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와 이파리와 간의 같은 점과 다른 점에 대하여
@의 씨앗은 작지만 다 자라면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일지 미리 추측할 수는 없다.
① 비가 오는 우울한 저녁에 씨를 뿌린다.
② 씨를 뿌린지 약 일주일이 지나면 새싹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③ 줄기의 갈라진 틈을 비집고 @ 모양의 잎사귀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④ 3 개월이 지나면, 입술의 틈이 갈라 터지고 다 자란 @가 솟아나와 바람에 펄럭인다.
⑤ 다 자란 @를 수확한다.
⑤-1 재단한 다음 @의 선을 따라 바느질한다.
⑤-2 바느질한 @를 목구멍 아래 사랑니 뒤 단추에 건다. 뽐내고 다닌다.
⑥ @를 수확했다고 해서 입술이나 줄기를 버리는 것은 아니다. 최후로 입술을
수확해야만 한다. 씨도 함께 수확해야만 한다.
⑥-1 입술에 소금 간을 하고 프라이팬에 구우면 가지 맛이 나는 훌륭한 요리라고도 하고,
키스의 맛이라고도 한다. 이 입술 요리에 매혹되어 @를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결국엔 @로 결투를 해야만 하는 날이 온다.
(@ 자리에 혀, 간, 말, 이파리 등등을 넣고 읽어도 무방하다.)

Concern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the Tongue, Leaf, and Liver
Just as the tree changes its foliage each year, s/he can change his/her tongues.
The time period is not set like it is for leaves but as if there is a button underneath the tongue, so
s/he can easily change it.
The seed of an @ is small but it isn’t possible to estimate how big it will be when it’s full-grown
1.
2.
3.
4.

On a rainy, gloomy evening I plant the seed.
A week after the seed has been sowed, a bud starts to sprout.
Between the gaps of the stems, a leaf in the shape of an @ emerges.
After three months, there is a crack on the lips and a full-grown @ surges and flutters in
the wind.
5. A full-grown @ is harvested.
5-1.
After cutting it up, an @ is sewn along its contour.
5-2.
Put a stitched @ on the button right behind the lower wisdom teeth. Show it off.
6. The lips or the stems are not to be discarded after the harvest of the @. The lips have to
be harvested last. The seeds too have to be harvested.
6-1.
Sprinkle salt on the lips and stir-fry it in the frying pan; it will become a remarkable
dish that tastes like eggplant, with the flavor of a kiss. Seduced by this lip dish, there
are people who forget the @. But, in the end there comes a day when one has to
compete solely with the @.
In place of an @, the tongue, liver, word, and leaf can be substitu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