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6월 10일 오전 0시 56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오늘날을 나타낸다 내 2와 페루 등지에서 주 반. 수도 리마에서 며칠 덨고 곧 쿠스코로 돌아올 것이다.
잉카족의 배꼽과 다시 California에 한 주만 더 있다. 내 낡은 요람.

(…)

거울아,
울고 있는 내 얼굴의 메아리야
정녕 그것이 너이더냐

나는 들어갔어. 내 얼굴 천천히을 것을 변화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오직 다른 사람들이
될 광산이라고 부르는 얼굴을 소유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의 신뢰와 얼굴의 그 주제가 환경, 언어와
사람들의 계속 변경되는 시리즈에 노출되어 상대적 불변성에 의존하니? 시간에서 끝나지 않고
당신의 얼굴이 유일한 것이다. 그것은은 자극적인 상기시켜 주는 것 우주의 몸이 있는 이런 적극적인
오리엔테이션과 같으나 모든 것의 자연 추억과 어디에서든지 그것을 하고 있다.

언제 그렇구나, 나는 물체를 보지 않는다. 있다. 그런 것은 없다. 이다,,, 우리가 명시적으로 개념을
가지고 장난하다 : 존재론적으로. 남성을 살균. 심지어 개념, 한 그들이 반드시 텍스트 형태로 관절이
연결한다 육체적 감각의 근사점을 가진 자는. 따라서 나는 하지만 그런 모든 참석한 세력과 일이 있는
것이 주름, 그리고 곰팡이 나의 눈 앞에서 무슨 오해를 살 정도로 있는 것 같에 표시되는지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다... 만큼.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 반대 : 믿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후자의 진술은
전자보다 더 엄격한 지적 투자 가치를 선언한 한 걸음 더 나아 갈 것이다.

2017. 07. 17

First of all, I lick your heart with my mouth and tongue. Your mind tastes like iron.
I cut my tongue with blood and I drink it again.
The openings of the front of the front of the front give rise to red blood.

Interstitial space

Open up one's mindA chasm between the mind and the man



2017. 07. 22

They keep eating each other. They digest.
 

' — go baet n nae mota eo ' yo 

Several cases and people

2017. 07. 22

I don't know if it's because of the style I carry around or the Cur Frendley attitude, but I was often asked
or mistaken if I was a lesbian. I used to say that I had a boyfriend or a little closer, or a bird-hearted
relationship. After a while, he was asked to start a " lesbian " relationship with a few people who would
eventually leave the relationship with a heterosexual male, and he would really like to stay away from
the relationship with him. The question was quite shocking : ' Being Lesbian ' -- ' Lesbian ' is not
bothered by what's being done.Use most of the expressions " identification identity " > when talking about
gender identity or geosynthesis. At first, I reproached myself harshly, but I knew it wasn't a bad thing,
but I knew it was only a bad thing that I had to suffer from indigestion all day long.
Sometimes the circumstances that must demonstrate the justification of existence and behaviour are
sometimes exhausted. Rather than the scorching heat, it was more than just asking me to explain what
I felt comfortable and indifferent.
One of the duties of one of the guests from France to the sex of one of the guests was that I was deeply
uncomfortable with one of the sexes today, and I had a huge desire to catch her and ask her to question her.



* 내 기한이 새를 위한 사랑 선언 *

이번 해 초에, 고요한 오후에, 나는 SF 식물원에 방문을 지불했다. 내 생각에 그 다음은 최근의 장거리
망터 렌즈를 구입할 수 있는 가장 쉽게 가능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내가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도록 나의 첫번째 조직의 노력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수 없는 경험을 전혀 즐기지 못했다. 나는 5시간 동안 정원에 머지 않았던 10시간 동안
그 정원에서 10 피트 이상의 10 피트를 본 적이 없다.

실로 내가 그를 돌보도록 하였으니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 축복을 내린 것에 대한 보상이라 각각의 새는
매혹의 독특한 목소리를 자랑한다. 모든 감각은 내 몸과 마취가 쓰지 않기 위해, 그와 마취를 통해, 그와는
기대된 부활으로 왔다.

신체 내에 가열한 진동에 대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 눈의 소켓과 레벨의 레벨에 감각이 있습니다.
새를 추적하는 동안, 나는 모든 액세스의 용량을 지쳤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두개골의 리듬이 떨어진 것을
느리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뇌는 전례적인 척도에서 갑자기 착용된 두 개의 필수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중력이요 내가 광란의 콘서트에 참석했던 것처럼, 나는 밤의 지저귀의 청각 환각을 내렸다. 자극의 지속성은,
조류 성모의 속삭임, 나는 그 새 사진 촬영이 나의 전화를 걸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새를 위해 나의 열정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 최초의 보수적이었다 -- 그리고 조류학도 -- 내 인생에서
새로운 벡터를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날개의 생물들은 내가 그 날개의 미학에 대해서만 치료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찾고 있는 생명의 분수에 의해.

글로브의 재능이 있는 자비자, 새들이 우리의 화려한 깃털을 가르르지 않습니다. 나는 구애를 춤추기 위해
무중한 카메라를 들고 있는 매우 귀중한 기술을 배웠다. 나는 페루 정글에서 열대 새들을 따를 때, 나는 바람의
지리를 만질 수 있는 것을 배웠다. 북아메리카 서쪽을 관찰한 것처럼, 나는 파도의 안무 냄새를 맡는 것을
배웠다. 본질적으로, 나는 야생에서 문해를 얻었다. 하지만 그 야생은 항상 내 몸에 있었지만, 내 몸은 아직
이 시체에 작용하고, 너무 늦게까지 깨웠다.

