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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통형의 모던한 건물
같은 모양의 모던한 엘리베이터
뭐 도저히 올라가기가 힘든 계단
a modern cylindrical building
a modern elevator which has same shape of the 
building
a stair very hard to go up



거기서 우리의 은유는 얼마나 적대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까?
김경주, 기담
How hostile was our metaphor there?
Kim Kyung-joo <A strange story>

당신은 죽은듯한 가지에도 목련꽃이 하얗게 핀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
지가 잘린채로 기다린다.
You wait with your limbs cut off, believing that magnolia 
blooms white on dead branches.

https://youtu.be/dJDCN6El1Is


난 K-POP 아이돌과 함께 아무도 움직일 수 없어 망한 지
구를 구하러 돌아다녔다. 내가 존경하는 여선생님은 가로 
번개모양 형광색 노란 연두 아이라인을 그리고 적을 째려
봤다. 내가 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울로 나를 봤다.
I and a K-pop group went around saving the ruined 
Earth because no one could move anymore. My 
esteemed teacher drew a fluorescent yellow kite eye 
line in the shape of a horizontal lightning bolt and 
glared at the enemy. I wasn't the enemy, but she 
looked at me in the mirror anyway.

https://youtu.be/YBnGBb1wg98?t=53


빛과 소금 <샴푸의요정>
MBC 단막극으로 제작된 이 이야기는 한 끔찍한 스토커의 이야
기다. 그는 TV 샴푸 모델일을 하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 그 광고
를 만든 회사에 입사한다. 그는 이상하게도 그토록 좋아하던 샴
푸 모델인 그녀를 보고 좋다 말도 못한다. 어쨌든 마지막엔 그녀
와 정상적 교제를 시작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노래는 
이 단막극을 위해 만들어졌다.

The light and the salt <The fairy of shampoo>
This story, which was produced as an TV station 
MBC's one-act play, is the story of a terrible stalker. He 
joins an advertising company to meet a woman who is 
model of a Shampoo CM. Strangely, he can't even talk 
to her even in front of her. Anyway, at the end, it seems 
like he could start a normal relationship with her. The 
song was made for this one-act play.

https://soundcloud.com/mynooree/

https://soundcloud.com/mynooree/fj8fpbf18bzu


어떤 사람이 나에게 길을 물었고 나는 언제나처럼 팔로우 
미라고 말한다. 도착한 곳은 그 사람이 가고싶던 곳이 아
니어서 어떤 사람은 당황 해 한다. 나는 조금 미안하다
Someone asked me the way and I say "Follow Me!" 
as usual. The place (s)he arrived is not where (s)he 
wanted to go, so (s)he is embarrassed. I felt a little bit 
sorry for it.

혼합된 은유체는 강하지만, 암시적인 은유체는 막강하다.
Mixed metaphors are strong, but suggestive metaphors 
are powerful.



Audio bullys <only man>

https://www.youtube.com/watch?v=9yD0KEi554c


네가 숭배한 것을 불태우라, 네가 불태운 것을 숭배하라
Burn what you worship, worship what you burn.
자네의 그 빈정거리는 태도 때문에 자네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것일세. 
Because of your sarcastic attitude, you don't know 
what to say.
아멜리 노톰브 <오후 네 시>Amelie nothomb, les 
combustibles

https://youtu.be/GL7gxqk0fkU


공간이동호르몬주사
Space movement hormon injection

https://youtu.be/PQB74sTqR7Q


아프면 즐길수 없다. 어떻게 아픈걸 즐기라고 하는가? 아
픈건 아픈 것이다.If you're sick, you can't enjoy it. How do 
you say enjoy yourself? To be sick is to be sick.

https://soundcloud.com/stqpkiraradongjae/kwang


타자기와 케이크 패키지 typewriter and cake package

https://youtu.be/o2csaNNYNuY


불안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대상의 결핍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대상에 너무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결핍 자체를 상
실할 위험이다. 
슬라보예 지젝<삐딱하게 보기>
It is not the deficiency of the object that causes anxiety, but 
on the contrary, the risk of losing the deficiency itself as we 
get too close to the object. 
Slavoj Zizek <Looking Awry>



파운데이션이 샴푸가 되는 경험
The experience a cosmetic foundation turn into a shampoo

https://youtu.be/f0jt7Q1sjqI?t=37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나의 의견
One day suddenly nobody agree with me

https://youtu.be/P6OJ1Xk9nQc


감추기와 글쓰기
Hiding and writing

https://youtu.be/-k5iFLYXmWU


꼭대기부터 내려오는 수상한 액체
A strange liquid from the top

https://youtu.be/vx63otUj9kI


심즈가 하는 행동들을 똑같이 따라서 하기
A mimic after Sims



자살기계
A suicide machine

https://www.youtube.com/watch?v=lnIPxjAClhk
https://youtu.be/lt-udg9zQSE


택시다. 잡히는 듯했으나 가버린다. 그리고 무척 귀여운 
강아지다. 초코브라운색의 엄청 작은 푸들인데 뒷다리가 
토끼처럼 접혀있다. 난 다리가 없는 줄로만 알았다. 골목
길로 들어선다. 꼬마들이 줄을 맞춰서 앉아있다. 
It's a taxi. I could take the taxi but it's gone. And there is a 
cute puppy. (S)he is a choco-brown tiny poodle, (s)hes' hind 
legs folded like rabbits. I thought I had no legs. I entered the 
alleyway. The children are sitting in line.

