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것은 나의 18 번째책입니다

18 개의 새로운보기

키가 큰 마음을위한 더 짧은 조각.

새로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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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웃들로부터 첫 번째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았으니, 그

가 이것을 우연히 발견하면 Jas와 가족에게 인사하십시오. 나는

또한이 책, 나의 18 번째책 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른 글꼴을 시

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새 집에서 쓴 첫 번째 책이 될 것이고

과거는 끝났고 미래는 시작될 것입니다. 사이트를 따라 가면서

고양이 나 여우가 알람 센서를 작동시킬 때를 제외하고는 밤에

침실 창문에서 별을 즐기고있었습니다. 이웃집에서. 누운 자세에



서보기는 나에게 닫힌 커튼을 통해 희미하게 비춰진 사람들의

창문에있는 빛으로 형성된 아치 열인 콜로세움을 상기시켰다. 나

는 진짜 콜로세움에 갔기 때문에 비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위치가 있거나 작업 장소가 변경되면 버스 경로도 변경됩니

다. 한곳에서 21 년을 보냈고 길은 오랫동안 고정되어 지금은 오

래된 집으로 알려진 집을 샀을 때 약간만 바뀌 었습니다. 이사를

한 후에는 예전 집을지나 언덕을 내려 가서 일하러 가야했기 때

문에 10 분의 여정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바뀌었고,

나는 잠옷을 버리고 나체 주의자 인 32 년 동안 누드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털

이 많은 슈렉을 상상해보세요. 그게 다예요. 화면 전체를 토하지

마세요.

자신의 자리가 생기면보기와보기가 바뀌고 원하는만큼 큰 소리

로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나만큼 큰 남자와

결혼 한 아주 큰 여인, 그녀의 부부 권리를 요구했던 여인과 같

은 당신의 이웃들로부터 고통받습니다. 나는 그녀가 말한 소시지

를 원하고, 그는 나를 내버려 두라고 말하고 나는 아침에 일한

다. 그들은 또한 개를 함께 자고 5am에 침실을 진공 청소했습



니다. 지금은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오래 전 일 이니 잠자는 개

를 눕히도록하겠습니다.

새로운 장소로 돌아가서, 나는 내가 사는 곳에 익숙해지지 않았

기 때문에 가끔 지나가기도합니다. 자동 발을 갖기 전에 스트리

트 뷰를 뇌에 이식해야합니다. 모기지가 곧 당신을 현실로 되돌

려 주지만, 내가 복권을 시도하거나하지 말아야하는 것은 너무

화려하다고 느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권을 말하지만 결코 듣

지 않기 때문에 준우승 상금은 이제 * & ^ %의 전체 고물입니

다.

새로운 이웃을 돌아 다니다 보면 좋은 사람들과 고립 된 사람들

을 보게됩니다. 나는 외출 할 때 자연스럽게 말이 많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에 숨어 있고 다른 사람들은 훌륭합니

다. 내가 지금 살고있는 "예술가의 식민지"가 있다는 것이 밝혀

졌다. 나는 물론 Poundland의 품종이다. 그들이 내 결과물의 크

기를 안다면 감명을 받거나 도널드 트럼프의 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원으로 돌아가서 뒷 정원에 나무가 많지 않은 것이 이상합니

다. 약간 불모 해 보이지만 나무를 안아야 할 경우에만 숲이 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 고양이 토토로는 고양이 바구니에 처음 도

착했을 때 하루 동안 숨고 떨었습니다. 고양이는 새 집에 익숙해

지기 위해 일주일 동안 실내에 있어야합니다. 이틀 후 토토로는

이곳이 자신의 정원이라고 판단하고 자리를 비 웠습니다. 가끔은

현관 문으로 나가고, 때로는 우리 뒤쪽으로 나갑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그녀의 길을 알았고 이것은 그녀의 영역이었

습니다. 이제 내가 열쇠를 엉키고 Tototo Le Le라고 말하면, 그

녀가 달려 오면 그녀가 달려 오면 울타리가 덜컹 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토토로는 또한 이웃에 의해 입양되거나 1k 반

경에있는 쥐나 쥐를 죽임으로써 더 뚱뚱해졌습니다. 내가 전에

말했듯이 그녀는 고양이 한 마리를 죽이는 기계입니다. 매티스

장군에게 고양이가 있었다면 내 책을 다 읽지 않을 때 토토로가

될 것입니다.

훨씬 더 조용한 내 공부 창 밖 전망과 같은 다른 견해가 있지만,

내 자신의 산책로 영역을 확장함에 따라 쓸 새로운 자료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오히려 저를 자극 할 무언가가 필요

한 것은 한 단어 만 있으면 1000 단어를 쓸 수 있고, 제가 사진



작가라면 더 쉬울 것입니다. 제 독자 중 한 명은 사실 모델이므

로 그녀가이 글을 읽고 있다면 그녀에게 인사하세요. .

이제보기는 Sky와 BBC의 Press Preview입니다. 그러면보기가

내 침대가 될 것이므로 오늘 밤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벌거 벗

은 털복숭이 슈렉의 이미지를 마음에서 없애십시오. 그렇지 않

으면 악몽이 생길 것입니다!

실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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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저는 여전히 화산처럼 콧물을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

니 당신의 시력이 허용하는 한 이것을 읽으면서 화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십시오. 나, 나는 내가 오래 봤기 때문에 4 미터 거

리에있을 수 있지만, 당신이 이것을 읽을 때 나머지 당신들은

고통을 받거나 우산을 통해 플라스틱을 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

다. 읽은 내용에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PC 앞에 우산을 들



고 있으면이 책을 읽고있는 사무실에서 친구들이 당신을 조롱

할뿐입니다.

따라서 실망에는 명성과 커뮤니티에서의 귀하의 입지가 포함됩

니다. Boris, Lech 및 Gregorgi는 당신에게 너무 실망했습니다.

당신은 더 잘 알고 있었어야했습니다. 소년들이 자라면서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 사이트에서 읽은 것처럼 크

리스마스를 구했거나 다른 영광스러운 모험을했을 때 나는 그들

의 선생님 미스 Smackalotoff가 이제 너무 자랑스러워 할 것이

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이 그녀를 사랑하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침대 밑

에 칼라 시니 코프 옆에 항상 3 리터의 보드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그녀는 때때로 늑대를 두려워해야하므로

Kalashnikov가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새로운 초안에서 첫 번째

보드카 한 병을 얻습니다. 그것은 흠뻑 젖은 편지 나 지루한 이

메일보다 훨씬 낫습니다. 보드카는 마음을 감동시키고, 3 명의

장난 꾸러기 남학생이 만든 완벽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당신은 음식에 실망 할 수 있습니다. 특히이시기에는 모두가 크

리스마스가하는 직원들에서 좋은 음식과 좋은 70 년대 음악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올해의 하이라이트가 절름발이 반쯤 익힌 음

식이라면 매우 실망합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취하십시오. Trevor는 옆집 피자 가게로 몰래 빠져 나와

피자를 몰래 들여다 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로스트

비프와 요크셔 푸딩을 먹었다 고 주장합니다.

한 명씩 테이블별로 피자가 들어온다. 비스트로의 주인이 와서

모두를 버리겠다고 위협한다. 큰 실수, 그녀의 금발 조랑말 꼬리

를 가진 Mandy는 앞으로 나아가 그를 초크 홀드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큰 레슬링 팬입니다. 사실 Giant Haystacks는 그녀의 할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비스트로 주인은 눈을 멀게하기로 결정

합니다. 그녀가 French Kisses Mandy, Katy Perry의 노래로 나는

장난 꾸러기였습니다. 나는 소녀에게 키스했고 그것이 연주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 이유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의 진정한 연인입니다. 사라는 그것을 처리해야한다

고 말했고 실제로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

침에. Sara는 사무실의 법무 팀에서 일하기 때문에 건강 근거에



서 bisto를 종료 할 환경 보건부의 그녀의 형제 Peter에게 전화

하기 전에 현금으로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 든 실망 할 때 항상 할 수있는 일이 있습니

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당신 위에 올라서고, 물러서 고, 테

레사 메이가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처럼 울고, 차갑게 봉사

해야 할 당신의 복수를 계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망한 것이 무

엇인지 결정해야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죽일 것인지 아니면 계

속 나아가겠습니까? 작가로서 말하면서 나는 펜이 검보다 강력

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실망을 연필 깎기로 사용하고 그것

을 사용하여 미래에 더 잘할 수있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학생들이이 성적이 실망 스럽다면이 글을 읽는다면, 솔

직히 당신은 당신의 전화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있었습니다. 2

시간 공부 후 30 분 전화는 하나의 학습 방법이며, 모든 연구를

전화 시간으로 나누지 만, 잠재력을 달성하려면 적어도 하루 6

시간의 실제 학습이 필요합니다. 전화 기록을 보관하고 공부하는

대신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정직하다

면 무엇을해야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기 유도 실망보다 더 나



쁜 것은 없습니다. 실패한 학생이 아닌 C 학생이거나 C 학생이

아닌 A 학생이 되십시오.

수면도 도움이되며 밤에 공부하는 것은 모두 좋고 건강하며 벼

락치기는 다가오는 시험을 통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수면과 적은 전화가 더 좋은 선택이며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

다. 나는 여기에서 내 자신을 우회했지만 시험이 우리 집에서오

고 있으므로 거기에있는 모든 학생들과 이야기하기를 바랍니

다.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떤 수준에서 내 삶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망하지 않고 내 인생이 실제로 시작되기를 바라고 행운의 미

디어 브레이크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3 년 이후로 많

이 내려간 건강에 실망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작문에는 실망하

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할 수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

은 것을 성취했습니다.

비결은 당신이 바꿀 수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살아

가고, 당신이 바꿀 수있는 것을 마스터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시

간 낭비라면 한국 Kpop 스타를 만났고 완벽하게 형성된 아이들



도 있었다. 나는 상하이 아내에게 이것을 말하고 그녀는 웃습니

다. 사이트에서 Padre Pio and Me를 읽으면 더 많은 배경 지식

을 갖게 될 것입니다. All in the Stars 및 Battered Husband와 함

께 읽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작품에 실망하지 않기를 바

랍니다. 저는 오래된 Intempo 샤워 라우드 스피커가 여전히 작

동하고 Fleetwood Mac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기쁩니다. 내가

당신과 이야기 할 때 내가 재채기를했을 때 우산이 너무 많이

필요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PR 사람들은 실망이 기회로 이어

진다 고 말합니다. 정말로 효과가있는 유일한 것은 자기 훈련뿐

입니다.

그냥 바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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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당신에게 모든 메모를 남기고 부엌에 술을 마셨을 때 그것

에 대해 쓸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집



에 혼자있을 때 우리는 편안하고 차가워집니다. 수트, 보일러 수

트, 의료용 파란색 또는 흰색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유니폼. 컴

퓨터 실에서 나는 현상태의 일원, 청바지와 셔츠와 넥타이처럼

보였다. 그런 다음 호텔 시절에 나는 거의 정장을 입고 호텔 매

니저에게 데려 갈만큼 똑똑해 보였다. 이제 나는 그냥 멍청하고

집안을 돌아 다니며 몇 년 동안 라 폴로 랄프 로렌처럼 럭비 셔

츠를 입었지만 지금은 나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셔츠와 점

퍼 몇 개로 돌아 왔습니다.

나는 위에 실험실 코트를 입었다 고 말하는 것을 잊었 기 때문

에 나는 그 밴 중 하나에서 아이스크림 남자처럼 보입니다. 또는

약사, 또는 당신을 데려가 러 오는 그 남자 중 하나 아하 아

하. 집 주변은 괜찮지 만 거리로 튀어 나오면 몇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딸에게 과학 수업을 위해 실험복을 사서 입었을

뿐인데 너무 커서 보관하고 또 하나 사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웃 Jas가 지나갈 때 앞 정원에 서 있습니다. 그

래서 나는 그에게 아이스크림을 원하는지 물어 봅니다. 그가 웃

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바보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경우,

나는 정육점처럼 보이는데, 빵 굽는 사람과 장의사는 여전히 내



소설의 페이지에 숨어있는 것처럼 나는 고기를 자르고 있다고

이웃에게 말합니다.

의심 할 여지없이 당신은 나를 이웃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을 하나님 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Peter Sellers는 의상을 입었지

만 재능은 없습니다. 아내는 집안을 둘러 보는 것보다 덜 눈에

띄지 만 그녀가 떠날 때 다양한 얼굴의 A리스트 모델로 변신합

니다. 선택한 외모에 따라 18 세부터 자신의 나이까지. 내가 그

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그녀의 멍청한 최고였습니다. 나는 목덜

미와 사랑에 빠졌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읽고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당신

은 항상 정장을 입습니까? Mark Deathridge, 맞아요, 30 년 전

정말 그의 이름 이었어요. 그는 밤을 보낸 후 정장을 입고 와서

밤을 보내기 위해 반바지와 티셔츠로 갈아 입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류 판매에 대한 시장 조사를하는 컴퓨터 운영자였습니다.

아니, 저는 그것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21 년 동안 제 일이

었습니다. 나도 똑바로 걸을 수있다. 이상한 길을 따라가는 것은

나의 글이다. 글씨가 나온 지 8 년이 지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흰 코트를 입은 남자는 여러분 모두가 선호하지 않았을 것입니

다. 그 멍청한 케이스를 글에서 멈추십시오. 아무도 나를 막지



않았고, 1,400,000 단어 후에, 폴란드 인과 우크라이나 인, 러시

아인과 포르노 사이트를 찾고 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들은 집에서 무엇을 입는가, 록은 이빨 요정으로 옷을 입으

며, 그는 영화에서 의상을 유지했고 벌레 토끼 슬리퍼와 함께

옳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는 은유적일 수도 아닐 수도있는 그의

트로피를 그의 맨 위 선반에 뿌리고있을 때 이빨 요정처럼 옷을

입고 있습니다. 크라운 플라자에서 만난 그의 친한 친구 앨리스

쿠퍼는 비카 복장을하고 차가워지기 위해 들렀 고, 그는 형 캐

스트에 너무 지쳤습니다. 그건 그렇고 테레사 메이는 조용한 순

간에 앨리스 쿠퍼로 옷을 입고 우리 고양이 토토로와 똑같은 고

양이를 쓰다듬습니다.

우리 모두는 홈룩과 집 밖에서 그린 푹신한 슬리퍼와 핑크색 PJ

를 입고 상하이와 친구들에게 비명을 지르는 아내의 말을 인용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하이에서 오후 10시 또는 11 시가되어

야합니다. 버밍엄에서. 소파 나 집에서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곳

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제외하고, cKd와 함께 많이 방문하는 경

향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컴퓨터 앞에있는 제 자리를 좋아합니

다. 내 뒤에있는 내 4 인용 소파는 매우 부드럽고 벨벳처럼 부



드럽습니다. 거의 여성의 몸처럼 부드럽거나 내 자신의 은빛 부

드러운 머리카락처럼 비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작은 안전 지대,

냉기 지대, 하루의 소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시 올라갈 거의

자궁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세탁을 할 때 모든 비밀을 털어 놓으면 그 블루머는 당신의 것

입니다. 겉으로는 A 목록 모델로 나타나 실제 모델이 불안해하

지만 그 아래에있는 블루머를 착용하면 버밍엄과 잉글랜드는 상

하이에 비해 너무 추워요. 또는 거미줄과 함께 붙인 우표는 제가

좋아하는 속옷 종류입니다. 내 아내는 내가 그녀의 오래된 팬티

를 입도록 허락했고 우리는 매우 해방 된 결혼 생활을하고 있습

니다. Knickers 부인이 세탁소를 맡으면서 제가 Pantomime에있

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많은 여성복을 입게되고, 한

국 테이크 아웃의 Mindy Loo는 나의 커다란 흰색 실험복을 입

은 남자처럼 옷을 입는다. 그녀는 나를 지역 망명 소로 데려 가

려하는데, O Come all Ye Faithful Michael Casey는 수치 스럽습

니다.

완벽한 선물 ©



2018 년 크리스마스가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이 열 / 독감을

없앨 수 없다면 침대에서 혼자 집에있을 것입니다. 한 번은 휴가

기간 동안 2 주 동안 감기에 걸려 부활절을 놓쳤지만, Ang이 아

닌 Ang, 내가 함께 일했던 또 다른 Ang을 만들어서 그녀를 웃

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완벽한 선물은 내 목과 코를위한 로켓이

나 홀의 노리개 였을 것입니다. 선물은받는 사람의 필요에 맞아

야합니다. 그들이 좋아하고 바람직하게 필요한 것. 그래서 저는

기뻐서 점프 할 수 있고, 목에 과자와 티슈가 있으면 점프했습

니다.

사형 집행자는 새 로프와 검은 마스크, 완벽한 Pierpont 선물,

아마도 체중계도 좋아할 것입니다. 그레이의 50 가지 그림자로

이런 종류의 선물을 변태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합니

다. 사랑하는 사람을위한 선물을 고를 때는 신중해야합니다. 그

리고 당신이 게으르고 Re-gifty라고 불리는 경우, 원래 수령인

의 이름이 적힌 모든 오래된 선물 태그를 조심스럽게 제거하십

시오.

