리오는�곧�벗겨지고�간밤에�거리에서�마르치아가�그랬던�만큼이나�파고들어�알고�싶은�

듯�올리버가�그의�몸�위로�제�손을�움직일�때�일종의�황홀경에�사로잡힌�채�누워�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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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버가�시트를�끌어내릴�때�엘리오는�그가�보는�앞에서�아무것도�걸치지�않은�게�너무나�

좋다. 아무것도�숨기는�것�없이. 올리버는�엘리오에게�키스하고�그의�몸에�키스하고는�

그�자신도�마침내�자유로워지려는�듯�엘리오의�벌어진�입술로�돌아와�다시�더욱�진하게�

키스한다. 올리버�역시�다�벗겨져�이제�엘리오에게�닿지�않는�부분이�없다. 둘은�서로를�

뚫어지게�본다.

한없는�시간이�마음을�정하지�못하고�주저하는�엘리오와�직감적으로�그에게�만회하려는�

올리버�사이에서�오가는�듯하다.

둘은�성교한다. 두�몸이�얽매어�있다. 엘리오의�얼굴은�발갛게�달아�있고, 올리버의�얼굴은�

더욱�확고하며, 그�입술은�엘리오에게�다음과�같이�말하려고�몸을�앞으로�굽힐�때까지�엘리오가�

하는�말을�조용히�거듭한다.

올리버�(계속해서)

네�이름으로�날�불러줘,

그럼�난�내�이름으로�널�부를게.

둘은�계속해서�노닥거린다. 엘리오가�전에�전혀�알지�못했던�영역이�그를�받아들이고, 

그래서�엘리오가�자신의�이름이�올리버의�이름인�것처럼�소곤거리면서. 엘리오… 엘리오… 

엘리오.

다윗의�별이�올리버의�가슴�위에서�튄다.

잠시�후.

엘리오�옆에�누운�올리버가�바닥에서�바람에�부풀어�오르는�파란�셔츠를�집어�들고�가슴에�

남은�성교의�흔적을�닦아내는�데�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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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오

우리�시끄러웠어요?

올리버

걱정할�거�없어.

엘리오

마팔다가�항상�흔적을�찾아내서.

올리버

아무것도�못�찾아내.

엘리오

여기�온�첫날�저�셔츠�입고�있었잖아요.

갈�때�저거�내가�가져도,

여기다�둬도�돼요?

올리버는�대답하지�않고�그�셔츠를�내던진다. 그는�엘리오를�팔에�품고, 그의�얼굴을�내려다본

다. 그는�손으로�엘리오의�머리카락을�정리해준다. 엘리오는�잠에�든다. 올리버는�계속해서�

그를�안고�있다.

85 실내: 올리버의�방�– 펄먼�빌라�– 새벽   85

새벽. 빛이�밀려들어오고�있다. 올리버는�여전히�그의�팔에�부드럽게�엘리오를�안고�있는데�

둘을�위해�더�편안한�자세로�바꾼�상태다.

엘리오는�눈을�뜨고�자신을�내려다보는�올리버를�보지만�미소를�머금거나�키스를�받으려고�

얼굴을�드는�대신�마치�올리버를, 침대를, 방을, 실제로�일어난�모든�일들을�잊으려는�

듯�다시�눈을�감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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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깨어�있으려고�한다. 팔다리를�쭉�펴고는�시트로�맨몸을�덮는다. 올리버는�다음날�

엘리오를�파고든�감정들을�새기듯�유심히�그를�본다.

엘리오는�지나치게�예의를�차린다고�올리버의�침대에�남아�있다. 그�순간�올리버가�멀리�

떨어져�있기를�바라기는�하지만�마음을�누그러뜨리면서�처음으로�미소를�띠고�올리버를�

돌아본다.

올리버는�여전히�엘리오의�얼굴을, 확신�없는�표정을�살핀다. 엘리오는�잠들지�않고�올리버의�

손을�치우면서�몸을�일으켜�조심스럽게�침대를�벗어난다.

엘리오

수영하러�가요.

86 실내: 현관�복도�– 펄먼�빌라�– 새벽   86

어스레한�새벽�빛�속에서�올리버와�엘리오가�자전거를�타고�빌라를�떠난다.

87 실외: 강�– 여명   87

강에서, 올리버가�파란�셔츠를�입은�채�무릎�깊이의�물을�걸어가�물속으로�뛰어들고�멀리�

헤엄쳐�간다. 엘리오는�200미터�떨어진�데서�헤엄치고�있다. 멀리서�둘은�서로�전혀�모르는�

사람들처럼�보인다.

88 실외: 강�– 낮   88

엘리오와�올리버가�둘의�자전거가�있는�데로�걸어간다.

올리버

어젯밤�있었던�일�때문에�날�원망할�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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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오

아뇨.

그는�설득력�있게�들리도록�재빨리�대답한다.