https://www.youtube.com/watch?v=lnIPxjAClhk


사랑 고백의 인터넷 방법
Love confession in a internet way 

https://youtu.be/aAkMkVFwAoo


간헐적으로 들리는 음성
an intermittent voice

https://soundcloud.com/stqpkiraradongjae/virtual-surfing-work-for-reality-bites2


나는 비행기의 복도 쪽 좌석에 앉아있었다. 우리는 이륙하
는 훈련을 받았다. 나는 옆 사람에게, 제가 예전에 실수
한 적이 있다며 이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준다고 했
다. 당신도 이것을 주의하라는 의미였다. 나는 앉은자리에
서 알 수 없는 시스템으로 저번처럼 머리를 감았다. 뭔가
를 최대한 주의하면서 말이다. 그것 때문에 어깨죽지가 조
금 젖었지만 나는 꽤 성공적이라고 느끼며 웃어보였다. 알 
수 없는 규범을 애써지키는 이 꿈에서 나는 깨어났다. 일
어나니 어깨죽지가 조금 젖어있었다. 화장실에 가 거울을 
보니 머리가 이미 감겨져 있어서 또 감을 필요는 없었다. 
나는 거울을 보며 이것이 참 편하다고 생각했다.
I was sitting in a aisle seat on the plane. We were trained 
to take off. I told the person next to me that I had made 
a mistake before and that I showed them how to do this 
training. I meant to be careful when you learn that. I washed 
my hair like last time with an unknown system. With the 
utmost care. My shoulders were slightly wet because of it, but 
I felt it was quite successful and laughed. I woke up from this 
dream of struggling with unknown norms. When I woke up, 
my shoulders were a little wet. When I went to the bathroom 
and looked in the mirror, my hair was already washed, so I 
didn't have to do it again. I looked in the mirror and thought it 
is very comfortable.

https://youtu.be/vV8IAOojoAA


나는 우타카밀 모양이 그려진 아니… 비슷한모양이그려진 
샴푸, 오일? 등을파는 매대에서 졸고있었다. 정말 꾸벅꾸
벅. 또르르르르 소리가들리더니, 진열된 하나의 샴푸 옆에 
있던 싱거운 얼음이 다 녹은 아이스티를 나에게 어떤 남자
가 하나 주었다. 그렇지만 또 졸렸다.
I don't know if there's a Utakamile-shaped... Shampoo with 
a similar shape, oil? I was dozing off at the stand. It's so 
nodding. I heard a rumbling sound, and a man gave me an 
iced tea with melted ice cubes from shampoo on display 
stsand. But I was sleepy again.

https://youtu.be/OUS9ReGFoH0


sieben schwestern moskau
seven sisters of moscow

https://youtu.be/GdWeaPHkGZs


네가 모욕을 준 사람들을 잘 알지? 넌 그 사람들의 기분
을 알아야돼. 그러면 더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겠지. 나는 
정말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
Do you know the people you insulted? You need to 
know how they feel. Then you can't do that anymore. I 
was really enraged.

https://youtu.be/o4swFrr3GAw


책 속 나의 옛날 머리카락과의 조우
Encounter My Old Hair in a Book

https://youtu.be/anO1yZ65SB8


한달 쓴 카페트를 다 조각내서. 빗 같은걸로 빗어보도록 
한다. 타인의 머리카락과 먼지를 직접 찾아낸다. 물질로 
드러나는 타인의 역사 발굴. 고고학자같이.
Cut a month's worth of carpet. Try combing with 
something like a comb. Find someone's hair and dust 
directly. Excavation of the history of others revealed in 
matter. Like an archaeologist.

https://youtu.be/eg9HeUPN3-I


경험은 강하지만 또한 휘발성도 강하다.
Experience is strong but it is also highly volatile.

https://youtu.be/n52tm3kjqgQ


꼬망딸래부 comment vas tu- wie geht es?
실부쁠레 s'il vous plait?-bitte
모ㅡ와?moi?-mich
avec moi- mit mir(아벡모아?)
appelle moi -ruf mich an(아펠 모아?)
쥬 에 트레 쥴리tu es très jolie - du bist sehr hübsch
보 -beau남자예뻐
모쉬mauvais- schlecht
위oui-yes
농non-no

https://youtu.be/iPdYX5NxG0U


바람개비 - 색종이를 8개로 자르고 각 면을 한 방향으로 
기울임
Pinwheel - Cut the colored paper into 8 pieces and tilt 
each side in one direction

https://youtu.be/6FOUqQt3Kg0


일종의 비장미로서의 절망을 묘사하기
To describe despairing as a kind of tragic beauty



광신자들은 자신의 사상과 그 사상으로 인해 겪는 형벌을 
명예로 생각한다.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Fanatics regard their ideas and the punishment they 
suffer as honors.
Michel Foucault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https://youtu.be/fgP8a8PyT6A


소유를 위한 사랑
누구를 무엇을 위한 돈(빚)인가?
미국엔 ....라면, 우리나라에는 대학등록금과 집값.
우리집 찾기-지도 
우리애 찾기-방송으로 설명
소유와 사랑은 물건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커다란 템펠호프 이케아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다
고 해 보자.
방송은 이렇게 말한다: 황색 모자를 쓰고 푸른 하의와 노
란색 상의를 입은 남자아이를 찾습니다….
Love for Possession
for whom, for what a money(debt)?
In USA it is ... , In Korea it is university tuition, real 
estate price.
To find my house : a map
To find my kid : could be explained by announce 
Possession and love can be explained by things.
For example, let's say you lost a child in the large 
Tempelhof Ikea.
The broadcast says: Find a boy in a yellow hat, blue 
bottoms and a yellow top… .

https://youtu.be/Ldyx3KHOFX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