때로는 모든 포장 안에 메시지가 있지만 재활용은 좋은 것입니

다. 지구를 구합니다. 생일 축하 할 할아버지, 드 루피 서랍

등. 따라서 관계없이 전달하는 것보다 완전히 포장을 푸는 것이

현명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개봉 한 핸드 로션과 흩어진



이름표를 가지고있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선물을

받았을 때 항상 조심했습니다.

숨겨진 두 번째선물은 원래 포장 된 선물 안에있을 수 있으므로주

의해야합니다. 큰 초콜릿 상자 안에 들어있는 콘돔의 점보

팩. 처녀 이모를 놀라게 할 수도 있고, 풍선이라고 생각하고 날

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그녀를 방문 할 때 그들

은 그녀의 거실을 암탉의 밤처럼 장식하거나 씻을 때 고무 장갑

으로 사용합니다. 또는 할아버지가 받으면 우체국에서 여자와 바

람을 피우는 축복으로 받아들입니다. 괜찮아요.하지만 손주를 위

해 연금을 저축하는 대신에 당신은 Uni 이후에 차를 사기를 고

대하고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우체국에서 온 소녀와 함께 일요일

에 저렴한 날을 즐기고있는 Broad Street의 호텔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조심스럽게 기부합니다. 마이클은 냄

새가 나는 발을 가지고있어서 냄새 먹는 사람을 가질 수 있고,

제인은 기름기가 많은 머리카락을 가지고있어서 헤어 제품을 가

질 수 있고, 빈센트는 색맹이어서 색칠하기 책을 가질 수 있습

니다. 그들은 그것을 좋아하거나 덩어리로 만들 수 있도록 제안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당신의 친구와 가족이 제공하는 선

물이 무엇이든간에. 자신에게는 컴퓨터 게임이 아니라 게임 보이



이지만 전기 점에있는 사람이지만 준비를 위해 총 콘돔과 Netto

에서 제공하는 샴페인 음식 바구니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호화로운 크리스마스 선물을 열 때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것은

항상 좋은 일입니다. 그런 다음 종이를 찢어서 당신이 무엇을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내가 이것을 타이핑 할 때, 나는 내가

너무 묶여 있었다고 고백해야한다. 그 밧줄과 Pierpont의 가면

이 아니라 콧물로, 그리고 네 콧물로 묶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받을 자격이있는 한 사람을 위해 선물을 사는 것을 완전히

잊은 몇 가지 다른 조각들. 모든 돈이 새 집에 쓰였다 고 말했지

만, 내가 복권에 당첨 될 때까지 올해 IOU를 주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제 아이들이 삼촌으로부터 멋진 선물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저도 우체부를 잊었을 것입니다. 우편 배달부도 나에게 선물을

가져 왔는데 그게 뭔지 짐작할 수 있니? 무도회 나 무도회에 초

대 한 것이 아니라 제 GP의 초대 였지만 저를 잊지 않았습니

다. 그들은 단지 내가 피를 흘리는 지, 크리스마스를위한 바늘,

내가 더 원할 수있는 것, 모기지를 지불하기에 충분한 돈으로

가득 찬 건초 더미를보기 위해 나를 찌르고 싶어합니다.

세 산타를위한 정오 ©



으로

마이클 케이시

Lech, Boris 및 Gregorgi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방문했습니다. 그

들은 공통점이 너무 많은 보드카 인 Totoro를 보러 왔습니

다. 그들은 또한 오래된 학교 교사 인 Slapalotoff 양을 위해 새

배치의 몇 병을 집에 가져와야하므로 침대 아래 Kalashnikov 옆

에 몇 병이 있습니다. 물론 토토로는 숲속에서 뛰어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Ninja 고양이이기 때문에 그녀는 약간의 보드카도

좋아하므로 자연스럽게 Lech, Boris 및 Gregorgi는 그녀를 개처

럼 사랑합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 약간의 쇼핑을 가져다줍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포위 공격을 예상하는 것처럼 내 모든 찬장

과 냉동실 공간을 채우기에 충분한 Slavic 비트입니다. 그들은

내가 추위를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긴 존을 가져

왔습니다. 그들은 토토로에게도 긴 내복을 가져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최근에 매우 푹신한 자신의 모피 코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 모두는 행복합니다. 그들은 한 번에 새로운 보드카

를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동유럽과 프랑스와 독일을 통해 물



통을 몰았습니다. 기술적으로 불법 일 수 있다면 완전하고 완전

히 불법이지만 누군가가 요청하면 성수를 말합니다. 절에 적힌

글씨가 키릴 자모로되어 있기 때문에 성수라고하면 성수입니다.

게다가이시기에는 수도사처럼 완전히 수염을 기르기 때문에 승

려들이 거짓말을할까요?

그래서 소년들은 갈 시간이라고 결정했고, 그래서 그들은 할로

윈이 아니었지만 마녀의 고양이처럼 레흐의 어깨에 뛰어 올랐습

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3 건슬링거와 고양이처럼 끝났습니다. 그

들은 활을 노란색 이중선에 주차 시켰고, 아무도 그것을 훔치거

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독일 시장이라고 불

렸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시장을 돌아 다녔습니다.

아시다시피 레흐는 폴란드 인이기 때문에 크고, 보리스는 우크

라이나 사람이므로 크고 키가 크고 숨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레고르 기는 러시아 우랄만큼 넓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들의

땅이 만나 합쳐진 최초의 사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을 걸을

때 그것은 해변에서 파도가 부서지는 것과 같았거나 군중에 대

항하는 쇄빙 기 같았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한 노부인이 레흐

의 외투를 움켜 쥐자 레흐는 빙글 빙글 웃으며 웃었다. 그녀는

그녀의 팔과 그녀의 팔을 연결했습니다. 남편 만 살아 있다면 평



생 동안 그녀는 그런 에너지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

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소년들이 바라보며 울면서 그들의 선생님 인 Mrs

Slapalotoff를 상기시켰다. 그래서 보리스는 그녀에게 맥주를, 그

레고리는 그녀에게 샌드위치를주었습니다. 토로로가 내려와 무릎

을 꿇고 앉았고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신의 축복이 그녀가 말

했다. 그들은 작별 인사를했지만 그녀가 마실 맥주 2 잔과 샌드

위치를   더 남기기 전에는 아니 었습니다. 슬라브 사람들은

노인들을 사랑합니다. 아마도 그게 내 은색 머리카락 때문에 소

년들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 일 것입니다.

소년들은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볼 모든 것을 계속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뒤를 돌아 보았고 결국 너무 크고 수염이 많았으며 왜

고양이가 어깨에 앉아 각 거인에서 다음 거인으로 뛰어 올랐습

니까? 너무 시끄럽고 토토로가 뛰어 들었고 군중 속에서 쥐를

보았습니까? 그녀는 토토로가 울부 짖는 소리와 비명을들을 수

있는 모든 소음에 대해 여자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 토토로가 골

목길을 달려 왔고 한 여성이 곤경에 처했습니다. 소년들이 따라

왔고, 그 여자는 아기를 낳을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흥분과 번잡

함은 몇 주일 일찍 노동을 가져 왔고, 그녀는 지금까지 임신 한



동안 시장을 방문하기에는 어리석은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Jezza는 항상 그녀를 멍청하다고 불렀기 때문에 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 썼기 때문에 그녀는 거리에서 아기를 낳을

것입니다.

소년들은 즉시 무엇을해야할지 알았 기 때문에 아기를 분만했지

만 엄마와 아기는 여전히 병원에 가야했습니다. 토토로는 소년들

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기 전에 탯줄을 물었다. 그리고 네 여자

의 이름은 Mary, Mary Theresa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의

아기 이름을 Lech, Boris, Gregorgi, Totoro Cameron으로지었습

니다. 다음으로 Gregorgi는 Lech와 Boris를 이끌고 Mary

Theresa를 팔에 안았습니다. Tororo는 광견병 고양이처럼 소리

를 내며 어깨에서 어깨까지 뛰어 올랐고 군중은 헤어지고 엄마

와 아기는 대기 구급차로 넘겨졌습니다.

기분이 좋았고, 그들은 선행을했고, Slapalotoff 부인은 그들에게

자랑스러워 할 것이고, 축하 맥주를 마시면서 생각했습니다. 그

녀는 반쯤 나체 여성을보기 위해 우리를 때릴 것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눈을 감고 그렇게 아기를 낳았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들은 웃었지만 그들 모두의 이름을 딴 아기가 있다는 것이 좋았

습니다. 그러나 Cameron은 어떤 이름 이었습니까?



소년들은 시장을 다니며 피를 흘리고, 더러운 구부러진 놈. 누군

가가 저주를했고,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을 축복하지 않았고, 작

은 남자가 그들을 만났고,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습

니다. 3 명의 큰 남자가 그를 쫓았 다. 한 명은 레흐, 한 명은 보

리스, 한 명은 그레고르기를 말했다. 앞으로 나아간 소년들은 원

시인의 길을 막았고, 집이나 영국이 아닌 괴롭힘을 좋아하지 않

았습니다.

뚱뚱한 집시들이 원시인들을 몰아 붙였습니다. 손을 흔들고 즐거

운 성탄절을 기원하며 레흐가 말하고, 손을 흔들고 메리 크리스

마스가 보리스라고 말했고, 손을 흔들고 평화로운 새해를 기원

합니다 그레 고르기.

안전한 거리에서 의도 한 희생자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 났는

지 지켜 보면서 원시인의 손을 잡고 비틀고 원시인을 돌려서 상

점 창문에 밀었습니다. 집에 우리는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위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동쪽에 가보지 않았다면 발음

할 수 없었을 아주 긴 단어입니다.



소년들은 원시인을 상점 창문으로 부드럽게 밀어 넣었고, 그들

의 찌그러진 얼굴은 내부의 CCTV에서 보였습니다. 영어로 우리

는 단어가 나치 괴롭힘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나치와 괴롭힘

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두려워한다고해서 그들을 괴롭힐 권리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내는 우리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

지만 우리도 게이가 될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게이이거나 게이

일 수있는 형제, 삼촌 및 친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멋지

고 불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쾌한 나치 괴롭힘은 결국 죽

을뿐입니다. 그래도 세 명의 원시인을 가게 창문에 대고 Lech,

Boris와 Gregorgi는 미스 Spankalotoff가 몇 년 전에 그들을

때렸 던 것처럼 그들을 때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동굴 인들

을 풀어 주었고, 소년들은 주교가 동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

럼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Dimitri는 계속해서 소련 우주 임무를

위한 로켓 제작을 도왔지만 여전히 엽서를 보냅니다.

피해자는 모든 것을 촬영했으며 몇 초 후 세 슬라브 인은 게이

의 전국적인 친구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Slapalotoff 양이

그들에게 심어 놓은 것만을 수행했습니다. 모두를 사랑하십시오.

Slav는 어떤 차이가 있더라도 항상 당신의 형제입니다. 그들이



시장을 더 걷자 미소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평화와 친

선을 전파하는 3 명의 슬라브 왕 이었지만 지금은 위험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술에 취한 두 젊은이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서

로 내기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무게로 인해 나무가

흔들리고 나무가 흔들릴 때 무슨 일이 벌어 질까요? 나무 꼭대

기에서 By Baby를 흔들면 나무가 흔들릴 때 아기가 넘어 지거

나 리듬이갑니다. 이제 두 소년은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흔들리며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있는 엄마 바로 위에 떨어질 예정이었습

니다.

어머니의 비명, 군중의 숨소리, 크리스마스 시장의 죽음과 재

앙. 두 명의 건방진 젊은이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쓰러 뜨리고 아

래의 엄마와 아기를 죽입니다. 하지만. 미스 Slapalotov는 또한

소년들에게 팀워크를 주입했습니다. 왼쪽의 레흐가 달려 가서 건

방진 소년을 잡았다. 오른쪽의 보리스가 달려 가서 다른 건방진

소년을 잡았다. Gregorgi는 어머니를 밀어 내기 위해 달려갔습

니다. 하지만 유모차에 탄 아기는 어떻습니까? 토토로는 그레 고

르기의 어깨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토로로는 뛰어 내려 유모차

를 밀어 냈다.



기적, 3 명의 슬라브, 2 명의 건방진 소년, 엄마와 아기를 안고있

는 유모차, 그리고 죽음은 없습니다. 모두 그들과 토토로라는 고

양이 덕분입니다. 군중이 분출했고 이것이 바로 지구상의 평화에

관한 것입니다. 토토로는 아기의 유모차에서 나온 우유 한 병을

받았습니다. 소년들은 어머니에게 유방이 가장 좋다고 말했고 그

녀는 오늘이 그녀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분유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소년들은 집에 오기 전에 몇 잔 더 마셨다. 세 슬라브 인

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평화와 선의를 가져 오기 위해 동쪽에

서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그것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

다. 그들이 뱃머리로 돌아갈 때 그들의 옛 친구 인 로켓맨 디미

트리가 군중들로부터 소리 쳤다. 그는 시장에 있었고 그들의 모

든 움직임을 숨 겼고 그들이 환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는 단지 이야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Tim Peake에게 뉴스를 전

하기 위해 우주 정거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이 정자에 도착했을 때 주차 위반 딱지가 있었기 때문에

Dimitri는 전화를 걸었고 결국 우주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서 친



구가있었습니다. 티켓을 가져가는 경찰관, 그리고 경찰 조사

관. 검사관에게 안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로켓 연료는 자신의

NASA 배지를 번쩍이는 Dimitri를 거짓말했고, 그는 지금 그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네, 검사관이 말했습니다. 검사관이 떠났을 때

소년과 Dimitri는 활에서 나온 로켓 연료를 토스트했습니다.

미스 Slapalotov가 당신이 그런 거짓말 쟁이가 된 것을 알았다

면 그것은 우리가 아닌 당신이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아는

우주에서 당신의 스틸 사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소년들은 얼굴

을 붉혔다. 병을 가져 오는 사람들의 명단에 저를 추가했는지 확

인하세요. 오, Tim Peake를 위해 한 명은 아시다시피 거의 러시

아인입니다.

어린이 크리스마스기도 ©

으로

마이클 케이시

친애하는 아기 예수님, 크리스마스에 맞춰 기차를 타도 될까요



친애하는 아기 예수님, 크리스마스에 초콜릿을 많이 먹어도 될

까요

친애하는 아기 예수님, 크리스마스에 더 많은 TV를보기 위해 늦

게까지 머물 수 있을까요?

친애하는 아기 예수, 엄마와 아빠가 크리스마스에 외치는 것을

그만 둘 수 있습니까?

친애하는 아기 예수님, 크리스마스에 야채를 먹을 수 없습니까?

친애하는 아기 예수님, 크리스마스 선물을 더 주실 수 있을까

요?

친애하는 아기 예수님, 밤에 불을 켜도 될까요? 아버지 크리스

마스가 크리스마스를 위해 기차를 배달 할 때 엿 보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친애하는 아기 예수님, 당신은 성장할 때 어떤 학교를 가겠습니

까

사랑하는 아기 예수님기도하는 건 힘들어 다 기억할 수 없어

친애하는 아기 예수님, 이제 잠을 자려고하는데, 산타가 내 기차

세트를 배달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나를 깨워주세요.

오, 잊었 어, 사랑하는 아기 예수 머피 부인이 곧 병원에서 돌아

오면 고양이가 굶주려 죽을 수도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머피 부인이 집에 오 셨으면 좋겠어요. 길

을 건너는 멋진 노부인이고, 제가 토토로를 그녀의 고양이로 쓰

다듬   게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 졸려.



친애하는 아기 예수님, 저는 머피 부인이 제가 고양이를 쓰다듬

게했기 때문에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머피 부인은 제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명예 할머니입니다. 저는 명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할머니는 내가 태어나 기 전에 천국에 갔다.

나는 지금 너무 졸려, 당신은 구유 아기 예수에서자는 것을 즐

겼습니까?

제발, 아기 예수, 머피 부인이 내가 그녀의 고양이를 쓰다듬 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낫게 해주세요. 머피 부인에게 토토로의 9

개의 생명 중 하나를 주면 그가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머피 부인이 빨리 집에 오게 해주세요. 기차 세트는 원하지 않

습니다. 머피 부인의 좋은 밀가루와 케이크 냄새를 맡고 싶습니

다. 아니요, 케이크 때문에 나아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녀가

나를 안을 때 나는 그게 그녀의 냄새입니다.



그녀는 나에게 케이크도 주지만, 제발 제발 아기 예수가 머피

부인에게서 기차 세트를 얻거나 케이크를 얻지 못하더라도 머피

부인이 빨리 집에 오도록하십시오.

내가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를 위해 원하는 것은 포옹, 많은 포

옹입니다. 산타에게 지금 자겠다고 말하세요. 그는 나에게 아무

것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내 기차 세트를 다른 아이에게 줘요.

내가 필요한 건 포옹, 포옹이면 충분 해 Baby Jesus.