89 실내: 계단�/ 엘리오의�방�– 펄먼�빌라�– 낮   89

빌라로�돌아온다. 부엌에서�무슨�소리가�나지만�올리버와�엘리오는�들키지�않고�집에�돌아오는�

데�성공한다. 둘은�각자의�방문�앞에�이르고, 엘리오가�안으로�들어가는�사이�올리버는�

자신의�방문을�통과하기�전에�주저하다�대신�엘리오의�방으로�들어간다. 엘리오는�기습당한다. 

올리버가�문을�닫는다.

올리버

속옷�벗어.

놀라지만�이�순간�말다툼할�힘이�없는�엘리오가�속옷을�내리고�벗는다. 불편한�기분이다.

올리버�(계속해서)

앉아.

엘리오가�그렇게�하고�거의�자세를�잡기�전에�올리버가�엘리오의�음경에�입을�가져가�다�

빨아들인다(화면�밖).

올리버�(계속해서)

(심술궂은�미소로)

됐네, 가망�있네.

너�다시�단단해졌어. 좋아.

그러고는�바로�벌떡�일어나�방금�일어난�일에�놀란�엘리오를�두고�방을�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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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실외: 부엌�앞�정원�– 펄먼�빌라�– 낮   90

아침식사시간. 갓�샤워를�한�올리버가�생각에�잠겨�식탁�앞에�앉아�있다.

펄먼�부부와�마팔다가�아침식사�준비에�바쁘게�부엌을�드나들고�있다.

마침내�엘리오가�나와�식탁�앞에�앉기�전에�어머니와�아버지에게�살짝�키스한다.

올리버에게는�아무�말�없다.

올리버

저는�시내에�가려고요.

타자�친�것들�찾으러�가야�해서요.

나중에�보여드리고�싶습니다, 교수님.

펄먼

(올리버를�흉내내며)

나중에.

모두가�웃고, 올리버도�재미있어�한다.

펄먼�(계속해서)

떠나기�전에�이�교정본들

검토할�시간�좀�꼭�내보자고.

올리버가�떠난다는�생각이�엘리오의�얼굴에�어둠을�드리운다.

올리버

그럼… 나중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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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이�더�터진다. 올리버가�식탁을�떠나�가버린다. 엘리오는�그가�가는�것을�지켜본다.

91 실외: 현관�– 펄먼�빌라�– 낮   91

엘리오가�자전거를�타고�대문을�나간다.

92 실외: 두오모�광장�– 크레마�– 낮   92

크레마�두오모에�있는�중앙�광장.

엘리오는�우체국으로�향하기�전에�신문�가판대에서�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의�헤드라인을�

훑어보는�올리버를�본다.

엘리오가�그에게�달려간다.

올리버

무슨�일�있어?

엘리오

그냥�당신을�봐야�해서요.

올리버

내가�지겨운�게�아니고?

엘리오

그냥�같이�있고�싶었어요.

가라면�지금�돌아갈게요.

올리버는�부치지�않은�편지�한�묶음을�든�손을�떨어뜨리기는�하지만�움직이지�않고�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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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거기�서서�엘리오를�바라보고는�고개를�저을�뿐이다.

올리버

우리가�같이�자서

내가�얼마나�기쁜지�알기는�해?

엘리오

모르겠어요.

올리버

그냥�모르는�게�좋겠다.

네가�아무것도�후회하지�않았으면�좋겠어.

이�일로�우리�중�어느�누가�어떻게�해서든

대가를�치르는�건�원하지�않아.

엘리오

아무한테도�말�안�해요.

문제�생길�일�없을�거예요.

올리버

그런�뜻이�아니었어.

엘리오

내가�여기�온�게�잘못됐다고�생각해요?

올리버가�엘리오에게�가까이�기대어�그의�귀에�대고�속삭인다…

올리버

할�수만�있다면�키스했을�거야.



112

94 실내: 부엌�– 펄먼�빌라�– 이른�오후   94

마팔다와�같은�마을에�사는�여자들�몇이�지역�명물�토르텔리니�크레마스키를�만드느라�바쁘다. 

그들은�정치를�이야기하고�있다.

엘리오가�양손에�복숭아�두�개를, 어깨에는�수건을�걸치고�밖에서�부엌으로�들어온다. 

그는�그�여자들에게�인사하고�부엌을�떠난다.

95 실내: 계단�– 펄먼�빌라�– 이른�오후   95

계단에서�그는�낮잠에�들러�올라가는�아넬라를�만나�뺨에�살짝�입�맞춘다. 그녀는�십대�

아들이�생각지도�못하게�애정을�표하는�데�흐뭇해한다. 그는�복숭아�하나를�먹는다.

96 실내: 다락�– 펄먼�빌라�– 이른�오후   96

엘리오는�다락으로�들어온다. 남은�복숭아를�낡은�협탁�위에�두고�마르치아와�성교한�매트리스�

위에�눕는다.

책을�펼쳐�읽으려고�하지만�마음이�산란해�창밖�눈부시게�아름다운�여름�하늘을�보기�시작한다.

다시�책을�읽어보려고�해도�될�리가�없다. 시선이�방안을, 버려진�물건들을, 어두운�모퉁이들

을… 복숭아를�훑는다.