나는 페이스북에 한 줌의 새 사진 한 줌만 올렸다. 나는 더 많이 공유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새들을 볼 수 있는 것만큼 계속 진행됩니다

2017. 08. 14

My closest approach to thinking about what food to eat tonight is to be in my mouth, and I keep on
thinking terrible things about giving up everything big and getting stuck in the mud. That is why I am 
ascinated by words like shame, defeat, and contempt when I read a novel. Someone says this is an endless
force of shame, and that's an enviable thing.

What do I move with?

My sister, who is uncomfortable with me, is uncomfortable with the stench of biting the greasy chicken.



@ 쿠스코 (쿠스코, 페루)

늦은 5월에, 나는 안데스 콘도르를 보고 내 생일을 보냈다.

15 피트 15 피트에서 15 피트 15 피트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15 피트가 15 피트의 15 피트로 15 피트가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날의 배터리를 가져오려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대비의 교훈은 내 심장의 핵심에
아주 많은 스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최초의 사진은 아마 내가 종종의 유일한 모습이야.

나는 콘도르가 날아간 산의 두 사진을 첨가했다.

나는 엄격한 무신론자이지만 이 산의 굴곡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2017. 08. 31

맹진 먹고 싶은 대로 먹다

이런! '건배'라고 해요

안녕하십니까, 신사 숙녀 여러분. 아무거나 잘 흔들어라. 하하

어쩌면...



2017. 10. 04

‘강릉일기’

" We meant little to each other and licked each other's wounds with a clumsy tongue and wrote
the above sentence at dawn. " And shivering with the cold very late in the morning, he remembered
a sentence that began with ' Just to make myself calm. '
I cut off the morning news after realizing that I needed more than I needed to live.
The word ‘ than ’ indicates the size of my world. I don't know more dangerous people, more sinister
people, more death and more brutal violence than mine. What's happened is that what is happening in
Japan is a reminder of young women's lives, and the grim portrayal of young women in the distant past,
which is what happens in the distant past, and that the cost of the holiday labor struggle is a grim
reminder of other women's labor struggles.

And when I turn off the phone screen, I return to the space where my body stays.

This is Gangneung.

2017. 09. 11

교보 문고의 한 구석에 서 있는 그녀는 은연이의 무인도를 읽었을 때 기분이 끔찍했다.
포커스가 돌아오기 전에 몇번이나 막상막하의 접전이 벌어졌다.
그 생존자는 자신의 공포심을 조금만 덜어 놓고 자신의 공포심을 표현해야만 했다.

당신은 군중 속에 혼자 서 있군요.
그것은 어제 오후에 일어났다.

밤에 그는 꿈 속에서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는 소년에게 고함을 질렀다. 
저는 마치 제가 같은 말을 하고 싶은 꿈을 꾼 것처럼 느꼈습니다: 저는 더 정확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도 어제와 똑같은 태양이 다시 떠올라서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2017. 10. 23

지난 몇년 동안 제가 자갈밭에 있는 기억을 돌아보았을 때, 저는 매우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점점 더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봤어요.

최근의 사건들은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있게 한다. 나는 피터 칼을 기억하지만, 나는 잭 다니엘,
코카 콜라, 도너, 그리고 비싼 쇠고기를 기억하지 못한다.

자기 방어나 본능적인 자기 보존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이유였죠.

"왜 그런가요?"
저는 누군가가 뭔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단어가 삭제됩니다.'

변명 따윈 없어요

2017년 10월 19일 오후 11시 51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 It's a little bit hard ♪

It is not funny.

♪ It's a lie ♪

As a matter of fact, it was the cause of the argument.



forest in flow

새들은 내 고막이 이겼다. 조만간 챕터 북보다 늦게, 나는 미지의 영역에 숲과 나의 가까운 춤

흩어졌으므로 깃털이 있는 친구들이 지글거리는 불협화음에 의해 호위됩니다.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시각에 대한 청각의 우선 순위를 매김 실험 정말 항해의 야생에서 안무 Queering 는

것이 시급하다. 나는 안 그랬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노선 탑승객을. 나는 산에 대한 효율적인

달리기의 경우는 단지 배경에 최소한의 시간을, 지나간 흔적을 완성하기 위해 고의로 그 미지의

것을 피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나, 나는 a를 위한 어떤 방을 예약할 것 전 신앙이십시오

한 번 도약하기 위한 serendipity-a 보상의 터치.

거미, 그들은 숲의 배꼽을 짓고 있다. 웹은 생명을 확장하고 있는 한 번의 검은색 구멍을 유사하고

끈적끈한 탯줄이 있습니다. 그의 시력은 나를 통증한다. 내가 사별할 수 있는 사부에 교살된 거예요

나는 내 겸손한 운명을 받아들이고, 평범의 매력에 기뻐한다.

A

vultures' virtue

life preys on carcasses of caresses,
let its vultures peck your broken promises.

B

독수리 덕

부체의 부체를 먹으며
독수리들이 당신의 망가진 약속을 잡을게요.



내 일기에서 사랑하는 것:

"....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싫어하진 않아.

더 나쁘거나 더 나빠질 것 같습니다. '사랑' 은 우리 관계의 미학을 포획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지지하고 장려하는 사회적인 형식만 적용하는 사회적 영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우리의 친밀감은 친밀함에 맞게 맞는지 확신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확신할 수 없죠

사랑은 열정과 연민의 요소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다른의 명예를 잃는 것보다 열정적인 부분을 죽이려고 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이유를 믿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모든 것에 대한 변명이라 왜기 때문에
나는 우리의 안무의 안무를 믿기 때문이야. 네가 날 감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현진의 글과 경험이라면 언제든 증언자가 되고 싶어.

나는 흔하디 흔한 사람, 흠하디 흠한 사람, 환하디 환한 사람 모두 되어주고 싶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페이지를 재구성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