마리아와 요셉도 포옹은 평생 지속된다고 말했습니까?

사진 촬영 ©

으로

마이클 케이시

내 옷을 어디에두고 싶니, 내 옆 바닥에 대답이 나왔다. 그것은

Photo Shoots에 대한 오래된 농담이기 때문에 Barbarella처럼



바닥에서 남자와 함께 나체로 내 모습을 그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한 일을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남성 사진 작가 였고

조수도 남성이기도했습니다. 아니 나는 임의의 잡지에 사진을 찍

지 않았고, 내면의 Burt Reynolds가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

니다.

아니, 사실 우리는 내가 아니라 새로 칠한 집의 사진을 찍고 있

었다. 물론 내 큰 Kardasian 크기의 리어 엔드처럼 모든 것을

맞출 수있는 넓은 천사는 물론 자연 스럽습니다. 내 실력을 보여

주는 시간이었다, 또는 오히려 집 ' 의 실력, 모두가 활짝 열려,

잠재적 인 구매자를위한 준비.

결국 우리가 완전히 이사를 갔을 때 나는 마지 못해 내 옷을 벗

고 카메라에 노출하기 전에 집을 다시 칠하고 손질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그런 다음 모든 구성의 영광에서 그것은 재미와 장난

치며 놀기위한 충분한 공간과 함께 정말 멋지고 큰 모습을 드러

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생각 나게했는데,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작가는 방의 크기, 바로 스타즈 워즈를 알아 내기

위해 레이저를 번쩍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내가 조수와 대화

하는 동안 사진을 찍고 다녔다. 나는이 방과 그 방의 역사를 설

명했다. 32 년이 지난 후에는 내가 이사하는 동안 잃어버린 마

이클 잭슨 앨범보다 더 많은 역사가 있었다. 나는 의자에 부러진

등받이에 앉아서 타이핑을 할 때 타자기의 균형을 어떻게 잡았

는지 설명했다. The Butcher The Baker와 The Undertaker는 가

스 불 앞의 거실에서 쓰여졌 고, 1988 년 윤년의 날에 완성되었

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위층 침실에서 Atari 1040에서 600 페

이지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증인을 위해 페인트 칠한 벽만 남겨 두었습니

다. 벽은 귀가 있어도 말을 할 수없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만

울고 있습니다. 영국 버밍엄 출신의 뚱뚱한 은색 머리 작가 인

마이클 케이시 작가는 더 이상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델이 아니라 벽에 내 그림이 없으면 신선하게 칠해진

것과 알몸이 다른 느낌입니다. 길 잃은 양말이나 셔츠 또는 더러

운 여자 팬티가 욕실을 어지럽히 지 않고 사방에 신선한 페인트

냄새가납니다. 내 토끼풀 밖은 여전히   등산가처럼 정원 벽에



매 달렸 기 때문에 나는 일부를 잡고 언덕 위의 새 집으로 이식

할 것입니다.

집 자체는 우리가 남겨둔 몇 조각과 조각이 완전히 벗겨져 있지

않으며, 구매하거나 처음 구매자에게 완벽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장소에서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아마 내가 죽는 집

이 될 것입니다. 수년간의 고통없이,하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

께 달려 있습니다. 침실 사진을 찍을 때 침대에 몸을 펴고 다진

것이므로 결국 크리스마스에 다진 시간을 가져야합니다. 어시스

턴트가 웃고 사진 작가가 나에게 돈을 건네줬고 나는 그에게 몇

퀴드 만 더하면 훨씬 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수염을 깎은

산타처럼 붉은 옷을 입었다. 사진 작가는 유머 감각이 있지만

30 펜스를 되돌려받지는 못했습니다. Harry Potter 's Field도 마

찬가지입니다.

나는 4 중 심장 우회술 이후에 너무 낮았 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의자에 앉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대신 딱딱

한 나무 의자의 구석에 바보처럼 앉았다. 내가 주위를 둘러 보면

서 몇 년 전 이중 유리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 같은 추억이 돌

아 왔습니다. 나는 이것과 그에 대한 이야기로 조수를 지루하게



했다. 단지 우리가 가지고있는 멋진 정원을 사진 찍기 위해 사

진 작가에게 내버려두기 위해 멈추었다.

그래서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고 곧 그 장소는 마침내 새로운

가족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시간 낭비는 추방되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것입니다. 17 권의 책을 쓸 수 있는

지, 그리고 그들의 집이 될이 네   벽 안에 아름다운 딸 2 명

이 있는지보세요. 그래서 지금 할 일은 내 옷을 벗고 마지막으로

알몸으로 집을 돌아 다니는 것뿐입니다. 사진 작가와 조수는 사

진 작가를 거부했으며 결국 Rightmove에서 허용되지 않습니

다. 그래서 나는 한국 가게의 Lucy Lu가 와서 내 사진을 찍기를

기다리는 동안 알몸으로 떨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사진

작가입니다. 보통 그녀는 테이크 아웃 음식 웹 사이트를 위해

접시를 찍습니다. 그들이 말하는대로 먹으십시오.

서킷 트레이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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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내가 뛰어 다니고 역도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기대하십니

까? 나는 락이 아니다. 비록 내가 그보다 무게가 더 많을지도 모

르지만, 그냥 구글 검색을해서 우리가 실제로 같은 무게일지도

모른다. 분명히 나는   은색 머리카락을 가진 그보다 훨씬 더

좋아 보였고 그는 신문에서 아이들과 자선 활동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가 그것을 즐기는 것

처럼 보였으므로 신이 그를 축복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의 팔꿈치에 더 많은 힘을 부여했습니다.

이제 그를 언급하는 이유는, 내가 오늘 아침 내 회로를하고 있

었기 때문에 그가 울기 시작할 때까지 반지 주위에 바위를 던지

는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의 스크래치 카드

를 긁기 위해 사용하는 그의 최고의 손톱을 부러 뜨 렸기 때문

입니다. 그가 몇 퀴드를 얻었습니까? 내 서킷은 집을 떠나 우회

전 중입니다. 사고 이후로 좌회전 할 수 없습니다.

Zoolander 사고로 좌회전 할 수 없습니다. 좌회전이 아닙니다.

내 정치적 설득은 내 자신의 더러운 비밀입니다. 어떤 정치인도

나를 설득 할 수는 없었지만 체리가 위에있는 크림을 많이 포함

하지 않는 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공자가 아니고

공자를 얻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바위가 당신을 던지고 머리를



부딪히면 확실히 당신의 꼭대기에 체리를 얻거나 적어도 검은

눈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블런트가되게 해줘, 에밀리는 당신이 메리 포핀스

라는 걸 알지만, 그를 굴뚝 위로 밀어 올리는 것을 그만둬, 그는

딕처럼 코크 니 액센트를 마스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온라

인으로 내 오디오를들을 수 있고 Posh Birmingham을 말할 것

이며 그의 부랑자에게 Old Spice를 뿌리지 마십시오. 오늘 신문

은 당신이 정글 영화에 대한 보수를받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알

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을 울게 만드는 것은 답이 아닙니

다. 그는 당신의 다음 영화에서 당신의 게이 형제를 함께 연기

할 수 있고 당신은 최고 청구액을 얻을 수 있고 그는 당신보다

적은 달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해 정

렬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는 원을 그리며 돌아 다닌다. 우연히 그의 발을 캔버스에 스

테이플 한 바위도 에밀리의 싸인을받는 동안 그가 보안 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가 변태적인 검은 비행기를 입은 사람이 누구

인지조차 몰랐다. 제이슨의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제이슨이 누

군지 알았으니 이제 그는 보안입니다.



내가 어디 있었는지, 네 여기 있지만, 곧 부엌에 가서 음료를 더

마시고 남은 크리스마스 초콜릿을 훔쳐 야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우회전하고 길의 끝에서 나는 숲 속으로 찔러 죽일 지 결

정해야합니다. 교활한 오줌이 아니라 걷는 사람과 다람쥐 모두

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내가 돌아 갈까요, 산타로 돌아 가지 말

고, 나는 모두 빨간 옷을 입고 지금은 수염을 깎은 산타처럼 보

입니다. 이쪽이나 저쪽으로 돌릴 까 아니면 그냥 마가렛을 할까,

레이디는 터닝을위한 게 아니야, 마가렛.

그래서 다른 뺨을 바람쪽으로 돌립니다.이 코트는 너무 짧습니

다. Donald 's는 그의 그의 무엇이든 숨기는 것이 훨씬 더 깁니

다. 그리고 나는 언덕을 내려 가서 상점으로갑니다. 이제 내가

한 방향 이상을 갈 수 있다면 나는 보이 밴드에있을 것이지만

좌회전은 숲의 다른 부분과 더 크고 가파른 언덕으로 이어집니

다. 나는 이미 일종의 베니 힐입니다. 같은 Twinkle, 언젠가는

스타가 될 것입니다.

덜 가파른 언덕을 걸어 내려 가면서 모든 집을 관찰하면 밤에는

너무 어두워서 여기에 전망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Frankie



Howerd가 말했듯이 당신은 이미 나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래된 10cc 노래를 부르며 언덕 아래로 트럭을 내려 가며

말을 올바르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누군가가 차를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하는 한 구석에서만 나는 은색 머리카락을 얹은 밝은

빨강입니다. 미안해 친구, 그가가는 길에 계속 소리 치는 걸 못

봤어. 레흐, 보리스, 그레고르기를 만나러 숲에 들른 후 집으로가

는 길에 아주 취한 산타였던 산타 였는데, 그가 그들의 친척 중

한 명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게에 가서 소시지 가격을 봅니다. 우리는 리치

몬드 소시지를 좋아합니다. 상하이 아내 만이 껍질없는 소시지

와 보통의 종류의 차이를 모릅니다. 그래서 내 딸은 내가 적절한

리치몬드 소시지 품종을 구하러 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모의 A 레벨을 공부하는 동안 그녀를 도울 것입니다. 나

는 또한 초리 조와 랩을 사야 만했는데, 이것들은 사이언스 두

뇌를위한 음식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샀을 때 나는 그 언덕을 오르기 위해 버스에 올

라 타서 내 서킷을 마칠 수 있었다. 나는 결국 케이트 부시가

아니고 털 모자 없이는 Benny에 더 가깝다. 나는 내 길을 넘어

섰다가 다시 언덕을 내려 가서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서 오른쪽



길로갑니다. 나는 결국 순례자 히피이고 에릭은 항상 그의 침실

에서 연습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길의 끝까지 계속갑니다. 때

로는 기타를 사용하지만 주로 Sally를 사용합니다.

다행히도 나는 여전히 귀 감염을 극복했기 때문에 귀머거리를

돌릴 수 있습니다. Eric은 블라인드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가

지고 있으며 그와 Sally는 Domino 구조로 높이를 조정합니

다. 그것은 산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에 대해 할 일입니다. 우리

는 단지 매우 가파른 언덕 일 뿐이거나 옷장 꼭대기와 관련이있

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냉동 소시지를 집으로 가

져 왔습니다.

내 마음을 노래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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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을 노래하자

내 미소를 비추 게

내 웃음이 울리게

내 기쁨이 퍼지게 해주세요



내 빛이 내 삶을 채우게 해줘

내 말을 현명하게

내 귀가 당신의 필요에 결코 귀 먹이지 않게하십시오

내 눈은 항상 좋은 것을 보자

내 어깨가 어떤 무게로도 꺾이지 않게하세요

내 발이 항상 나를 집으로 데려 가게 해줘

내 손가락을 교차 할 필요가 없도록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타인을위한 사랑과 자선, 형제 자매

그래서 내가 먼지 일 때, 내가하려고했던 것을 기억해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늘 나쁘게 불렀지 만

내 마음 속에서 우리 모두가 Harmony에서해야하는 것처럼 노

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T uesday 2019 1월 1일

2019 년에 기대할 사항

2019 년 에 기대할 것 글쎄요, 제가 여기 앉아서 제 생각을 날리

기 전까지는 제가 무엇을 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다음 아이디어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butcherbakerundertaker.blogspot.com/2019/01/what-to-expect-in-2019.html


에 연결하고 떠나갑니다. 일반적으로 한 시간이 걸리고 완료되면

나중에 준비하거나 편집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쓴 것을 다시

읽으면서 빠른 증거를한다. 대부분 처음으로 전체를 읽은 것은

여기에 게시 한 다음 오타가 있으면 수정합니다. 따라서 프로세

스는 Write in Word 또는 WPSWriter 또는 사용자가 직접 사용

할 수있는 다른 작업입니다. 그런 다음 컴퓨터 운영자 였기 때문

에 저축을 저장합니다. 그런 다음 4 개의 사이트에 게시합니

다. 그들은 복사 사이트이므로 만일을 대비하여 온라인 보안을

유지합니다. 우편함이 게시되면 사본도받습니다. 모두 매우 지루

합니다. 따라서 쓰기는 1 시간이지만 보안 및 게시 프로세스는

그 후 30 분이 걸립니다. 다시 읽으면서 10 점 만점에 점수를주

었습니다. 제 평균은 대부분 8 점입니다. 때로는 전체 내용을 읽

을 때 많이 웃거나 심지어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10이라

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보는 수치로

1/2 만 판단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전 세계에 매우

흩어져 있습니다. 내 Wordpress 사이트에 번역이 있으며 폴란드

어 로 된 인도 공주 를 찾아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몇

초 만에 친구에게 Google 번역을 알려주세요. 더 많은 자료를

사용해보세요. 나는 몇 년 동안 딸들에게 나의 새로운 이야기를

큰 소리로 읽었지만 지금은 때때로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몇 년

이 지났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관찰 이야

기가 중단됨에 따라 이야기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많은 전체 픽션을 얻습니다. 트럼프는 슬프게도 농담이고 슬픈

농담이며 그는 비 유적으로 나에게 강요했다. 나는 Mathis의 사

임과 McCrystal의 비난이 공화당이 정당이 아니라 Republic

First를 생각하기 시작한 시작 이기를 바랍니다 . 그리고 아마도

이기심과 오만함의 흐름은 되돌릴 수 있고, Canute조차 결국 젖

은 발을 가졌기 때문에 트럼프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

니다. 외국 은행 대출은 로버츠 판사가 방해하지 않고 헌법 위기

를 지원한다고 가정하는 모든 것을 드러 낼 것입니다. 그러면 판

사가지지하는 사람, 당 또는 국민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The

Post라는 영화를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후원을 받기를 바랍니

다. 영국 버밍엄을 여기에서 보면 미국 체제는 너무 정치적인 것

같습니다. 법은 모두에게 있으며 정치는 그것에서 제거되어야합

니다. 미국 독자들이 숙고할만한 것. 영국 법률 시스템을 복사해

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글쓰기로 돌아가서 뉴스에서 항목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아이디어 또는 패러디를 유발합니다. 제 스타일은

다양하고 70 년이 넘는 라디오와 영화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저

는 70 세가 아닙니다. TV를 너무 많이보고 코미디 라디오를 많

이 듣습니다. 나는 반복되는 것을 들었고, 나의 영화는 Charlie

Chaplin에게 돌아 간다. 나의 친애하는 친구 Robert Downey Jr.