그는�그리로�손을�뻗고, 복숭아�하나를�가지고�논다. 안쪽으로�주름�잡힌�부분을�제�쪽으로�

돌린다. 그러고는�양�엄지로�절반쯤�벌려�씨를�밀어낸다. 씨가�다락�바닥에�떨어진다.

그는�솜털이�보송보송하게�난�불그스름한�복숭아를�사타구니로�가져가고�수영복�반바지를�

내린다. 찢어진�과일이�발기에�미끄러져�내릴�때까지�제�것에�밀어�넣는다. 과즙이�그의�

위에서�새고�있다. 단단하긴�해도�으깨어진다. 붉은�속�두�반쪽을�손에�들고�그것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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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것을�문지르기�시작한다.

금방�오르가슴이�오자, 그는�벌어진�복숭아로�조심스럽게�겨냥한다. 두�손으로�그�과일을�

들고�살펴본다. 협탁�위에�강간당한�복숭아�두�반쪽을�놓아두고�수건으로�제�것을�덮는다.

얼마�후.

엘리오는�누군가�다락으로�들어오는�소리에�깬다.

올리버

너�찾으러�사방을�돌아다니고�있었다...

여기서�뭐해?

올리버가�매트리스�위�그의�옆에�앉는다. 그의�한쪽�팔에�키스하기�시작한다. 가려진�것이�

보이게�수건을�치우다�엘리오가�수영복�반바지를�입고�있지�않은�데�놀란다.

그는�재빨리�몸을�숙여�엘리오의�사타구니에�입술을�가져다대지만�머지않아�의문스러운�

표정으로�올려다본다.

올리버�(계속해서)

뭘�한�거야?

올리버가�옆에�있는�망가진�복숭아를�본다. 그것을�집어�든다.

올리버�(계속해서)

(내밀면서)

이거�내가�생각하는�그거야?

엘리오가�창피한�척하면서�고개를�끄덕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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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버�(계속해서)

너�식물계로�넘어가려고�했구나?

다음은�광물계인가?

동물계는�벌써�거부하는�거야?

그건�나일�거고.

엘리오

나�역겹죠, 안�그래요?

올리버가�수영복�반바지를�벗는다.

올리버

다들�너만큼�역겨웠으면�좋겠다.

역겨운�거�보고�싶어?

그는�복숭아를�잠시�자세히�들여다본다. 엘리오는�눈을�가리는�척한다.

올리버�(계속해서)

이제�맛봐도�되나?

엘리오

하지�마요!

그러나�올리버는�복숭아의�속에�손가락을�집어넣고�입으로�가져간다.

올리버

복숭아주스가�도움이�많이�되지.

(권하면서)

먹어�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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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오

(복숭아를�들고�있는

올리버의�손을�잡으려고�손을�뻗으며)

놔둬요! 안�돼!

올리버는�복숭아를�더�멀리�쥔다.

엘리오가�다시�올리버의�손에서�그�과일을�잡아채려고�덤벼들지만�올리버는�다른�한�손으로�

그의�허리를�움켜잡고�세게�쥔다.

엘리오�(계속해서)

아파요.

올리버

그럼�놔.

엘리오가�울음을�터뜨리며�그에게�손을�뻗는다. 감정과�강렬한�친밀감이�마침내�그를�압도하는�

것이다.

그는�올리버의�맨�어깨에�기대어�숨죽여�흐느낀다. 올리버가�그를�꼭�안아준다.

엘리오

(흐느껴�울며)

안�갔으면�좋겠어요.

둘은�서로에게만�충실한�연인들처럼�키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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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실외: 정원�– 펄먼�빌라�– 밤   97

어둠에�잠겨�매혹적이고�불가사의한�빌라�정원.

엘리오

왜�나한테�신호�안�보냈어요?

올리버

보냈어. 적어도�시도는�해봤어.

엘리오

언제요?

올리버

한�번, 우리�배구하고�있었을�때,

내가�너�만졌잖아…

보여주려고… 내가�너�좋아한단�걸.

네가�반응을�보인�게�내가�널

거의�성추행한�것처럼�느껴지게�해서.

거리를�두자고�결심했지.

(멈춤)

매일�밤�여기�나와서

몇�시간씩�그냥�앉아�있었어.

엘리오

네? 난�그렇게�생각했는데, 당신이…

올리버

뭔�생각했는지�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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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버가�엘리오를�가까이�끌어당겨�진하게�키스한다.

98 실내: 올리버의�방�– 펄먼�빌라�– 낮   98

이튿날. 엘리오가�잠에서�깨어나니�침대에는�혼자일�뿐이다.

곧�마팔다가�깨끗하게�세탁해�다려놓은�올리버의�파란�셔츠가�침대�끝에�걸려�있는�게�그의�

눈에�들어온다. 올리버가�붙여�놓은�쪽지와�함께. “올리버에게, 엘리오가.”

99 실내: 계단�– 펄먼�빌라�– 낮   99

얼마�후. 엘리오가�수영복�반바지와�올리버의�파란�셔츠�차림으로�수건을�챙겨�계단을�달려�

내려온다.

현관문이�열리고�마르치아가�들어온다. 의심하듯�그를�본다. 엘리오는�마르치아가�거기�

없었으면�좋겠다.

마르치아

(프랑스어로)

Tu as disparu

pendant trois jours.

(너�3일을�사라졌었어.)

엘리오

나… 일해야�했어.

마르치아

(프랑스어로)

Mais tu as disp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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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그렇게�사라져버리니…)

엘리오는�무슨�말을�해야�할지, 뭘�해야�할지�모르겠다.

마르치아�(계속해서)

내가�네�여자�친구�맞아?

엘리오는�대답하지�않는다. 마르치아가�울음을�참으려고�애쓰면서�가버린다.

100 실외: 수조�– 펄먼�빌라�– 오후 100

수조가. 펄먼과�아넬라가�수영복�차림으로�술�한�잔�하며�탁자�앞에�앉아�있다.

펄먼

올리버가�떠나기�전에�베르가모에�있는

대학에서�며칠�조사를�좀�하러�가야�한다네.

그러고�리나테에서�바로�집으로�날아갈�거래.

아넬라

아, 엘리오가�같이�갔다�오는�건�어때?

올리버�떠나기�전에�둘이�며칠

휴가�보내는�것도�좋겠는데. 어떻게�생각해?

펄먼이�동의하며�아내의�손을�잡는다.

101 실외: 버스�정류장�– 몬토디네�– 낮 101

올리버가�대기�중인�버스의�열린�트렁크에�여행�가방들을�집어넣는다. 그는�엘리오와�버스에�

오르기�전에�펄먼�부부에게�작별�인사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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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넬라는�애정을�가득�담아�올리버에게�살짝�키스해주고�펄먼은�따뜻하게�악수한다. 모든�

격식을�넘어.

둘�다�“금방�돌아와!”라고�말한다. 운전기사가�트렁크를�닫는다.

엘리오는�순수하게�행복으로�번지는�미소를�감추지�못하고�부모님에게�작별�인사한다.

키아라가�올리버에게�작별�인사하러�자전거를�타고�도착하지만�버스는�떠나고�있다... 

엘리오와�올리버가�버스�안�좌석에�앉을�때�펄먼�부부와�키아라는�버스가�떠나는�것을�지켜본다.

102 실내�/ 실외: 버스�– 크레마에서�알피�오로비에로�– 낮 102

올리버가�절반쯤�찬�버스�뒤편에서�미소�띤�얼굴로�키아라에게�손을�흔든다.

올리버는�엘리오의�옆�자리에�앉는다. 둘이�서로를�바라본다. 둘의�시선은�형언할�수�없는�

감정들로�가득�차�있다.

창밖�여름�풍경이�평야에서�처음으로�알피�오로비에로�바뀐다.

103 실외: 숲�/ 풀밭�- 카스카테�델�세리오(폭포) - 낮 103

작은�자작나무와�전나무�숲. 엘리오와�올리버가�배낭을�메고�오솔길을�걷는다.

둘은�개울�위�조그만�다리를�건너�참을성�있게�무언가를�기다리는�산�쪽을�보면서�거대한�

산악�초원에�이른다.

올리버가�엘리오를�보고�그를�끌어안는다. 곰살갑게�붙잡아�안는�식으로.

마침내�거대한�폭포에�이르면�산에서부터�쏟아져�내려오는�폭발적인�폭포수는�광포해�예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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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정도의�것이다. 그�흐름은�계곡�밑바닥에�닿기�전�바위�위로�세�배나�불어난다.

올리버가�뛰어올라서는�지극히�미국적인�충동에�사로잡혀�이�장엄한�폭포수를�보며�길게�

울부짖는다. 엘리오가�소리�내어�웃는다.

둘은�각자의�이름으로�서로를�부르면서�폭포�속으로�달려가�사라진다...

104 실내: 호텔�객실�– 베르가모�– 오후 104

엘리오와�올리버가�베르가모에�있는�호텔�객실로�들어온다. 주위를�둘러보고�별�이유도�

없이�웃음을�터뜨린다.

베르가모�시내가�내다보이는�커다란�창문이�하나�있다.

올리버는�엘리오가�뒤에서�그의�허리에�팔을�두르고�다가올�때�창밖을�내다보며�서�있다. 

둘의�포옹은�웃음을�터뜨리면서�침대�위로�쓰러질�때�레슬링�비슷한�것으로�변한다.

105 실외: 거리�– 베르가모�– 밤 105

엘리오와�올리버는�술에�취해�있다. 비틀거리고�웃음을�터뜨리면서�구시가�거리를�거닌다. 

사람�없는�골목을�기회�삼아�올리버가�엘리오를�벽에�밀어붙이고�키스한다. 그러더니�갑자기�

멈춘다.

엘리오

뭔데요?

올리버

들어봐!



121

엘리오

뭘�들어요?

잠든�도시가�내는�잠잠한�소리�가운데�아득한�노래�소리가�있다.

올리버

이�노래!

엘리오는�다시�키스하려고�하지만�올리버가�그의�손을�붙잡고�끌어당긴다.

올리버

가보자!