에게 인사한다. 나는 그에게 Chaplin II를 할 것인지 물어 봤지만

그는 농담을받지 못했다. 그는 훌륭한 배우이고 나는 그의 셜록

을 사랑합니다. 내가 여기 앉아서 이야기 할 때 나는 화면 앞에



서 나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특 대형 실험실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딸을 위해 샀는데 사이즈를 잘못 보냈는데 보관하기로

했고, 이제는 파란색 작업복을 입으 신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내

가 마지막으로 살아 계신 어머니를 보았을 때 그녀는 파란색 작

업복을 입고 냉장고 앞에 서서 23 년 전에 돌아가 셨습니다. 나

는 그녀의 관에서 그녀에게 작별 키스를했고, 그녀는 인생에서

결코 그녀가 아니었던 얼음처럼 추웠 고, 지금은 울 수 있었지만

그녀는 그녀가 죽었을 때 나는 결코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내가

가진 믿음은 그녀에게서 나에게 쏟아졌다. The Butcher의 Mrs

Murphy The Baker and the Undertaker는 제 어머니와 그녀의 세

자매, 4 명의 케리 여성의 힘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책에 넣고

싶지 않았지만 내가 끝낸 후 다시 읽었을 때 정육점에 실험실

코트를 입을 큰 흰색 정육점 빅 시드가 아버지이거나 오히려 사

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정육점은 내 아버지였다. 내가 복

사 타이피스트를 얻는다면 Big Sid가 절정에 맞서고 Murphy 부

인이 핵을 잃고 핵기도가 필요하며 그녀는 버튼을 누르는 여성

이기 때문에 정육점을위한 눈물은 매우 극적입니다. 생각대로 웃

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600 페이지 속편을 앉아서 낭송 할

수만 있다면 3 개월 안에 할 수있을 것입니다. 24 시간의 2 시

간 세션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보다 내가 Kpop 걸 밴

드로 유혹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리고 네, 저는 정치적 정확

성과 눈송이를 싫어합니다. 제 범위는 Lenny Bruce에서 Bob



Hope까지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내 글의 스타

일이나 오히려 말하기가 당신이 읽거나 듣는 것을 멋지고 쉬운

글쓰기로 만들길 바랍니다. 커피와 도넛 길이. 매일 고통 괴물이

사라지면 글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4 년 전 며칠 만에 4

중 심장 우회술을 받았고 관절염이 있었고 약간의 Ckd와 재미

로 이명도 2018 년에 도착했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248 파운드

버전이지만 조지 클루니와 비슷합니다. 분명히 Kpop 걸 밴드가

버밍엄으로 돌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북한에서 그의 옷을 입은 김보다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내

Kpop이 세계 이야기를 저장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나는 가서 약간의 쇼핑을 위해 언덕을 비틀 거리기 전

에 세탁기를 비울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비틀 거리는 주제에

대해, 내 물건을 읽으면 완벽한 소년과는 거리가 먼 소년이 항

상 소녀를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TV의 공허

한 소녀는 멍청이를 펌핑하고 결혼 하기 때문에 내 이야기에서

가장 예쁜 소녀는 항상 마음에 끌리기 때문에 소년의 말을 더듬

거나 절뚝 거리거나 교육 부족을 받아들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

을 정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오래 전에 나에게 얼마

나 멀리 가져가도 해피 엔딩을 좋아한다고 말했고, 내 삶을 안

다면 Far Fetched가 내 진정한 현실 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

다. 이제 2019 년 1 월 1 일을 오늘로 마치겠습니다. 언젠가는

내 마지막 날이 될 것이지만 Kpop 소녀들이 와서 정육점에 대



한 내 눈물을 입력하기 전까지는 안됩니다 ... 아니면 현실에 대

한 이해가 이미 사라 졌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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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매치 걸이 스트라이크를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역사 애

호가들만이 그것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다들 무슨 말을 하시

나요? 아니면 제 옛 역사 선생님에게 물어보세요. 그게 중매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우리는 성냥을 쳐서 불을 붙인 다음 불을

피우거나 주전자 아래의 가스에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추운 날에 우리를 따뜻하게 해줄 뜨거운 cuppa를 가질

수 있고,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키고 우리는 그날의 혼란

이나 우리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에 직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면 우리는 그 성냥이 맞았 기 때문에 온전한 식사를 할 수 있습

니다.

이제 사랑도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사랑을

갈망하고 우리의 삶을 함께 할 누군가를 찾습니다. 때때로 우리

가 누군가를 찾을 때까지 길고 구불 구불 한 길이고, 어떤 때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결혼 할 사람이나 우리를 위해 선택된 사

람을 알고있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서구에서는 우리가 선택한 사

람과 결혼하거나 짝짓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박사

학위를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중매인에게 의지합니

다. 매치 메이커 매치 메이커는 The Fiddler on the Roof에서 부

른 것처럼 저를 매치시킵니다. 아니면 Barbara Streisand가 그

영화에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Cher in Moonstruck에 있

었습니까? 내 머릿속에 너무 많은 영화, 수천 개. 그래서 어떤

남자를 원하십니까? 아직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잘

해야합니까? 충분했다. 아니면 친절이 가장 중요한 특성인데 일

주일에 3 번이나 밤이라고 했나요?



그래서 당신은 목록을 가지고 있고 당신의 이상적인 남자는 모

든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버밍엄의 그늘

에서 뚱뚱한 은발의 작가에 만족합니다. 그가 항상 당신을 웃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보험 증권 크기였습니

까?

당신은 중매인을보고 그것은 고백과 같습니다. 언제 멋진 녀석

을 만나게 될까요? 스커트 한 조각을 모두 쫓는 사람, 침대 기

둥에 노치가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멋진 녀석들은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그런 다음 중매인의 아들이 옷을 벗고 세탁기에 넣고

위층으로 달려가 샤워를합니다. 그는 당신이 그의 어머니와 함께

어둠 속에 앉아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기계공이고 어떤

것을 고치는 지 알고 있으며, 무엇이든 운전하고 무엇이든 움직

일 수 있습니다. 그가 당신 앞에서 벌거 벗은 채로 당신을 움직

이게했고, 그 순간 당신은 그에게 고정되었고, 그는 당신을 욕망

에 사로 잡았습니다. 왜 그렇게 특별 했나요? 당신은 전에 벌거

벗은 남자를 본 적이 있고, 당신은 처녀가 아니 었습니다. 첫눈

에 반한 사랑이었고, 그의 윤곽이 모두 그려져 있었고, 당신이

따라갈 계곡과 봉우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니면 이것이 중매인

의 마법 이었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그녀의 가장 큰 실

패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번개 볼트입니다.



매치 메이커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히려 남성과 여성이라고 말해야하는데, 그녀는 몇 시간의 사회

적 접촉과 전화 작업을 통해이 목록을 유지합니다. Mark는 영리

한 소녀를 좋아하고 Peter는 벙어리 금발을 좋아하고 John은

친절한 마음을 좋아합니다. Mary는 돈을 좋아하고 Jane은 의사

를 좋아하고 Annie는 이국적인 것을 좋아하고 Cilla는 마음이있

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제 매치 메이커가이 두 개를 결합하는

것이죠.이 두 개를 함께 붙잡아 야하는 것은 초강력 접착제가

아닌 장붓 구멍 관절입니다. 손톱은 확실히 아플 것입니다. 매치

메이커는 단결해야 싸우지 않습니다.

매치 메이커는 좋은 커플, 듣는 사람이있는 화자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원하는 누군가가있는 열정적 인 사

람, 다른 손을 가진 손잡이, 양을 가진 잉. 정말 케이크 믹스와

같기 때문에 모든 적절한 재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합니

다. 너무 쓰거나 너무 달지 말고 잘 섞은 다음 적절한 순간에 일

어나도록 충분히 오래 굽고 오븐에서 너무 일찍 꺼져도 무너지

지 않도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제대로된다면 최종 결과는

옳은 맛이납니다.



따라서 매치 메이커는 샌드위치 메이커로 시작한 다음 가끔 식

사 메이커로 시작하여 뷔페를 제공 한 다음 미슐랭 스타 셰프를

제공하여 고객이 Crumpet을 가질 수 있도록합니다. 사랑은 부

드러운 것입니다. 매치 메이커는 상대방에게 소화 불량을주지

않는 잠재적 인 파트너를 제공해야합니다. 파트너는 약이 아닌

설탕 한 스푼 인 Mary Poppins와 같아야합니다. 입안에 나쁜 맛

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치 메이커 작품, 눈에 띄는 성냥과 우정의 불, 그리고

사랑으로 변하는 불씨. 그리고 그것이 작동 할 때 결혼과 불꽃

놀이가 있고, 중매인은 어디에나 초대를받습니다. 그녀가 뚱뚱하

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큰 행복이 있으며 중매

인은 선물과 할인으로 샤워를합니다. 당신은 중매인이 가져다주

는 행복을 셀 수 없으며, 그렇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그녀의 이

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은 그 안에 아그네

스가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나만의 매치 메이킹을해야합니다. 나와 TV 뉴스, 저는

모든 TV 리포터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항상 그들을 본다는

점 에서요. 나는 그것이 나를 슬프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터뷰하는 정치인들을 괴롭히는 것은 나의 오늘의 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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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느긋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제가 Star Trek Discovery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다시피 저는 4 시간 분량의 DVD를 남겼

습니다. 동생이 준 DVD가 6 시간 더 남았습니다. 그는 자선 가

게에서 그것들을 사서 나중에 나에게주고, 훨씬 나중에 버밍엄

을 비행 할 때 나에게 준다. 아니 그는 조종사가 아니고 가족의

많은 교사 중 한 명일 뿐이다.

나는 방금 새 장소에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장식을 벗

기기를 마쳤습니다. 나는 스트리퍼를 외쳤지 만 내가 직접해야했

다. 막내가 모든 장식을 제거하여 크리스마스를 끝내는 전통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귀찮을 수 없

었습니다. 실제 시험은 며칠 만에 손짓하기 때문에 직접 해봤습

니다. 나는 우리 고양이 토토로를 나무에 오도록 초대했지만 그

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것은 내 딸들이 관심이 있었지만 그 반

대는 청소부에게 남겨졌습니다. 나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내 옆에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 달 후에 아침에

나무가 문 밖으로 나가면 의자 위에서 뒤섞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바닥과 깔개 전체에 바늘 흔적이있을 것이며 나뭇 가지가 벽을

긁는 것을 방지 할 수있는 방법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처형하는

죄수처럼 나뭇 가지들은 그들의 운명을 피하기 위해 벽을 붙잡

으려고 애원하며 손을 뻗을 것입니다.

소녀들은 또한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마지막 선물이 담긴 가

방을 남겼습니다. 왕들은 결국 늦었습니다. 6 일월은 오늘날이었

다. 이제 크리스마스 장식을위한 머리와 어깨와 같은 모든 것이

지워졌습니다. 내일 나는 나무가없고 양탄자를 진공 청소기로 청

소하고 내 뒤에서 내 긴 의자를 닦을 것입니다. 그러면 연구가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연구를합니다. 우리는 허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Epiphany는 어떻습니까? 나는 일반적으로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Mark Harris가 한때 "당신은 좋은 넘어지는 사람

입니다"라고 말했듯이, 그는 내가 그를 인용 한 것에 놀랄 것입



니다. 페이지 끝으로 데려다 줄 Sat Nav가 있지만 시작하는 방

법은 순전히 행운입니다. 아니면 어머니 께서 말씀 하셨던 신의

도움과 두 명의 경찰관 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버스 정류장에서 무언가를 보거나 듣거나 창 밖을보고 생

각의 기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Epiphany가 크든 작든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공포는 깨달음입니다. 다시는 버

스를 타지 않거나 그 길을 다시 올라가거나 그 칩 가게를 다시

는 방문하지 않도록합니다. 식중독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특정한 음식이

나 특정한 방식으로 조리 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반 돌 또는 6 킬로를 잃는 것은 일주일, 끔찍한, 변기 주자에 붙

어있는 외로움입니다. 그런 다음 고용주가 전화를 걸면 식중독에

대한 실행 논평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깨달음입니

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회사를 떠날 것이라고 맹

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훌륭한 직원을 뒤집어 놓았습

니다. 그들은 내 직장 생활에서 최악의 고용주라는 것을 깨달았

을 때 그들의 깨달음을 무명으로 유지할 것입니다.



진화는 혁명보다 낫습니다. 변화를 원한다면이시기에 많은 사람

들이 결심을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남자 친구 옆에서 운전하세요.

쏘지 마세요. 이건 미국이 아니에요. 그냥 비에 뿌려 놓고 화를

내세요. 그없이 일하러 가서 전화를 차단하고, 일주일 후에 그는

버스 정기권을 살 것이고, 대신 제니에게 가장 친한 친구를 태

워 줄 수 있습니다. Jenny가 Paul보다 훨씬 낫다고 결정하면

Katy Perry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여자에게 키스하고 좋아할 수

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판단해야합니까?

우리는 삶에 많은 변화와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저녁에

일찍 직접 만들었고 오래된 Sainsbury의 주황색 캐리어 백을 재

활용하고 바지를 모두 넣었습니다. 바지는 오렌지색, 양말은 녹

색 가방이 즉시 내 침실이 더 깔끔하고 색상으로 구분됩니다. 내

보라색 베개 슬립은 비숍의 내실처럼 눈에 띄거나 Cadbury의

부활절 달걀에서 포장을 남겼습니다.

작은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다양한 가방과 색상 코드

옷걸이에 옷을 색으로 구분하는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종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삶은 색이 훨씬 더 좋

습니다. 그래도 기억해야 할 것은 왕들이 늦었지만 결국 거기에



도착했고 그들이 한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삶에서 새로 시작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글쓰기를 가르친 다음 다른 길에서 시작할 수 있다면 당신

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가장 낮은 공통 분모입니

다. 이것은 내가 거터에 있었지만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멋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는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몇 번

이고 매일이 새로운 날입니다. 별은 동쪽에 있습니다. 당신은 희

망과 꿈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 Manger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항상 시도 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정에 관련된 작업은 우

리 모두를 강하게 만들고 홈통에서 일어나서 우리 모두 별에 도

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현절은 우리 모두에게 왕이되고,

여행하고, 별을 따라 구유로 향하도록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는 순수한 만족을 찾을 것입니다.

TV 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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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다른 것을 쓰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것이있다.

이것은 라디오에서 훨씬 더 잘 들리는 오래된 농담이고 내가 쓰

는 모든 것이 라디오라는 것을 기억한다. 철학 학생들이 Stella



Artois를 마시면서 논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오래된 스

페어 파트너는 이번 주말에 그가 우리를 방문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Dr P는 우리에게 은혜를 입힐 것입니다. 나는 50

년 전에 문법 학교에서 거의 그를 죽일 뻔 했으므로 그는 여전

히 그의 복수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무엇과도 관계가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수학 학생들에게 퍼즐입니다. 저와 P 박사가 함께 학교에있을

때 우리는 모두 라틴어를했고 Up Pompeii는 라틴 시대를 배경

으로 한 새로운 히트 쇼 였고, 외설적 인 유머가 많았습니다. 그

래서 밤에 라틴어를 배우면서 우리는 TV 쇼를 보았습니다.

Utube에 있습니다. 거의 50 년 전에 제가 시청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후 이탈리아 여행에서 폼페이를 방문했고 차

가운 돌 위에 앉아 프랭키 하워드처럼 얼굴을 잡아 당겼습니다.

TV 쇼에 대한 취향이 커짐에 따라 커지고 변화합니다. 요즘은

뉴스 채널 덕분에 TV 뉴스를 너무 많이 봅니다. 저도 Fox를 즐

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우익 이었기 때문에, 그래

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TV 패키지

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Fox News는 실제로 Sky에서 제거되

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제외하고는 영국에서는 아무도 시청하

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가 좋은 기자라고 생각하기에 Shepherd Smith가 그리워

요. 나는 항상 그가 게이가 될 수있을 정도로 그가 너무 친절하



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행복하고 게이라는 보도를

보았을 때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의 축복을 빕니다. 사실

나는 술집에서 미국인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그를 정육점의 눈

물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마 내가 글을 쓰지 못할 수도 있겠

지만 그것은 매우 재미있을 것이고 Shepherd는 퓰리처를 이길

수 있지만 그의 영국 호스트와 70 년 된 영혼의 진정한 근원에

대한 존경심으로 이야기를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Charles Krauthammer 도 그리워한다 . 그는 Fox TV 쇼에서

어른이었다. 그래서 그것은 내 더러운 비밀의 일부에 불과합니

다.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것, 경찰 쇼. 아이언사이드는 어렸을

때 기억 나고 최근에 TV 어딘가에서 발견했고 탐정 쇼는 영원

히 계속됩니다. Cagney와 Lacy 우리 어머니와 자매들은 많이

좋아했습니다. 이제 Brocklyn 99에는 Cagney와 Lacy라는 큰

딸이 있습니다. 그는 매우 웃기고 예, 나는 그의 이름이나 그들

의 이름을 모르지만 모두 나를 웃게 만듭니다. 캡틴은 제 친구

P 박사를 상기시켜줍니다. 이번 주말에 그는 매우 비논리적 인

마이클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Cumberbatch의 현대 Sherlock은 큰 폭로 였지만 Robert

Downey Jnr의 영화 버전도 Basil Rathbone 버전만큼 훌륭하고

저는 Peter Cushing TV 버전을 기억할만큼 충분히 늙었습니

다. 무엇을 볼지에 대한 충분한 아이디어와 내 TV 시청에 대한

통찰력을 주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경찰 쇼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술을

좋아합니다. 작은“a”가있는 예술이 아마도 가장 좋습니다. 이것

은 사진 속의 나체 여성을 바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겨울 장면이 인쇄 된 A4 크기보다 작은 카드에 10 페니를 썼습

니다. 그게 50 년 전이었는데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제 침실에

있어요. 그 사건 때문에 예술에 대한 관심이 싹트게되었습니

다. 나는 벽에 풍부한 인쇄물을 가지고 있었고 멋진 그림으로 업

그레이드했습니다. 결혼하기 전과 아이 전에 할 수 있으며, 술을

거의 마시지 않으면 자금이 있습니다.

Art에 대한 나의 TV 팁은 Andrew Graham Dixon입니다. 그의

사이트를 찾고, 그의 쇼 CD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학식이 많고 그의 주제를 정말 좋아합니다. 또는 BBC에서 반복

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마음을 열

었습니다. 그는 또한 이탈리아 친구와 함께 Art and Food 쇼를했

기 때문에 맛보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 / 가이

드와 함께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은 항상 좋습니다. Andrew

Graham Dixon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으며, 우리가 함께 승강기에 갇히지 않는 한 결

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이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아십니다.

다른 쇼를 시도하는 것은 보물로 이어지며, 이것이 당신의 차

한잔이 시계를 가지고 듣고 듣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



오. 자막이있는 영화는 절대 볼 수없고 시도해 보면 TV와 영화

의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발견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

니다. 흑백 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해보세요. 전 세계가

David Attenborough를 좋아하므로 비슷한 쇼를 시청하세요. 그

의 브랜드가 아니어도 상관 없습니다.

한국 쇼는 매우 재밌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아라. 농담이 아니다.

중국 연재물도 피닉스에서 보라. 거기에는 전 세계의 엔터테인먼

트가 있습니다. 구정이 곧 올 예정 이니 시청할 엔터테인먼트 버

라이어티 쇼를 찾아보세요.

글쎄, 이것은 TV 시청을위한 침대 시트로 바뀌 었습니다. 기본

적으로 저는 너무 고립되어서는 안됩니다. Inform, Educate and

Entertain은 BBC의 모토로 여겨졌지만 여러분 자신의 모토 일

수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TV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세

요. 또는 한 달에 한 번 다른 테이크 아웃을 시도해보세요. TV에

서 배운 한국어를 연습 할 수 있으며, 한국 테이크 아웃 소녀와

결혼 할 때 밥을 던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습니

다.

양말 서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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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고 여전히 그렇고 오늘 무엇

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인지 고르는 데 어려움을 겪고있었습니

다. 고군분투한다는 것은 내가 2 분 동안 주제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 침대에 누워있을 때 주제에 대

한 아이디어가 떠 올랐습니다. 자신의 농담을 만들지 마세요. 내

페이지에 허용되는 스탠드 업 코미디언은 단 한 명뿐입니다. 바

로 저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디어, 주제에 대한 생각을했고 그

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보자. 내 손을 잡고 정원 길로 당신

을 인도 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곳에서 용감한 길을 만

날 것입니다. 그리고 Gill이 이것을 읽고 있다면, 당신은 그런 종

류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때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세

요. 언젠가는 사전 사용법을 배우 겠지만, 지금은 그것이 제 침

대 밑에 있고, 침대를 침대로 잡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제 오프닝은 나에게 다른 두 가지를 생각 나게했다. 문법 학교

1 학년 영어에서 학생 교사는 그가 유일한 코미디언이라고 말

했으므로 장난을 그만둬야했고 그의 교사는 수염과 지팡이를 가

졌습니다. 50 년 된 기억이 어떻게 돌아 오는지 재미 있지만 페

이지를 채우는 데 도움이됩니다. 20 년 전 사무실에서 내가 작

가로 자신을 드러 냈을 때 길은 내가 쓴 글이 퇴비 임에도 불구



하고 사람들을 정원 길, 화분 창고로 인도한다고 말한 것은 그

녀였다. 그녀는 말로 사랑스러운 방법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내 경우에는 오렌지색 Sainsburys의 가방이지만 양말 서

랍에 대해 이야기하려고했습니다. 내 양말 서랍에는 양말이 다

똑같아요. 몇 년 전에 Aldi에서 판매가 있었기 때문에 짐을 샀습

니다. 2 년 전 우리는 제 딸이 GCSE를 할 때 고급 슈퍼마켓으

로 옮겼습니다. 오늘 그녀는 모의 수학 A 레벨을하고 있습니다.

역학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므로 5 분 안에 시험이 시작되면 우

리 모두 손가락을 건너 갈 수 있습니다. 지난 2 년 동안 더 나

은 다이어트 덕분에 그녀가 4A 레벨 모두에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 양말은 어떻습니까? 차가운 발은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양말

한 켤레는 당신을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아는 노인에게 물어보

십시오. 내가 아니라, 나는 마음이 젊고, 내 은색 갈기가 나를 늙

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뺨에.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재미있는 양말을 가지고

심슨 가족이 트럼프를 농담으로 대통령으로 삼았고 그 농담은

슬픈 냄새 나는 양말 현실이되었습니다. 양말에 요일을 둘 수 있



으므로 입기 전에 냄새를 맡을 필요가 없으며 개가 대신해달라

고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가 넘어지면 양말을 갈아 입을 시

간입니다.

더 많은 Movelat 진통제 젤을 얻기 위해 중간 이야기를 정리 한

것처럼 보온 양말도 훌륭합니다. 나는 단지 Rag와 Bone Man이

너희 모두에게 노래를 부르며 조심스럽게 갔다. 그는 지금도 노

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배꼽의 모든 보풀에 바늘이

박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침대에 누울 때 그것을 사용하여

사탕 치실을 만들지 말았 음을 기억해야합니다. 이제 여러분 중

절반은 YUCK라고 말했고 나머지는 저와 Gill 및 다른 모든 퇴

비와 함께 화분 창고에 있습니다.

20 년 전 상하이에 처음 왔을 때 너무 추워서 양말 3 켤레를

신었습니다. 우리는 신발 가게에 들렀 고, 제가 상하이 신발을

신어 볼 수 있도록 양말 2 켤레를 벗어난 소녀들은 재미로 바라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카운터 밑에 보관했던 오래된 커피 병

에서 녹차를 마시고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새 신발을 구입 한 후

여분의 양말 2 켤레를 다시 신었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우리는 모두 신발을 벗고 스타킹

을 신고 휴식을 취합니다. 예, 제 경우에는 실제로 여성용 스타

킹과 가터 벨트를 착용하고있을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검은 색

보다 빨간색을 선호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것을 읽고 당신은

나를 사야 할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실제로 양말을

벗기고 애완견이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의 소금을 핥도록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강철 발가락 모자를 씌운 부츠를 벗고

Jeyes Fluid를 뿌려서 씻는 그릇에서 발을 씻으 셨다고 언급했

습니다. 제철소 엄마의 모든 땀으로 인해 쌍둥이 욕조 세탁기의

집게를 사용하여 아버지의 백합처럼 하얀 냄새 나는 발에서 양

말을 떼어 냈습니다.

나는 무릎 바로 아래에 가터가있는 긴 양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내가 오늘날까지 가터가 달린 여성 스타킹을 신는 이유

를 설명 할 수있을 것이다. 다리가 좋다면 보여 주어야합니

다. 요즘 내 이음새가 보이 긴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고치기

위해 정맥을 채취 한 다리에 내 흉터이지만 내 다리는 여전히

위대하니 질투하지 마세요.

지금 끝내야하니 스페인에있을 때 양말 사는 걸 도와 드릴게

요. 이것은 우리가 45 년 이상 전에 스페인어로 배운 작품입니



다. 양말을 찾았는데 스페인어 단어가 기억 나지 않아서 찾을 수

없다면 점원이 여러 가지 물건을 들었을 때 그냥 No라고 말하

면됩니다. 양말을들 때까지 외칠 수 있습니다. Eso Si Que Es. 적

어도 당신은 오늘 나와 함께 화분 창고로가는 정원 길을 오르면

서 스페인어를 배웠습니다.

뒤틀린 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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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욱신 거려서 또 다른 파라세타몰을 복용했지만 오늘은 2

시간 동안 낮잠을 많이 잤지 만 취침 전에 글을 쓰고 싶습니

다. 이것이 나의 현실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외출을했지만 오늘

은 뒤틀린 현실로 돌아 왔습니다. 또한 FB 쓰레기 나 다른 사람

의 쓰레기가 아닌 온라인 뉴스, 적절한 신문을 읽고있었습니

다. 그래서 트럼프가 뉴스를 휩쓸고 간 벽 분쟁은 계속되고 있지

만 그는 왜곡 된 왜곡 된 현실에서 종교적 권리의 메시아입니

다.



따라서 오늘 밤의 작품은 우리 모두가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어

떻게 보는지 아니면 천사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악마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악마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

협상을 할 때 인식 자체가 테스트됩니다.

그는 책상을 때리고 울화통을 먹었습니다.

또는

그는 그것이 그의 아내의 몸이거나 다른 사람의 아내의 몸이기

를 바라며 책상을 쓰다듬었다. 부드럽고 열정적이며 130,000 달

러가 들지 않습니다.

그는 좋아하는 수업에 대해 선생님처럼 과자를 나눠주었습니다

또는

그는 싸구려 사탕으로 이빨을 붙여서 우리를 침묵 시키려 했어

요

그는 우리의 모든 관점을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또는

그는 정말 당신을 망쳐

그는 우리가 한 말도 듣지 않고 일어나 떠났어

또는

골프 대회가 열렸 기 때문에 대신 TV로 보러 갔어요

그는 생각에 잠겨 있고 사려 깊었고,

또는

그는 대신 차에서 우리를 튀기면서 드롭 데드를 트윗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되기 위해 오벌 오피스에갔습니다

또는

아무도 그가 말하는 곳을 도대체하지 않으며, 노동자들이 버려

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John에게서 말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여전히   급여 수표를 받았습니다



또는

급여 명세서에는 제로를 지불했습니다. 제 가족에게 제로를 먹

이십시오.

그는 벽을 세울 곳을보기 위해 국경을 방문했습니다.

또는

무엇을 위해, 장벽이 아닌 사람들에게 투자하십시오.

베를린에는 장벽이 있었고, 여리고에는 장벽이 있었고, 둘 다 무

너졌습니다.

그는 옳은 일을 위해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또는

그는 무지와 부끄러움의 벽, 그것이 그의 영원한 명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트루먼이 알고있는 것처럼



벅은 여기서 멈 춥니 다.

이 무언극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진정한 공화당 원들은

모든 정당에서이 괴물 쇼, 대통령의 공포 쇼를 끝내야합니다. 중

국 가게의 황소처럼 우연히 우연히 다니고 있습니다. 사방의 주

식 시장, 사방의 무역 정책, 그가 매일 아침 트윗하는 화장실에

앉아 외교 정책을 구성했습니다.

불량배를 쓰러 뜨려야합니다.

또는

그는 너무 조직적입니다. 그의 팀은 너무나 위대하고 실수하지

않으며 아무도 잘못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우 경건하고 거룩합

니다. 틀린 것은 다른 모든 사람입니다. 내 딸은 세계 은행에서

위대 할 것이고 내 사위도 천재입니다. 모두가 회전하는 세탁기

안에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내가 틀렸을 수 있고 그는 누군가 그의 세금 보고서를

유출 할 때까지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10 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는 러시아 마피아 돈으로 독일 은행에 의해 구제

되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은 모두 가짜 뉴스 언론과 같

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에도 불구하고 선은 선이며 미국인은 항상 위대합니

다. 그러나 나머지 세계를 위해 그리고 우연한 전쟁을 피하기 위

해 트럼프를 세계 무대에서 끌어 내고 그의 거짓말이 누구에게

도 해를 끼치 지 않는 골프 코스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또는 나는 그의 모든 모공에서 흘러 나오는 좋은 것을 볼 수없

는 완전히 오도 된 사람 일 뿐이며, 그는 가능한 최고의 세상을

만드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진짜 현실을보기 위해 지금 Candide를 볼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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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년 1 월 14 일 월요일

이상한 날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youtube.com/watch?v=cMIzHnyuiNY


이상한 날

오늘은 관절염이 꽉 찼기 때문에 외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

지만 계산서를 내야했기 때문에 언덕을 내려 가서 우체국으로갔

습니다 . 한 젊은 남자가 나에게 새 TV를 팔겠다고 제안한 백인

남자에서 뛰어 내 렸는데 그는 여행자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

가 경찰관이라고 말했고, 가서 비밀 마이크를 가진 척했습니

다. 나는 결국 초현실적 인 유머 감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의

배우자는 내가 작가가 아니라 W라고 손짓했고, 그는 내가 영국

인이라고 맹세했습니다. 사실 나는 그와 마찬가지로 아일랜드 인

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르쳐 준대로 완벽한 아일랜드어로 내

엉덩이에 키스하라고 말했다. 아무도 밴에서 아일랜드 여행자로

부터 훔친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일랜드 인 우리 모두

에게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가서 필요한 머리를

많이 깎았 고, 딸이 나에게 보내기를 마치면 최신 사진을 첨부

하겠습니다. 이발사는 9 퀴드를 잘 해냈고 제 딸의 미녀와 같은

국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내가 어떻게 그 아름다움을

겁 먹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정원에 무덤을 파고 딸을 다치

게하면 얕은 무덤에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아빠는 소녀들을

보호해야했고, 이발사는 농담을 좋아했습니다. 샤이닝은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 저도 구글 마이클 케이시에게 아빠 /

삼촌이 전화를 건네 줬는데 아랍어로되어있어서 영어로 바꾸고



타이핑해서 부모님 결혼식 사진을 보여 줬어요 일. 나는 그가 읽

을 수있는 간단한 이야기   2000 개와 오디오 200 개를 찾

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나는 우유 사는 것을 잊고 집에

갔다. 나중에 Invest in Film 회사에서 회람을 받았기 때문에 대신

나에게 투자하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남자 친구를

놀라게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와 140 만 단어와 30 년의 코

미디 작문과 같은 몇 가지 사실과 수치를 공유하기로 결정했습

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두 명의 경찰관의 도움으로 나는 발견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무인 얕은 무덤을 떠난 혐의로 체포. 초인종

이 울리면 두 명의 여행자 가 사인을 요청했고 나는 새 TV를

정말로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이웃집 Nick을 가리 켰습니

다. 그는 정말로 경찰관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그에게 새

TV를 팔려고 거기에 간 것 같습니다. 그게 내 날입니다. 새 집에

걸어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Burne Jones 천사를 위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 Cheerio 및 투자자 인 경우 이메일

michaelgcasey@hotmail.com



정육점을위한 10 장 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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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Sid는 우체국에 들어 와서 자신의 시간을 바꾸고 싶었 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June이 그녀 옆에 두 번째아이를 기대하고 있

다고 전 세계에 알리고 있던 Murphy 부인과 대화를 중단했습니



다 . 시드는 성자 크리스토퍼처럼 아기 쉴라를 품에 안고 곧 놀

이 친구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아기를 안고있는

동안 오토바이 헬멧을 쓴 무장 한 남자 3 명이 우체국에 침입했

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그는 즉시 성난 황소처럼 그들을 돌

격했지만 그는 아기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통제해야했

습니다.

경보 음이 울 렸고 멀홀랜드 상사가 우연히 밖으로 나와 포위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포위 공격에 대한 모든 세

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습니다.하지만 Big Sid는 즉시 그의 부

피가 Murphys 부인과 아기 사이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의

시체 위에 어떤 해를 입힐 것입니다. 그리고 포위 공격을 견뎌냈

습니다. 강도들이 잘못된 우체국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

다. 그들은 마을 반대편에있는 매우 큰 호프 애비뉴 우체국에 있

었어야했습니다. Sat Nav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Big Sid의 친구 인 Birmingham Medical School의 교수가 외과

의사 회의를 이끌고 있었고 미국 외과의 인 Jake Powers는 안

녕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교수가 강의와 BQ에서 Big

Sid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들었고 Big Sid를 직접 만나고 싶었습



니다. 그는 달라스의 고향에서 아이디어를 모방하려고했는데, 모

방은 진심으로 아첨하는 형태입니다. Jake Powers는 키가 크고

가늘고 자랑스럽게 카우보이 부츠와 모자를 썼습니다. 그는 결

국 목장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와 미국인은 Jake Powers가 낡은 Michael의 택시를

공항으로 가져 가기 전에 Big Sid의 정육점에있었습니다. 우연이

란 건 신의 뜻 뿐이고, 빅 시드는 최고 지에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요. 교수는 기다렸다가 Big Sid가 우체국에 갔다고 들었

다. 그런 다음 포위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이 친한 친구

를 쳐다 보셨는데 비행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세요? Jake

Powers는 내가 남을 것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그를 눈으로 봤

습니다. 게다가 나는 상인에서 술을 마실 시간이 없었습니

다. Jake Powers는 평생 술을 마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교수는

미소를지었습니다.

교수는 그의 전화에 속삭였다. 가장 가까운 병원은 성 패트릭

교회 맞은 편에있는 더들리로드 병원이다. 블루 팀이 조립할 수

있는지는 드릴이 아닙니다. 만일을 대비하여 그는 Jake Powers

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Jake Powers가 반복되는 경우를 대비하

여. 친구들에게 내가 집으로가는 비행기를 타지 않을 거라고 알



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Jake Powers는 버밍엄 공항에서 TV

주위에 모인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들은

달라스 최고의 트라우마와 총상 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말

한 것을 이해하고 대기 병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Dudley Rd,

Saint Patrick 교회 맞은 편.

나노초 안에 팀은 우리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비행을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병원에서 한 시간 거리에있었습니

다. 그래서 댈러스의 외과의 인 딘 마빈이 밖으로 나와 지루한

경찰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코치를 탔고 코치

드라이버는 PC Jones가 그의 엉덩이를 똑바로 유지하라는 지시

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 에스코트와 함께 세계 최고의 외과

의로 가득한 코치가 Blue 팀에 합류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코

치 운전사 켄의 첫 주 였고, 홍보를받을 수만 있다면 일에 필사

적 인 새로운 코치 회사가있었습니다.

신은 신비한 방식으로 일하고 있고, Sky는 지금 seige를 덮고

있었고, 그들의 헬리콥터는 지시에 따라 PC Jones의 엉덩이에

바로 코치를 보았다. A 팀은 필요하지 않기를기도합시다.