106 실외: 광장�– 베르가모�– 밤 160

구시가지에�있는�작은�광장에�젊은�남자�셋과�여자�하나가�벽에�기대어�있다. 오버사이즈�

재킷과�메이크업을�한�차림이�초창기�“뉴�로맨틱” 패션의�표본이다.

그들의�발밑�라디오에서�몇�주�전�야외�댄싱�바에서도�흘러나온�그�노래, “Love My Way”가�

흘러나오고�있다.

올리버는�“봤지?”라고�말하듯�엘리오를�보고는�그�젊은이들에게�인사하지만�무시될�뿐이다.

올리버

사이키델릭�퍼즈. 최고지!

그�뉴�로맨틱들은�별�관심이�없어�보인다.

올리버는�우리가�이미�본�대로�혼자�춤추기�시작한다. 그러고는�같이�춤출�생각으로�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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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붙잡는데, 안�좋게�흘러갈�수도�있는�상황이다.

올리버�(계속해서)

(서투른�이탈리아어로)

Li ho visti a New York l’anno scorso.

Richard Butler… spettacolo!

(작년에�뉴욕에서�봤거든요.

리처드�버틀러… 끝내주잖아요!)

뉴�로맨틱�여자

(로마냐어�억양으로)

(Davvero? Li abbiam visti anche noi

in concerto! Siamo andati a Londra

facendo l’àutostop…)

진짜? 우리도�콘서트에서�봤어요!

히치하이크해서�런던에�갔어요…

올리버

여기저기�여행�다니기�최고죠!

엘리오는�춤추지�않는다. …애매해�보인다. 아주�안�좋다. 노래의�클라이맥스에서�갑자기�

심하게�토한다.

올리버가�엘리오의�곁으로�달려오면서�웃는다.

107 실외: 폰타나�거리�– 베르가모�– 새벽 107

올리버는�엘리오가�토할�때�이마를�받쳐준다. 엘리오가�“이제�괜찮다”는�몸짓으로�벽에서�

떨어져�서�있다가�얼굴에�물을�끼얹으러�가까이에�있는�분수대로�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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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버는�아무도�보고�있지�않는�것을�확인하려고�주위를�둘러보고�다시�엘리오에게�키스하기�

시작한다. 엘리오는�자신을�놓아버린다.

그것은�일생의�입맞춤이다.

108 실내: 호텔�객실�– 새벽 108

올리버가�다�벗은�채�발코니에�서�있다. 그는�객실을, 침대에�잠들어�있는�엘리오를�돌아본다.

불현듯�번쩍이는�영상이�나타난다. 여름�동안�둘이�함께�시간을�보낸�순간들을�빠르게�편집한�

컷이다. 그것은�엘리오가�꿈을�꾸는�것이거나�올리버의�기억일지�모른다.

올리버는�엘리오를�깨우지�않고�그의�옆에�앉는다. 마지막으로�그가�자는�모습을�지켜본다.

멀리�쉭쉭거리는�소리가�들린다.

109 실외: 플랫폼�– 클루조네�역�– 낮 109

그�소리는�역의�중심�플랫폼으로�기차가�들어오는�소리다.

엘리오와�올리버가�함께�기차가�서는�것을�본다.

엘리오는�올리버의�파란�셔츠를�입고�있다.

플랫폼에�떠날�준비를�하는�여행자들이�몇�있다.

올리버의�여행�가방들은�그의�여행에서�집으로�돌아갈�것들이고, 둘은�이제�막�헤어지려는�

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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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문이�열리고�두�사람이�서로�이별을�고하는�동안�몇�사람이�나오고�몇�사람이�탄다.

엘리오와�올리버는�움직이지�않는다. 피할�수�없는�일을, 잠시만이라도�미루려고�한다.

안내방송의�목소리가�밀라노�행�급행열차가�이제�곧�1 플랫폼에서�출발할�것이라고�알린다.

엘리오

여권�챙겼어요?

올리버

응, 챙겼어.

모든�여행자들이�기차에�오른다. 올리버를�제외하고…

차장이�손목시계를�보면서�차량�문들을�닫는다. 냉혹한�침묵으로�유예되는�순간.

둘은�서로를�꽉�껴안는다. 적잖은�시간�끝에�올리버가�먼저�놓는다. 엘리오는�더욱�꽉�

그를�안는다. 포옹이�말로는�다�할�수�없는�것을�하게�두면서�마지막으로�서로를�안듯�

올리버도�그를�안아준다. 둘�다�서로를�놓아준�뒤에야�올리버가�가방을�움켜쥐고�기차에�

오른다.

기차가�떠난다. 엘리오는�멀리�기차가�사라지는�것을�지켜본다. 지쳐서�플랫폼을�따라�

걷다�벤치에�앉는다. 생각에�잠긴�눈이다. 한참을�그대로�멈춰�있다�일어나�어디론가�간다…

110 실외. 공중전화�부스�– 클루조네�역�– 낮 110

엘리오가�공중전화로�전화를�건다. 너무나�기계적으로. 잠시�후�누군가�전화를�받는다.

엘리오

(프랑스어로)



125

Mafalda? Maman… Bonjour. Oui,

je vais bien. Je suis à Clusone,

à la gare. Oui… il est parti.

Maman, s'il te plaît,

tu pourrais venir me chercher?

(마팔다? 엄마… 안녕. 어, 괜찮아.

나�클루조네에�있어, 기차역에.

어… 떠났어. 엄마,

나�좀�데리러�와주면�안�돼?)

111 실내�/ 실외: 자동차�/ 시골길�– 오후 111

아넬라가�엘리오와�차�안에�있다. 그녀가�차를�운전해�빌라로�돌아가고�있다. 엘리오는�

침묵한다. 올리버의�파란�셔츠�단추가�엘리오의�맨�가슴�위에�풀려�있고�바람에�부풀어�

오른다.

그녀는�그를�본다. 남는�손을�뻗어�가장�따뜻한�손짓으로�그의�뺨을�어루만진다.

엘리오의�얼굴이�일그러진다. 울기�시작한다. 그녀가�남는�손으로�눈물을�닦아주지만�멈출�

수가�없다.

112 실외: 시내�거리�– 오후 112

펄먼의�자동차가�시내에�주차되어�있다. 엘리오가�어머니를�기다리며�조수석에�혼자�앉아�

있다. 카�라디오에서�어떤�여름�노래가�흘러나오고�있다.

멀리, 엘리오의�친구들이�돌아다니고�있다. 그�가운데에�펄먼의�자동차를, 엘리오를�알아보는�

마르치아가�있다. 엘리오에게�오려고�친구들에게�손을�흔들어�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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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치아

(이탈리아어로)

Ciao.

(안녕.)

엘리오는�마르치아가�가까워져서야�알아차린다.

마르치아�(계속해서)

어떻게�지내?

엘리오

괜찮아, 고마워.

엘리오는�그�순간까지�남아�있는�감정들을, 종전까지�눈물로�상심한�얼굴을�감추려�자세를�

바로�한다.

마르치아

(프랑스어로)

J'ai lu le livre que

tu m'as offert, les poèmes.

Ils sont très beaux. J’aime

beaucoup cette Antonia Pozzi.

(네가�나�준�책�읽었어.

그�시, 아름답더라.

나�안토니아�포지�진짜�좋아하게�됐어.)

엘리오가�미소로�마르치아를�돌아보며�고개를�끄덕인다.



127

마르치아�(계속해서)

네가�그렇게�속상해하니까�참�안됐다.

그냥�너한테�화�안�났다고

말하고�싶었어. 나�너�사랑해.

엘리오는�마르치아의�말에�놀라면서도�위안을�얻는다. 마르치아가�그에게�손을�내민다.

마르치아�(계속해서, 프랑스어로)

On reste amis?

(우리�계속�친구인�거지?)

엘리오가�마르치아와�악수하고�차에서�내려�한숨�지으며�그녀를�안아준다. 아넬라가�다가오고�

있다.

엘리오

(프랑스어로)

Pour la vie?

(영원히?)

마르치아

(프랑스어로)

Pour la vie.

(영원히.)

113 실외: 펄먼�빌라�– 오후 113

차가�대문을�지나온다. 안키세가�그들을�만나러�앞으로�나온다.

엘리오는�더�이상�무슨�말을�해달라고�부추기고�싶지�않아�그�눈을�피해�안으로�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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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실내: 올리버의�방�– 펄먼�빌라�– 오후 114

올리버가�머물렀던�엘리오의�방. 이제�엘리오가�혼자�안으로�들어와�둘러본다. 그의�물건들이�

모두�제자리에�돌아왔고�옷가지는�옷장과�서랍장�속에�있다. 그는�배낭을�바닥에�떨어뜨리고�

햇빛이�드는�침대�위로�쓰러진다. 침대보는�같은�것이다. 눈을�감는다. 이제는�계속해서�

올리버를�존재하게�하는�기억들로�가득�찬�옛날�방에�돌아와�반갑다.

115 실내: 펄먼의�작업실�– 펄먼�빌라�– 저녁�/ 밤 115

펄먼�교수가�늘�있는�자리에�앉아�있다. 무릎�위에�최근에�쓴�책�교정쇄가�있다. 그는�

술을�마시고�있다.

엘리오가�자러�가기�전에�인사하러�들어온다. 그의�아버지는�원고를�팽개치고�오늘�마지막�

남은�담배에�불을�붙인다.

펄먼

그래서? 잘�왔다.

올리버는�여행�잘했고?

엘리오

그런�것�같아.

펄먼은�담배를�한�모금�빨고�다시�말문을�열기�전에�잠시�말을�멈춘다.

펄먼

너희�둘한텐�멋진�우정이�있었어.

엘리오

(조금�얼버무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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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다시�말을�멈추고, 다시�담배를�한�모금�빤다.

펄먼

넌�아주�똑똑하니까

너희�둘한테�있었던�게

얼마나�보기�드물고,

얼마나�특별한지�모르진�않을�거다.

엘리오

올리버는�올리버였지.