Singing Anvil Coaches는 Ken이 병원으로가는 길에 지옥에서

박쥐처럼 몰아내는 동안 무료 광고 인 Sky 뉴스에 걸쳐있었습니

다.

포위 공격에 모두 침착했습니다. 강도들은 수백만 파운드를 예상

했지만이 희망 우체국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

다. Big Sid는 3 명의 도둑이 누구의 잘못인지 논쟁하면서 여성

을 보호하는 그의 벌크와 함께 위치를 유지했습니다. 그러자

Fate or Ill Luck이 손짓을했고 Murphy 부인은 화장실을 위해 죽

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들 모두를 내 보낸 다음 경찰

에 항복하고 10 년 감옥에 갇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닥쳐, 늙은

년이 그들의 대답이었다. Big Sid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머피 부인이 무슨 일을하게 될지 반박 했어, 아기를

쏴?

예, 우리는 산적 트리오가 대답 한 아기를 쏠 것입니다. 그것은

Big Sid에게 붉은 깃발이었고, 어떤 것도 아이를 해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래서 성난 황소가 풀려났습니다. 그는 한 번 총에 맞

았지만 하나를 우체국 창 밖으로 똑바로 던진 다음 두 번째를

청구하고 두 번째도적을 상점 창 밖으로 던지면서 두 번째 총에 맞

았습니다 . 빅 시드는 여성들을 돌아 보았다. 당신은 모두 안전합



니까, 예 그들은 두려움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 다음 큰 시

드 지금은 많이 출혈에 의해 불구하고 3 충전 번째의시간과 3 총에

맞았 번째의시간 만, 여전히 3 던져 관리 번째의산적을. 그러나 그것은

Big Sid에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서진 앞 창문을 비틀

거리며 Body Slammed는 산적 더미를 쳤습니다. 그가 물은 모두

안전한가요?

Jake Powers는 그가 Big Sid의 생명을 구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

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교수와 제이크는 행동에 뛰어 들

었고, 빅 시드는 대기중인 구급차로 끌려갔습니다. Sgt

Mullholland가 운전대를 잡았고, 두 구급차 남자는 Professor와

Jake Powers를 돕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Sgt Mullholland가 바

닥을 쳤고 교차로는 이미 예방 조치로 차단되었습니다. Sgt

Mulholland가 날아가서 Old Forge와 Singing Anvil을지나

Bearwood Rd를 따라 Cape Hill을 따라 Dudley Road를 따라 병

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세 도적 중 그들은 털이 많은 알자스 사람 암짓에게 야

만적이었습니다. 경찰의 아무도 개를 막으려하지 않았습니다. 마

침내 털이 많은 Amjit가 차례로 각각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총을 하나씩 집어 들고 털이 많은 Amjit의   뻗은

발을 흔들었던 교통 감독관 Roger의 발 아래에 두었습니다.

Mrs Muphy는 그녀가 지금해야 할 일을 알고있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그녀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건방진 사람이

아니 었어 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묵주가 눈에 잘 띄었

습니다. Michael은 나를 Saint Pats로 빨리 데려다줍니다. 택시

운전사 인 마이클과 함께 그는 경찰보다 더 빨리 운전했고, 그

뒤에 아치 천사 인 세인트 마이클이있었습니다. 성 패트릭에서

머피 부인은 교회 앞쪽으로 걸어가 제단 레일에 무릎을 꿇고 또

다른 묵주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머피 부인의 마음은 아프고, 빅 시드는 죽을 수도 있었고 모든

것이 그녀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의 로사리오를

가졌고 Big Sid는 그의 상처를 치료하는 세계 최고의 총기 팀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5 년에 시작 그래서 일기어를 낭비 할 시간이,

그녀는 묵주를 잃었 없습니다. 미디어 스크럼 밖에서 시작되었습

니다. 느린 뉴스 데이는 이제 매우 큰 뉴스 데이가되었습니

다. 그리고 그녀는기도했습니다. 그녀의기도는 충분하지 않았고

더 많은 묵주기도를 필요로했고 고통 속에서 그녀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녀는 십자가 옆에있는 교회 밖으로 나가서 스카이 뉴스에 뭐

라고 말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Sky 뉴스는 그녀를 생방송으

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큰 이야기였습니다. Big Sid

를 위해기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예. The Sky 기자를 비명을

지르고 BBC 기자와 ITN 등을 반향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로

바꾸어 그녀는 묵주기도를 요청한 다음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

로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10 개 언어로 묵주기도를 요청하고 우

리 아버지, 성모 마리아와 영광이 각각의 언어로되어 있다고 말

했습니다. 순례 여행을 할 때마다 그녀는 새로운 언어로 묵주기

도를 배웠습니다. 기자들은 놀랐고, Old Forge와 Singing Anvil에

서 온 작은 아가씨는 그 모든 언어를 말할 수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할 수있는 것은 묵주기도 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결국

성모 마리아의 핵무기였습니다.

이제 무장 해제 된 무장 3 명의 정육점 총격 사건은 큰 이야기

가되었습니다. 털이 많은 Amjit가 그들을 구하고 총을 모으고 교

통 소장의 발치에 두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선수들을 구하는 Mrs Murphy도 전세계로갔습니다. 묵주기도의

딸들이 전 세계적으로 활동에 뛰어 들었습니다. 자궁의 외침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간대와 Mrs Murphy의 언어 능력



덕분에 24 시간기도가 곧 실행되었습니다. 그녀는 힌디어도 알

고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개되는 동안 영국 귀족과 상하이 억만 장자가

도박을하고 있었고, 스마일 폴 외에 누가 엔터테인먼트를 이끌

고 있었습니까? Big Sid가 뉴스를 휩쓸었을 때 Paul은 찔린 듯

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귀족도 열성적이었고 그의 조상은 헨리

왕의 등심에 쇠고기를 제공했습니다. 상하이 억만 장자에 관해서

는 머피 부인이 북경어뿐만 아니라 상하이 사투리로 기도해달라

고 간청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또한

비밀 천주교도였습니다.

그런 다음 웃는 폴이 상처 입은 개처럼 울부 짖자 그의 아내가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하이 억만 장자가 깨달았습니

다. 스마일 폴은 중국 친구들의 식당 사업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줄 준비가 된 럭키 원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중국인 아

내를 가진 어리석은 외모. 이제 그 순간 상하이 억만 장자는 영

국 귀족처럼 Big Sid가 복수를 할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억만

장자 한 명을 화나게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지만 두 명을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댄 신부

는 가장 깊은 중국에 있었고 머피 부인의 상심 한 마음은 그의



귀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의 억만 장자는 신부를 돌려

보냈고, 플레이 보이 아들에게 진주 탑 꼭대기에있는 펜트 하우

스와 함께 올드 포지와 싱잉 앤빌에 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

고이 우연 때문에 그의 아들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입

니다. 전에 말씀 드렸듯이 우연이란 것은 하나님의 일뿐입니

다. 그리고 그 작업은 Winson Green Jail 내부에서 3 명의 도둑

의 고백을 듣고 Dan 신부로 시작됩니다. Dan 신부는 Old School

이라고 말하는 것을 잊었지만 감옥에서 멍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무술입니다. 전문가도 있지만 예수회에 대

해 또 무엇을 기대합니까…

오늘 코미디의 문제, 2019 년 1 월 ©

으로

마이클 케이시

그들은 웃음을 터 뜨리고 행복하게 떠났고, 리셉션의 로빈은 몸

을 기울여 그가 뭐라고 말했 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농담을 반복

했다. 그는 반쯤 웃었다. 코미디의 것은 타이밍이다. 아니면 그냥

거기에 있어야 했어요. 네, 호텔 시절에 제 자신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내가 3 년 동안 100,000 명 중 1 명을 만났기 때문에 매일 12

시간 씩 연습하거나 반복하거나 Aimee "불친절"이 말한대로 "행

동"을했다고 상상해보십시오. 100,000 명의 사람들을 만나 재치

있는 말을하면 타이밍이 맞을 것입니다. 아니면 3 년 동안 이름

없는 사람이했던 것처럼 스스로를 쏘거나 컨시어지 룸에 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 핑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과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정치

적 성향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왼쪽으로 스윙하거나

오른쪽으로 스윙하거나 중간으로 똑바로 내려가는가에 달려 있

으며 전혀 스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든간에 지브의 절단에 달려 있습니다. Jib Bush가 주지사

아니 었습니까 아니면 플로리다 아니 었습니까?

미국 정치는 매우 혼란스럽고 매우 화가납니다. 다음 선거가 끝

나면 마침내 선거인단을 제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4 년 동안 봉투를 채우고 문을 두드리는 방법을 배웠거나 월마



트 가방과 관련하여 10000 달러 정도의 금액을 배웠습니다. 모

두 매우 미국 적입니다.

코미디에 대해 이야기하려고했는데, 그가 집 부시의 형의 부통

령이 아니 었나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5 시간

의 시차, 또는 서부 해안의 재미있는 사람들에게 8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적어도 Instagram의 계란이 Kardasians

를 이겼고 노른자가 그들 위에있었습니다. 내 딸도 음악이 있다

고했는데 영국 코미디언이나 Ben Elton이 배후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길 위에있는 이웃 중 한 명인 Frank Skinner가 있었나

요?

영국 코미디는 결국 최고입니다. 최고의 코미디언들은 모두 옥스

포드와 케임브리지에 있었고, 빈 씨는 내 동생과 마찬가지로 퀸

즈 옥스포드에있었습니다. Monty Phython의 John Cleese는 다

른 형제들처럼 Downing Cambridge에있었습니다. 그게 저를 어

떻게 만드나요? 질투심 많은? 아니 나는 이상한 삶을 살았지만

웃음을 더 감사하게 해준다. 결국 내가 코미디 (유머) 작가라고

믿어.



영국의 다른 코미디언들도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에갔습니다.

우리가 정부라고 부르는 그 농담들은 모두 구글로 가세요. 나는

실제로 대학에서 테레사 메이의 친구로부터 4 집 떨어진 곳에서

자랐지 만 그는 나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1970 년 크리스마스

자정 미사 이후 그에게 눈덩이를 던지는 것 외에는 말이다.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

는 신문을 훑어 보면서 오늘의 세계에서 코미디에 대한 기사를

냈습니다. 지금은 2019 년 1 월입니다. Guardian에 있었고 MSN

링크를 클릭하고 트롤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진지

하고 내 취향에 비해 약간 지루했습니다. 트럼프와 낸시에 대해

휴대 전화의 옵저버에서 읽은 글은 진지한 정치 글이지만 부분

적으로는 위시 풀 한 생각이긴하지만 아주 좋았습니다. 포기한

가디언의 작품은 내 정신이나 지성을 먹여주지 않는 일에 시간

을 낭비하지 않고 10 년 안에 살아있을 거라 기대하지 않아서

이기적이야 내 독서 시간과 함께.

이제 작품에서는 정치적 정확성과 작가의 견해에 따라 사람들이

시대와 함께 움직여야 만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저는

그가 말한 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Guardian에 가서 전



체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모두 50 년이 남았을 것입니

다.

코미디는 역사와 마찬가지로 시간입니다. Windsor Davies

from“It Ai n't half hot Mum”40 년 전 히트 코미디 그는 방금 죽

었고 메모리얼 TV 작품은 너무나 PC 였기 때문에 슬펐습니다.

모든 것이 HISTORY 자체와 같은 시대임을 깨달아야합니다. 조

각상 등 PC가 미쳐 버린 것입니다. 현재 버밍엄에 살고있는 파

키스탄 소녀 Malala Yousafzai 는 머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그녀

는 최근 인터뷰를했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

하나는

다문화 어학 수업 코미디 '마인드 유 랭귀지'. 그녀는 내가 생각

하는 1970 년대부터 UTube에서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그런 TV 쇼를 본 것에 대해 비난받을 것입니까? 이슬람

학교에서 1 년 동안 가르쳤 기 때문에 그곳에있는 동안 많은 것

을 배웠습니다.

왜 사람들은“웃으면 안되지만”“정확히 맞지는 않지만”이라고 말

하는 이유가 뭔가 웃기면 웃기다. 농담을 분석하지 마십시오. 유

머는 본질적으로 차이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차이에 대해 웃



을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웃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비극”을 비웃습니다. 빈 씨는 가로등 기둥에 들어가는

것을 피했지만 그는 술집의 지하실에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웃고 기네스 파인트를 들고 나와서 그것을 홀짝이고 입술에 거

품을 냈지만 바텐더가 그를 쫓는다. 그래서 그는 파인트를 작은

노파에게 건네주고 그에게 빈 잔을 건네주고, 그녀는 바텐더에

게 도둑 미스터 빈이 어디로 갔는지 보여줍니다.

만화는 초기 찰리 채플린처럼 훨씬 더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우

리는 톰과 게리를 비난하거나 금지합니까? Comedy에서 자신의

영웅과 악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웃을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종교는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까? 종교적 농담을하기 전에 사

제 나 랍비가되어야하나요? 아니면 교사 만이 학생들을 제어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시력 검사를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계속됩니

다.

나는 어때? 마이클 케이시 (Michael Casey)는 영국의 버밍엄 출

신의 뚱뚱한 은발 작가입니다. 항상 나를 미키라고 부를 수 있습

니까? 헤이 FATSO, 당신은 흰 머리카락을 가진 늙은 녀석입니



다. 은색이라고 자신을 농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그늘에있

는 잘난 척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미국에없는 선글래스를 의

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들여 보내지 않을 것입니

다. 당신은 아마도 광견병에 걸렸을 것입니다. 당신은 온라인에

서 당신의 심장 우회 흉터를 보여주는 노출증 일뿐입니다. 아니

면 가슴을 드러내어 동정 표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BS를 너무

많이 말합니까? 그리고 당신은 화장지 공장에서 주식을 사야합

니다. 당신과 당신의 Ckd.

이제 나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어 지루해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은 유머를 얼마나 밀어야 하는가. 히틀러 유머를 위해 봄을 보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취향이라서 허용되지 않습니까? 나는

Mel Brooks에 동의합니다. 폭군은 조롱되어야합니다. 그래서 캠

프 게이 히틀러를 갖는 것은 그가 유대인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

게 한 일에 대한 완벽한 복수입니다. 젊은 독자를 위해 Mel

Brooks의 The Producers를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최근에 다시

TV에 출연했습니다.

유머는 말처럼 무기이고, 펜은 검보다 강하고, 당신은 박수를 치

고, 닳아 없어 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1,420,000 단어가

넘는 17 권의 책을 썼고, 나는 현실적으로 그들이 그들의 잠재



력을 완전히 달성하기 전에 죽어 묻히더라도 미래에 세상을 놀

라게 할 2 명의 딸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유머 감각을 유지하고, 모욕이없는 곳에서 모

욕을 찾지 말고, 우리 자신을 계속 비 웃자. 웃음을 통해 우리는

결속력을 발휘하고 힘든시기를 살아남습니다. Nora no Knickers

는 어렸을 때 매춘부가되지 않았고, 언젠가는 많은 것을 가질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란제리 회사를 설립했고

수백만 장자가되었습니다. 말더듬이 사이먼은 끊임없이 뽑혔지만

노라는 그를 그녀의 날개 아래로 데려가 매일 밤 신문에서 낭송

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딕셔너리를 가진 뉴스 리더가되었고 노라

노 니 커스와 결혼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농담, 때로는 잔인한 농담을 기억할 수 있지만 그

것은 모두 삶의 일부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는 우리와 함께

웃고, 농담이 너무 강하면 우리를 변호 할 우리 자신의 노라 노

니커 (Nora no Knickers) 또는 형제 나 자매를 만나고 싶습니

다. 막대기와 돌은 뼈를 부러 뜨릴 수 있지만 이름은 결코 당신

을 해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비율로 되돌릴 수 있습니까? 그

렇지 않으면 벽돌 벽처럼 부드러워집니다.



길을 걸어가는 남자가 있었어. 알았어. 내가 바꿀 게. 내가 편견

이라고 생각 하는군. 그래서 길을 걷고있는이 여성이 있었는데

성별이 더 균형 잡혀 있습니까? 그녀는 레즈비언 이었지만 거리

를 걷는 여자는 거리를 걷는 남자만큼 재미 있지 않습니다. 남자

들은 항상 지퍼를 가지고 놀고 가랑이를 재배치합니다. 저는 마

이클 잭슨을 탓합니다. 좋아, 그래서 여자는 흑인이었고, 내가 더

포용 적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한 문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분을 상하게합니까? 나는

기분이 상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예를 들면 즉

시 사람들이 기분을 상하게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 차별주의 자

라서 여성을 언급 할 수 없다. 동성애 혐오 때문에 게이 또는 레

즈비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종 차별적이기 때문에 흑인이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아이콘, 죽은 아이콘이

기 때문에 언급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지금 내 나이가 될 것입

니다. 아마도 우리는 로봇에 대해 농담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

은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직업을 가질 것이고

우리는 모두 실직 할 것입니다.