펄먼

(프랑스어로)

“Parce que c'était lui,

parce que c'était moi.”

“그�사람이�그�사람이기�때문에,

내가�나이기�때문에.”•

엘리오

(아버지와�올리버에�대해

이야기하는�것을�피하려고�애쓰며)

올리버야�되게�지적일지도�모르지─

펄먼

(아들의�말을�가로막고)

• 소설에서�엘리오는�르네상스�시대�철학자�미셸�드�몽테뉴가�판사이자�작가�에티엔�드�라�보에티와의�우정에�

관하여�한�이�말이�둘의�그�모든�우정을�아우를�수�있는�원인이라고�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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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이라고? 그저�지적인�것�이상이었지.

너희�둘에게�있었던�건�모든�걸�다�갖는�거였고

그건�지적인�것하곤�아무런�상관없어.

그�친군�좋은�사람이었고

너희�둘�다�서로를�알게�된�게�다행인�거야,

너도�좋은�사람이니까.

엘리오

그�사람이�나보다�나았던�것�같아.

펄먼

그�친구도�분명히�너에�대해�똑같이�말할�테니

너희�둘한테는�기쁜�일�아니겠니.

펄먼은�재떨이에�담뱃재를�톡톡�털어�재떨이에�기대어놓고�손을�뻗어�엘리오의�손에�댄다. 

펄먼은�어조를�바꾼다. (그에�대해�말할�필요는�없지만, 내가�말하고자�하는�바가�이해되지�

않는�척하지�말자는�것이다.)

펄먼�(계속해서)

네가�뜻하지도�못할�때,

본성은�우리의�가장�약한�부분을

찾아내는�기이한�면이�있어.

그냥�기억해두고�있으렴. 내가�여기�있는�걸.

지금은�아무것도�느끼고�싶지�않겠지만.

어쩌면�앞으로�절대�아무것도

느끼지�않기를�바라겠지.

어쩌면�이런�일들에�대해

네가�얘기하고�싶은�게�나는�아닐�거고.

그래도�네가�분명히�한�그�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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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마음으로�느껴봐.

엘리오는�아버지를�보고는, 시선을�바닥으로�떨어뜨린다.

펄먼�(계속해서)

봐─ 너흰�아름다운�우정을�갖고�있었어.

아마�우정�이상이겠지. 그래서�난�네가�부럽다.

내�입장에서�보자면�대부분의�부모들은

그�모든�게�다�없어져버리기를,

제�자식들이�난관을�극복하기를�빌겠지.

근데�난�그런�부모가�아니거든.

네�입장에선�고통이�있다면, 그걸�품고�있어.

격정이�일면, 그걸�소멸시켜버리지�마.

그런�일에�무자비해지지�마.

우린�더�빨리�회복되려고�우리�자신을

너무�많이�망쳐놔, 나이�서른에�이미

정신적으로�결핍되어버려�누군가와�새로

시작할�때마다�내줄�게�뭐가�남아�있겠니.

근데�아무것도�느끼지�않겠다고�네�자신이

아무것도�느끼지�못하게�해버리는�건─

얼마나�아까운�일이냐!

엘리오는�이�모든�것을�이해하려고�하지만�놀라�말문이�막힌다.

펄먼�(계속해서)

내가�주제넘게�참견한�거니?

엘리오가�고개를�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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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먼�(계속해서)

그럼�한마디만�더�하자.

이렇게�터놓고�얘기하면�널�괴롭히는

온갖�복잡한�감정들은�좀�나아질�거야.

거의�그랬을�뻔�했을지도�모르겠다만,

너희�둘이�가진�걸�결국�난�가져본�적이�없어.

늘�뭔가가�날�망설이게�하거나�방해했거든.

네�생을�어떻게�살�것인가는�너의�일이야.

명심하렴,

우리�마음과�육체는�단�한�번�주어지는�거야.

네가�그걸�알기�전에�네�마음은�지쳐버리고,

네�육체에�대해�말하자면, 아무도�들여다보려고

하지�않을�때가�올�텐데�하물며

가까이�다가가고�싶어�할�리�없지.

지금은�그래�슬픔이야. 고통이고.

그걸�없애버리지�말고

네가�느낀�기쁨으로�간직해둬.

펄먼은�숨을�깊이�들이마신다.

펄먼�(계속해서)

우리가�이�일에�대해

다시는�말하지�않을지도�모르지.

그렇지만�날�절대�원망하지�말았으면�한다.

그럼�난�끔찍한�아버지가�될�테고

어느�날�넌�나하고�얘기하고�싶다가도

문이�닫힌�기분이거나

충분히�열리진�않을�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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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오

엄마는�알아?

펄먼

그런�것�같진�않은데.

그러나�그가�말하는�투는�“그렇다�해도, 엄마의�생각�역시�내�것과�다르지�않으리라고�

확신한다”는�의미다.

116 실외: 평원�– 펄먼�빌라�– 겨울�낮 116

겨울날의�펄먼�빌라. 눈�내리는�날. 반년�뒤.