이제 장의사와 이야기하여 장례식을 미리 예약하겠습니다. 이제

운명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두 병적입니까? 다시 여러분은이 가상의 생각에 대해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특정한 미래는 단 하나뿐입

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우리의 높은 말과 웃음에

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회의 시험은 웃음입니다. 북한에

서는 그들이 항상 웃고 있고, 심지어 그들의 TV조차도 장애가있

어서 남한에서 한국 TV를 볼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많은 웃음을 얻고 있는지 스

스로에게 물어봐야합니다. 눈송이의 태도, 정치적 정확성, 종교적

신념의 똑바로 재킷, 그리고 다른 규칙으로 인해 웃음이 차단되

면 처녀 청교도로 죽을 것입니다. 삶은 참여를위한 것이고, 아이

디어의 결합을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것을 믿을 필요가 없

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삶을 포기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보

안 카메라가되어 벽에있는 금속 덩어리를보고, 관찰하지만 합류

하지 마십시오.

웃고 웃음으로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사랑이 끝날 때 당신

은 여전히   웃음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웃음이

당신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당신은 인생의 부업에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 ©

으로

마이클 케이시

여느 때처럼 빈 페이지로 시작했지만, 작가로서의 저의 겸손한

시작을 보여주기 위해 오래된 집의 사진을 게시했지만 오늘 무

엇에 대해 이야기할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30 년이 지난

지금도 글을 쓰고 있습니다. 구글 이미지 검색을하면 컴퓨터에

능숙한 사진을 더 많이 찾을 수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

매 용인 낡은 집 밖에 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런 트

럼프에게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내 동생은 어릴 때부

터 키가 너무 커서 그 점에서 그를 생각 나게합니다.

나는 여전히 메인 라인 출판사로부터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

니다. 아마 파우더를 메인 라인으로하는 사람들 만이 나를 발견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헤이즈에 빠져서 검색을 잘못 입력합니

다. 시작은 이상하고, 우연히 일어날 수 있거나 계획되거나 병에

서 나올 수 있습니다. 병에서 더 많은 아기가 태어나거나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사람들은 9 개월 후 후회한다는 옛말. 차트에



대한 생각과 달력에 대한 사랑이 나에게는 끔찍한 것처럼 보이

지만. 출근하고 출근하고 교대 패턴을 따라야하고 그 아기를 갖

기 위해 여러 번의 무급 초과 근무를해야합니까? John과 Yoko

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Nature를 가이드로 삼으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전등 스위치를 찾으며 장난을 치

고 계 셨나요? 발가락을 치고 빛이 있으라고 외쳤나요? 또는 하

나님이 후디니와 같은 무의 트렁크에서 탈출하여 모든 것이 시

작되었을 때 빅뱅이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생겨났습니다. 미술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데려 오거나 크레용을 든 어린 아이들 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70 년대에 번쩍이고 줄무늬가있는 글

램 록처럼 보일 것입니다. 아마도 Mike Pence의 아내가 지금

그렇게하고있을 것입니다. 가가가 그녀를 정죄했지만, 신은 틀림

없이 옆에서 울고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 아이들은 그냥 타면 안

돼요. 나는 공기와 물처럼 모두를위한 것입니다. 제 의견이기도

합니다. 저는 신과 동의합니다. 그는 모두를위한 것입니다. 그리

고 그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와 아무 상관이 없기를 원할 것

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1/2은 나를 싫어합니다. 마이크 펜스와

술에 취해 트럼프 곳곳에 토하고 TV에 생중계 할 것 같아요.



심슨 가족은 의심 할 여지없이 그 아이디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펜스와 제가 트럼프를 온통 토하고 그것이 미국을 구하는 방법

이 될까요? 처칠이 말했듯이

이제 이것은 끝 이 아닙니다 . 그것은 끝 의 시작 도 아닙니다 . 하

지만, 아마는이다 끝 의 시

작 . https://www.youtube.com/watch?v=pdRH5wzCQQw

나는 내 안에있는 역사 학생을 맡게했다.

다른 시작은 무엇입니까? The Butcher The Baker와 The

Undertaker를 쓰기 위해 앉았던 부서진 헛간 의자는 10 년 전

에 컴퓨터 작업에 대한 지원서를 썼던 것입니다. 나는 단지 한

번 전에 그것을 기억했다. 그것은 또한 어머니가 밖에 서서 창문

을 닦기 위해 서 있던 의자와 그녀가 씻을 때 앉은 의자였습니

다. 이제 50 년이되었을 지 모르지만 슬프게도 우리가 집을 옮

길 때 사라졌습니다.

오빠가 컴퓨터를 사용 해보라고했고 나머지는 역사라고 말했듯

이 41 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 다음 디스크 드

라이브는 세탁기만큼 크고 진동도 컸습니다. DEC PDP 1170s는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youtube.com/watch?v=pdRH5wzCQQw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youtube.com/watch?v=pdRH5wzCQQw


제가 시작한 컴퓨터였습니다. Google로 가면 너무 커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자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교대 근무는 제 시간에 맞추는 데 필요한 훈련과 마찬가지로 용

감한 신세계입니다. 오전 8시, 정오, 오후 10시 30 분은 제 정

규 시작 시간 중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조직을 구성하지 않으면

버스를 놓친 다음 매일 밤 출근하려면 버밍엄에서 가장 위험한

지하도를 걸어야합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히

포 드롬과 차이니즈 쿼터로가는 길에있는 Smallbrook

Queensway 지하도였습니다. 이제 지하도가 채워 졌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합니다.

결혼과 아이들도 새로운 시작이고, 아이들은 로맨스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원할 때만 가지세요. 아무도 강제로 아이를 가

질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번식 권 등에 대한 말도 안되는

말이 있지만, 그들은 정말 아이들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궁 속의 난자라면 28 일만 안에 머물러 있고이 모든 것에서

자유 롭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밖은 그냥 미친 사람들입니다. 왜

제가 고래가 될 수는 없나요? 일본과 스타 트렉 영화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한 그는 깊은 바다로 헤엄 쳐서 장수 할 수있었습니

다.



그리고 인생은 간다. 당신의 아이들은 성장하고 당신은 혼자입니

다. 당신은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

두 그들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들의 장수에 대한 성경의 비트, 아빠가 노인 집에

있었을 때 3 년 동안 매일 방문한다는 것은 내가 어렸을 때 원

했던 것처럼 100 살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만성 통증이 당신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만,이 모든 고통을

계속 겪으면 정말 100은 너무 많습니다. 비록 내가 확고한 작가

라면 추운 달 동안 몰타에 살았으니 100 명이면 괜찮을 것이

다. 지금 웃고 있는데,이 몸에서 10 년을 더 빼면 깜짝 놀라 겠

죠.

그것은 저를 끝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뿐입니

다. 신이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이고, 그는 Depeche Mode 노래

처럼 웃을 것입니다. 종교적 권리는 실망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가가 천사들과 노래를 부르는 베가스와 약간 비슷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은 그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그렇게 지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를

허락 하셨는지보고 충격을받을 것이고, 도널드 트럼프는 관리인

을 등지고있는 주황색 점프 슈트를 입고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겸손하여 도널드는 배수구를 수리하며 실제로 그는 그 일을 간

청했습니다.

에덴 동산 사과 나무 옆 한 구석에는 어린 이용 텐트가 있으며,

그 안에는 쓰라린 눈물 소리가 들린다.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물

어볼 수 있습니다. 내부를 들여다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안에는

케이시 부인이 묵주기도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했습

니다. 그러나 나는 수탉이 내 가장 친한 친구에 의해 울기 전에

3 번 거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악했습니다. 하지만 신이

사랑이라면 나는 모두를 용서해야합니다. 이제 펜스 부인 미술

수업을 들으세요.

스트레스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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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닥치고 침대로 가세요. 그것은 당신이받을 수있는 최고의

조언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피곤

해서 똑바로 생각하지 못하면 공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

금 당장 자고 아침에 돌아와서 나머지 내용을 읽으십시오. 아니

면 연인과 섹스를하고 잠을 자면 아침에 당신은 더 나은 틀이나

마음 속에있을 것입니다.

내가 호텔 노동자 였을 때 저녁에 짝사랑을했을 때 2 ~ 3 시간

은 정말 날아 갔다. 하지만 문제는 한 번에 한 사람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중을 둘러보고 미소를 지으며 당신 앞에있는

손님에게 돌아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 사실이 조금 느려

지면 실수를하게되어 시간이 낭비됩니다. 계속 웃고 다음 손님에

게 가십시오. 그리고 예, 저는 경험을 통해 말합니다. 저는

CPNEC Birmingham 2002에서 2005까지 10 가지 다른 역할 외

에도 리셉션에서 일했습니다.

직장 동료를 사랑하고, 그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당신이 일의

90 %를하더라도 당신은 팀입니다. 다른 10 %가 없으면 일이 끝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팀을 싫어한다는 생각을 머

릿속에서 꺼내고, 상황이 그렇게 나쁘면 떠나고, 자신의 회사를



세우십시오. 그러면 스트레스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

므로 당신은 또한 자신에게 정직해야하고 한계를 알아야합니다.

당신이 메이크업 걸이 아니라 모델이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면

비디오를 만들어 다른 모델들에게 보여주세요. 당신이 친절하다

면 그들은 당신을 격려 할 것입니다. 항상 완벽하다는 스트레스

도 기억하고 개를 산책시킬 때 신문을 훔쳐 보거나 새벽 3시에

남자 친구를 집에서 쫓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스트레스는 여러 형태를 취하지 만 자신에게 가해지는 스트레스

는 최악 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사에게 소리를 지르기 전에

5 초 동안 멈추고 생각하십시오. 스케일이 좋지 않은 경우 버스

운전사에게 소리를 지르십시오. 당신이 어떤 일을하기 전에 당신

의 인생에서 5 초 동안 쉬는 것은 아마도 당신이 지금까지하는

가장 간단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가장 큰 이점을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날의 트위터 세계에서는 엄청난 속도의 Ping v Pong이고 저

는 탁구가 얼마나 빠른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특히 점검 할 시간

이 없을 때 상황을 확인하면 너무 바빠서 할 수 없거나 너무 바



빠서 일을 멈춤으로써 스트레스가 발생하기도 전에 멈출 수 있

습니다.

Stupid Questions에 대한 Snappy 답변은 1960 년대의 MAD 잡

지 책이었습니다. 그 당시 읽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요점은

우리 모두가 너무 긴장하고 장미 냄새를 맡고 Stella Artois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년이나 소녀를 괴롭 히고, 당

신의 상상력이 당신을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수학

(MC = 4C) 문제에서 멀어지게하십시오.

오늘날의 미투 세계에서는 아마도 창 밖을 쳐다보고 화단에 진

열 된 색상을 즐기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낮은

행진 청바지 아래에 진열 된 Jim의 빨간 바지 일 수 있습니

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설레게하기에 충분하며 그의

미소와 그가 그의 눈에서 머리카락을 빗어내는 방식은 그를 보

는 것만으로도 완벽한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한숨. 대신 Michael

Casey가 자신의 글에 첨부하는 정말 짜증나는 사진을 스트레스

해소해야합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벽만큼 섹시합니다.



자신의 문제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 역할

을합니다. 이것을 읽기 시작하기 전에해야했던 일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리비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내 Wordpress 사

이트에서 300을 읽고 Not Out in Arabic을 읽고 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스트레스 해소라고 생각하십니까? 벌일지도 모르지만

지금 마이클 케이시를 읽어야합니다. 지금 그들이 얼마나 스트

레스를 받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눈은 거칠고 당황했

습니다.

내가 Michaeled가 된 것을 도와주세요. 모든 친구들이 한 발 뒤

로 물러나서 총을 겨누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말은 내가 마이

클 케이 시드 였으니 안전 장치가 다시 총에 걸려있다 당신이

Michaeled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의 귀에 속삭이고 다른 사람

들은 웃습니다. 아니, 나는 마이클 케이시를 읽고 있었다. 우리는

아랍 사촌들에게 말해야한다. 그러면 그들은 모두 마이클 드가

될 수 있고, 오히려 마이클 케이 시드가 될 수있다.

그리고 아랍이 아닌 다른 청중들에게는 제가 마이클 케이시라고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Gill은 Sam in Sex and the City 영화처

럼 낙타에서 내려 오면서 설명 할 것입니다. Michaeled가된다는

것은 물웅덩이를지나 모든 도시의 현장을 벗어나 사막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 모래 폭풍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사막에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Michael Casey라고

말하는 것처럼 낙타의 뒷면에서 나온 것보다 조금 더 있지만 유

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야만 눈가리개를 벗겨서 아직 수영장 옆에 서 계시다는 것

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선풍기, 사막 모래 몇 줌만 있으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받는 하루에서 당신을 옮길 수있었습니다. 바보

마이클 케이시가 당신을 사막에 버렸다고 생각 했잖아요 아니

그냥 당신을 마이클 링했고 당신의 스트레스에서 백만 마일 떨

어진 곳에 당신의 상상력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읽기 시

작하기 전에 당신이했던 일을 기억할 수 있다면 나는 낙타의 뒷

부분에서 온 무언가이지만 유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스트레스가 해소 되었다면 저에게 보상을 주시기 바랍니다.

리비아와 UAE의 모든 아랍 독자들과 중동의 다른 모든 지역에

감사드립니다. 이 작품은 스트레스에 대해 글을 써서 제 스트레

스를 덜어주었습니다. 아주 아일랜드어로 들리지만 제 가족이

아일랜드 인이되기 전에 말씀 드렸듯이 말입니다. 아일랜드 스토

리의 고향.



보기의 선물 ©

으로

마이클 케이시

어제 말했듯이 나는 2 위안을 보았다 차나는 그것을이 지켜 이유

가 정말 좋았다 어제 시간 차다시 팝업 때 시간을. 오늘 저는 스

타 트렉 디스커버리 시즌 2를보고 있었는데, 파이크 선장이 제

게 어린 미트 롬니처럼 생겼습니다. 미트가 몇 달러를 더 필요로

해서 달빛을 발하지 않는 한. 이제 그들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Well Solace는 미래를 보거나 육체적 인 존재에 관한 것이며

Star Trek은 천사를 특징으로하여 희망과 믿음으로 이어집니

다. 만지는 것만으로 미래를 볼 수 있거나 사람의 삶을 볼 수 있

다는 것이 가장 흥미로운 개념이다. 악수를하고 누군가를 완전히

알몸으로, 말 그대로, 비 유적으로, 감정적으로 보는 것과 동등

합니다. 스피드 데이트와 동등하지만 모든 나쁜 것, 슬픈 것들이

드러나고, 잠자리에 드는 편안함이 없습니다.



당신이 내 손을 흔들고 나는 당신의 모든 내면의 생각, 당신의

과거, 당신의 현재, 미래를 압니다. 그것은 엑스레이 눈보다 더

나쁩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뿐만 아니라 당신을 벌거 벗은 것으

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 속으로 보는 것과 당신

의 벗은 생각을 보는 것은 훨씬 더 나쁩니다. 벌거 벗은 것이 부

끄러 울 수도 있고, 나체 주의자라면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

지만 어쨌든 벌거 벗은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당신의 마음, 당신의 머리, 그리고 당신의 생

각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담과 이브는 에덴을 즐길 수

있지만 사과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는다고합니다. 테르 펜트가

하와를 유혹 할 때 그녀는 사과를 먹고 아담도 먹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들이 벌거 벗었다는 것을 깨닫고 몸을가립니다.

하나님이 와서“누가 당신에게 벌거 벗었다 고 말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이라는 것은 신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모든 것을 통해 그리고 모든 사람을 통해 보게됩니다. 우

리 모두 그렇게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서두르는 지식의 물결이



우리 인간의 두뇌와 신체에 너무 많은 것입니까? 아름다운 사람

이나 아름다운 마음을 바라보고 있다면 모두 알몸으로 보는 것

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놀랍고 부드럽고 반짝이는

은색 머리카락에도 불구하고 Michael Casey와 같은 뚱뚱한 털

이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육체와는

거리가 먼 다른 것을 보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거짓 미소와 죽은 눈을지나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 봅니다. 이

세상의 이타 주의자들을 정말로 돕고 싶은 착한 사람들을 봅니

다. 그러나 당신은 또한 당신을 이용하는 늑대를 보게됩니다. 당

신을 유혹하고 임신하게 놔두거나 성병에 걸린 착한 소년. 겉으

로보기에 그는 너무 멋지지만 당신은 육체적이라서 그가 정말

나쁜 UN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당신을 쫓

아 내고 싶어하거나 여권 만 원하는 완벽한 소녀, 그래서 그녀

는 완전히 잘못된 사람입니다.

너무 달아서 건강에 좋지 않다는 말은 너무나 사실입니다. 너무

많은 과자가 치아를 썩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육체적 능력으

로 당신은 사람들을 통해 볼 수 있으므로 바로 그 놈들이 누구

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인 것이 좋을까요? 자신의



모든 악을 드러내고 벌거 벗은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그

렇게 대단할까요? 아니면 저주가 될까요?