엘리오는�빌라를�에워싼�전원을�산책한다. 두꺼운�오버코트에�베레모�차림이다. 제대로�

뉴�웨이브�스타일이다. 소니�워크맨으로�음악을�듣고�있다.

대문을�지나�정원으로�돌아온다. 집으로�들어간다.

117 실내: 부엌�– 펄먼�빌라�– 오후 117

누군가�메노라�촛대에�초�켜는�것을�끝내는�쇼트.

엘리오는�마팔다가�하누카용�랏카를�만들고�있는�부엌으로�간다. 맛을�보려고�멈춰서는�

마팔다의�뺨에�살짝�키스한다.

그는�복도를�걸어가�아버지의�작업실을�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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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실내: 펄먼�교수의�작업실�– 펄먼�빌라�– 오후 118

펄먼�부부가�사진이�첨부된�지원서로�보이는�것들이�차지한�커다란�탁자�앞에�있다. 매년�

있는�의식이다. 그들은�우수한�미국�대학원생들이�보낸�신청서�몇�통을�평가한다. 지난해�

올리버를�선택하는�결과를�가져온�의식이다.

엘리오는�부모님이�지원서를�검토하는�사이�그�방을�지나간다. 대여섯�정도�되는�젊은�남자들과�

젊은�여자들�두세�명이�있다.

아넬라

(이탈리아어로)

E questo?

(이�친구로?)

그러나�엘리오는�관심이�없다. 난롯가에서�몸을�데우러�거실로�들어간다.

119 실내: 복도�– 펄먼�빌라�– 오후 119

전화가�울리고�엘리오가�전화를�받으려고�서둘러�간다. 얼굴이�기대감으로�들떠�있다. 

뉴욕에서�전화를�건�올리버다.

올리버

(보이스�오버)

엘리오? 너�거기�있니?

엘리오

나�여기�있어요, 여기�있어요.

어떻게�지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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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버

(보이스�오버)

좋아. 부모님은?

엘리오

좋아요… 보고�싶어요.

올리버

(보이스�오버)

나도�보고�싶어. 아주�많이.

(긴�멈춤)

말해줄�소식이�좀�있어.

엘리오

무슨�소식이요?

결혼이라도�하나.

(웃으며)

올리버

(보이스�오버)

올봄에�결혼할지도�몰라.

엘리오

(너무�놀라�말문이�막혀)

아무�말�없었잖아요.

올리버

(보이스�오버)

2년을�하려다�말다�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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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오

그래도�멋진�소식이네요!

올리버

(보이스�오버)

신경�쓰여?

엘리오가�대답하기�전�아넬라와�펄먼�교수가�서재에서�수화기를�든다.

120 실내: 펄먼�교수의�작업실�– 오후(계속�이어) 120

아넬라

왜�안�와? 언제�오는�거야?

펄먼

올여름에�새로운�자넬�고르는�데

자네가�우리한테�영향을�많이�끼쳤다고…

아넬라

그래서�이번엔�남자가�여자가�됐지!

올리버

(보이스�오버)

저, 말씀�드릴�소식이�있어요.

저�약혼했습니다.

아넬라

아, 올리버, 정말�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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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먼

축하해!

아넬라

자기, 이제�엘리오랑�얘기하게�해줄게.

다시�한�번�축하하고…

펄먼

즐거운�하누카�보내게!

그들은�전화를�끊어준다. 엘리오가�수화기를�들고�기다린다…

121 실내: 복도�– 펄먼�빌라�– 오후�(계속�이어)     121

엘리오

우리에�대해�알고�있어요…

올리버

(보이스�오버)

그럴�거라�생각했어.

엘리오

어떻게요?

올리버

(보이스�오버)

너희�아버지께서�말씀하시는�말투로.

날�가족인�것처럼,

거의�사위인�것처럼�대해주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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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좋겠다.

우리�아버진�교정�시설로�끌고�갔을�텐데.

멈춤.

엘리오

(대담하게)

“엘리오, 엘리오…”

올리버

(보이스�오버)

(아주�긴�멈춤�끝에)

올리버… 다�기억하고�있어…

122 실내: 식당�– 펄먼�빌라�– 밤 122

엘리오가�하누카를�기념하는�저녁식사를�위해�장식된�식당에�들어온다. 겨울�빛이�창밖에서�

차츰�사라져간다.

식탁�주위에서�아넬라와�마팔다가�식사�준비를�마무리하는�일들을�계속한다. 부지런히�꽃들을�

놓아두고, 와인�잔들을�채우는�등.

엘리오는�벽난로�앞에�웅그리고�앉는다. 난로�불빛이�긴�눈물자국이�난�얼굴을�비춘다.

우리는�상념에�잠긴�얼굴에�그대로�남는다.

엔드�크레디트가�그의�클로즈업�위로�올라간다.

이�클로즈업�끝�무렵에�우리는�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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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넬라

엘리오… 엘리오?

엘리오는�너무나�깊은�상념에�잠겨�있어�한동안�그대로�멈춰�있던�후에야�어머니의�목소리를�

향해�고개를�돌린다.

화면이�차츰�어두워진다�FADE TO BLA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