누군가를 만날 때 점진적인 발견은 삶의 일부이며 재미 있습니

다. 스타터, 메인 코스, 디저트, 커피, 비스킷, 민트가있는 식사와

같습니다. 그러면 곧 당신은 알몸이되어 서로의 몸을 발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육체적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은 너무

빨리 일을 발견하기 때문에 항상 너무 가혹할까요, 당신은 하나

님과 같습니다. 그런 종류의 지식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감당하

기에는 너무 많습니까?

육체적 존재에 대한 또 다른 점은 정보의 쇄도입니다. 마치 밀

물이 완전히 밀려 오는 Canute와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보를

망쳐 놓고 통제한다면 당신은 원한다면 발전소가 될 수 있습니

다.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 흐름은 쓰나미처럼 당신을 씻을 것입

니다. 나는 그것이 심령을 지치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것은 그들에게 오는 정보의 전체 흐름입니다. 핀홀 카메라와 사

운드 바가있는 4K 몬스터 TV의 차이점과 같습니다.



따라서 심령술사는 다른 모든 영향을 없애기 위해 자신을 핸디

캡 처리하거나주의를 분산시켜야합니다. 공상 과학 소설에서 초

능력자는 전등갓과 램프 용 조광기 스위치가있는 것처럼 장갑과

어두운 안경을 착용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강력

합니다.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점은 너무 많이 보는 것이 심령술

사에게 고통 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벌거 벗은 여

자를 보는 것이 좋으며,이 글을 읽는 여성이라면 남자입니다. 그

러나 나 같은 끔찍한 벌거 벗은 남자를보고 있다면 예가 필요합

니다. 정말 나라면 분명히 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이 모든 정

보가 쏟아지는 불쌍한 심령술사를 생각해보세요.

결국 심령술사가되는 것은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에게 오는

모든 정보를 통제 할 수 없으며, 당신을 압도하는 모든 정보를

막기 위해 정말로 잠이 필요하거나 감각 박탈이 필요합니다. 이

명을 가진 우리가 우리 귀의 쉿 소리에서주의를 분산시키기 위

해 많은 음악을 사용하는 것처럼. 밤에는 침대 옆에있는 이명 음

악이 더 나빠져서 우리가 잠자리에 들든 아니든 계속 연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수십억 수십억의 생각과 눈물, 때로는 과부의기도의 진

드기에 대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십시오. 나는 우리의기도가 하



나님의 이명을 멈추고 그의 모든 것을보고 아는 데 도움이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나쁜 소식의 날에 좋은 소

식입니다.

그리고 나는 심령입니까? 드디어 1,420,000 개의 단어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받는 날을 볼 수 없습니다. 나의 조기 은퇴에 약간

의 위안이 좋을 것입니다. 수백만 달러를 벌면 통증 완화 병원을

지을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너무 많은 고통을 경험했기 때

문에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있는 일은 여러분 모두

를 웃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내 옷을 모두 벗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그냥 토할까요? 이제 누가 초능력 자야?

노래에서 비명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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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의 괴물이 내려 왔을 때 오늘 밤 이야기 제목을 생각하려고

애 쓰고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Movelat을 멈추고

비명을 지르고 때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와 같이 왼쪽 어깨

가 주범인데, 그동안 큰 고통이 시작된 지 6 년이되었습니다. 어

쨌든 저는 프레디 머큐리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려고합니다. 저

는 The King of Queen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새로운 다

큐 / 드라마 2018 영화도 영화관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큐멘터리를봤을 때 많은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가

지 사실은 AIDS가 10 년 동안 부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레트로 바이러스를 사용하면 HIV / 에이즈가없는 사람만큼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프레디

때문에 나는 그것을 언급해야한다. 제가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의 재능, 그의 발언, 또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화려하게

말했는지였습니다. 그는 Sinatra의 팬 이었죠, 그렇지 않나

요? Sinatra는 너무 명확하게 말하고, 그가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수염이나 그와 비슷한 것으로 중얼 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어에 힘을주는 것은이 명확

성입니다. 실제로 단어를 확대합니다. 처음으로 그 MP가

Theresa May의 Brexit을 찬성하게했을 때, Press는 마치 Oliver

나 다른 유명한 배우가 그녀를 대신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

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두 번째로그것을 시

도했을 때 그는 그렇게 강력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직은

두 번째로거기에 없었습니다 .

그래서 마술과 성능이 있습니다. 바로 잡으면 힘과 위엄을 얻게

됩니다. 시누이가 변호사의 목소리를내는 것처럼 나에게는 선생

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평소처럼 200여 개의 내 이야기

를 www.michaelgcasey.typepad.com 으로 녹음했을 때 , 한 번

에 쓰는 것처럼, 보통 한 시간 안에 한 번에 모든 작업을 수행

했습니다.

그러나 소리내어 읽는 것은 그것을 적어 처음부터 만드는 것과

는 다른 기술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하면서 녹음이 좋아 졌

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글을 쓰는 법을 배우는 데 1 년이 걸렸

고 20 년 동안 radio4를 청취 한 후였습니다. 따라서 5 분 정도

의 녹음은 연습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www.michaelgcasey.typepad.com


2000 곡을 더 이상 녹음 할 계획이 없다는 사실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피곤해서 결국 공연 인 거죠. 그러나

Freddie Mercury로 돌아가서, 그의 기술은 단순히 말을하는 것

이 아니라 군중을 통제하는 것이 었습니다. 아니 나는 그가 사

람들을 통제하는 막대기로 경찰관으로 차려 입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가 한 것은 Magic, 그것은 일종의 Magic입니다. 당

신은 틀림없이 동의 할 것입니다. 다큐멘터리에서 그는 지휘자가

음악을 아는 것처럼 음악을 알고 있다고 말했고, 신이 자연을

즐기시는 것처럼 그의 뇌 속에 있었다. 먼저 산들 바람이 불고

새벽 합창이 있고 새가 날아 오르고 오렌지가 변한다. 아침 하

늘을 가로 질러 블루스로.

그래서 Freddie와 함께 음악과 소리에 대한 그의 타고난 사랑은

멋진 음악 식사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에게 극장도 컸기 때문에

비디오, 다큐멘터리의 한 사람은 보헤미안 랩소디가 만들었습니

다.



MTV가 존재하기도 전에. 그들은 Top Of The Pops에서 노래를

라이브로 할 수 없어서 비디오를 만들었고 나머지는 History입

니다.

오페라와 시나트라에 대한 프레디의 사랑은 그를 훨씬 더 둥근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차원이 아니 었습니다. 밴

드 Queen은 또한 매우 영리한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Brain

May는 이제 천체 물리학의 진정한 박사 학위입니다. 요점은 당

신이 새로운 것에 열려 있고 자신의 도랑을 내려다 보지 않는다

면, 당신은 자신의 분야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감자를 심기 때

문에 감자를 심는 것이 아닙니다. 채소 몇 개를 심고, 오두막 문

주변에 사과 나무와 장미를 두르고, 도난 경보기로 거위를 사용

하세요. 예, 이것들은 은유이지만 문자 그대로 똑같이 행복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분명하게 노래하면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기술,

당신의 사랑은 높은 하늘로 외칠 것입니다. 트랜센드, 프레디가

오페라 다이브와 함께 노래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관리인과의 우정과 당신은 법정 변호사, 버스 운전사 및 경찰

조사관입니다. 델리 주인과 모두. 음악이 소리를 지르고 관심을

끌고 사랑으로 이끄는 것처럼 고품질 음악은 우리의 모든 영혼



을 감동시킵니다. 그것이 Freddie가 그의 목소리로 한 일이고,

그는 우리를 감동 시켰고, 우리에게 영감을주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목소리 나 심지어 그의 삶을 모방 할 수 없지만 우

리는 일상 생활을하면서 조금씩 마법을 조금 만들 수 있습니

다. 클럽 활동을 마치고 금요일 밤 버스에서 노래를 리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는 우리의 일상 생활을 명확하게 말하고 혼란스

럽지 않고 말하지 않을 위험이 없도록하십시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잠자리에들 것이다. 침대

가 사랑스러운 침대이든 우리의 모든 무덤에서 자라는 장미 침

대이든. 평화 프레디에서 쉬십시오.

인사말 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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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매우 밝은 푸른 하늘의 날이지만 밖으로 나가면 그것이

얼마나 신선한 지 알게 될 것입니다. 추워서 인사 카드를 받기

위해 언덕을 반쯤 내려 갔고, 오늘 내가했던 모든 걷기를 하나



님 께 감사 드렸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모든 것을 수축시키고 내

마음으로 추운 날씨에 그것을 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는 작년만큼 춥지 않다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내일 많은 눈이

영국에 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런던이 우리가 아니라 여

기 버밍엄에서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런던에 인사 장을 보내서 눈을 즐겨라. 크리스마스 트리 및 크리

스마스 카드와 같은 전통이 도착하면 숙제로 모든 것을 Google

로 검색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킹스가 사랑 또는 전쟁의 메시지

를 보내는 것으로 처음 시작된 인사 카드를 이미지합니다. 왕은

밀랍으로 메시지를 봉인했고 죽음의 고통에 대해 그의 메시지가

열렸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체국이 시작되고 김이 나는

봉투도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혀를 잘라 내지 않는

한 하인들은 결국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싸움

이 있었 든 멀리 떨어져있는 동안 당신의 아내를 믿지 않는다면

칼로 더 낮추십시오.

이것은 단지 배경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40 개국에서 일하는

데 지루하게 앉아 있고, 왜 카드를 보내나요? 당신의 소녀, 소년

또는 할머니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그녀의 의지에 따라 당신

의 집을 떠나도록 하시겠습니까? 카드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



든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경우 소녀의 책상에

123456789 번으로 전화를 걸도록 요청하는 카드를 남겨두면 얼

굴에 거절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련의 만화 카드를 보낼 수

있으며, 좋은 예술가라면 손으로 설명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

의 메이 린이 밥통 뚜껑에 적힌 만화를 미끄러 뜨렸다. FATSO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것은 좋은 리듬과 정확함 모두

였습니다. 이제 7 명의 아이들과 5 개의 테이크 아웃이 있습니

다. 가정을 통한 로맨스와 비즈니스는 내 나이와 머리카락에 맞

게 한쪽에 은색이 모두 들어간 인사 카드를 만듭니다.

인사말 카드를 보낼 때 할머니에게 좋은 것을 보내야합니다. 할

머니에게 양로원 사진을 보내 그녀가 침실 7 개 저택에서 나가

도록 격려하고 그녀의 90 번째생일이 다가 오면 당신에게 맡겨야

합니다 . 그리고 럭비 공과 반 나체 소녀의 사진을 스포츠 미친

친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의 동성애 가장 친한 친구를위한

꽃밭, 그는 5 번째블랙 벨트를 얻기 전에 몇 년 전 발 차기에서 당

신을 구했습니다 .

기억해야 할 것은 인사말 카드를 섞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할

머니는 럭비 공과 1/2 알몸의 소녀들이있는 카드를 좋아하지 않

을 것입니다. 그녀가 타원형 공을 가진 비밀 레즈비언이 아니라



면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Brexit을 이해하는 것과 같은 모든 것

이 가능합니다.

당신의 럭비 미친 친구는 나체 여성이 그들을 산책하지 않는 한

예쁜 꽃밭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주 어린 테레사

메이가 총을 들고 농부에게 쫓기면서 그들을 뛰어 다니고 있었

습니까? 아니면리스 모그입니까?

양로원 사진은 동성애 친구가 울고 울고, 아빠는 양로원을 소유

하고 그를 때렸지만 무술을 시작하도록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곧 떠났고 당신의 동성애자 친구는 집을 무술 학교로

바꾸어 노인들을위한 특별 할인을 받았습니다. 나는 Steptoe의

친구들이 그의 첫 제자라고 믿습니다.

빈 카드는 Happy Xmas, Happy Birthday, Happy this 또는 Happy

that을 쓸 수 있으므로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도 인사와 그 사람

의 이름을 올바르게 받으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동양어로 작

성하기 때문에 운이 좋기 때문에 수신자는 행복하고 세탁 목록

이나 쇼핑 목록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모든 동양적인 카드를 얻

는 것은 너무 다릅니다. 동양어로 Tats를 가진 사람들을 볼 때



생각 나게 해요. 저는 항상 진지하게 "이쪽으로 올라간다"는 의

미라고 말합니다. 물론 거짓말을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저를 믿

습니다. 진짜 의미는 "다른 방향으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제 저녁을 먹어야 해요, Queen은 The Show Must Go On을 노

래하고 있어요. 그들은 쇼를 계속할 수 있어요. 내가 저녁을 놔

야하고, 저녁은 계속해야하고, 저녁은 계속해야하고, 저녁은 계

속해야합니다. 브라이언은 기타 소음을 멈추고, 나는 부엌 바닥

전체에 얼어 붙은 완두콩을 쏟았습니다. 토토로는 그 냉동 완두

콩을 가지고 노는 것을 그만두고, 그 드러머에 관해서는 그의

도금이 내 이명보다 더 나쁩니다. 예 그들은 내 집 주변에 있습

니다. 나는 그들에게 웨이터 기술을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

니다. 그들은 Summer Hols에서 약간의 밥을 얻을 수 있습니

다. 당신도 닥칠 수있는 절벽.

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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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오늘 아침에 침대에 누워기도를하고 있었다. 네, 나는기도

하고, 그 후에 또는 그 동안 또는 대신에기도했습니다. 결국 모



든 일이 고립되어 일어나지 않는다. 나중에 나는 오늘 내가 무

엇에 대해 말할지 궁금했다. Symbols에 대한 생각이 떠 올랐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이 얻게 될 것입니다.

내 침실 벽에는 거의 70 년 된 예수의 사진이 있는데, TV에 나

오는 Mrs Browns Boys에서 볼 수있는 Big Brother 사진은 더

작은 버전입니다. 집을 축복하는 거룩한 그림입니다. 그게 이론

입니다. 그것은 가정집의 벽에, 그리고 내 침실에 있었고, 내가

집을 옮겼을 때 그것은 그곳에서 32 년 동안 내 침실의 벽에있

었습니다. 나는 지나가는 방문자를 두려워하는 아래층 벽에 그것

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적절 해 보였던“다락

방”에 있었다. 실제로는 오래된 집에 두었지만 결국 새 집의 침

실 벽에 복원했습니다.

내 컴퓨터 회사에서 떠나는 선물이었던 Burne -Jones Angel은

20 년 동안 오래된 집의 벽에 붙어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새로운 연구를 지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교회에

제공했습니다. 그린 수채화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내 침실

벽에 붙이려 고했지만 너무 무거워서 다락에 놓을 수 없었습니

다. 그것은 천사들에게 잔인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Dr Who와 천사들을 기억합니다. Dr Who가 모든 형식과

설교를하고 솔직히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말입니다. 지나가는 이

야기는 50 년 전 처음으로 돌아가는 모든 Dr Whos를 본 사람

으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은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신앙은 그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면 모든 교회 밖에 전기 의자 나 올가미를

둘 수 있었는데, 트럼프의지지가 즉시 저를 비난 할 것입니

다. 편견없이 생각하는 것이 그들을 우회 한 것 같지만 나는 빗

나 갔다. 당신의 삶에는 어떤 상징이 있습니까? 당신의 벽에있는

그림은 당신의 취향이나 부족의 상징입니다. 시청하는 쇼핑 채널

또는 직접 팔로우하거나 생각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침대 옆에있는 오래된 책, 성경 또는 플레이 보이 크리스마스

에디션이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둘 다 당신에게 별개의 의미

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레이 보이는 당신이 전문 사진 작가 였을

때 여성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옷을 벗어 던지는 것을 상기시킵

니다. 성경은 진정한 당신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아니면 엉뚱한

등받이가있는 간호사에게서 담배를 숨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분홍색으로 오염 된 나무 옷걸이를 가지고 있었

는데, 우리가 그것을 부러 뜨렸을 때 그녀는 울었습니다. 왜 그

녀의 어머니는 1944 년 2 월 영국으로 아일랜드를 떠날 때 그

녀에게 그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얻은 유일한 물질 인 사랑을 상징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단

지 나무 옷걸이 였지만 엄마에게는 Cromane Lower Kerry가 그

녀와 함께 영국으로 가져온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빅 브라더 예수 사진이 그녀와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내

게 주신 모든 사랑을 상기 시킨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의미 할 수있는 다른 상징들이 있습니다. 역

사적 기록에서 나치는 고대 상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순수한

악의 광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 었습니다. 만자. 따라서 상징에는

큰 힘과 의미가 있습니다. 맥도날드에는 상징이 있고, 아마존에

는 상징이 있으며, 모든 회사는 로고를 원하므로 쉽게 알아볼

수 있으므로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일부 극동 기업은 로

고를 복사하여 비즈니스를 혼동하고 "훔치기"합니다.



와인 슈타인과 영화는 영화의 상징이자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은혜에서 타락하여 이름이 바뀌지 만, 우리 모두가 TV에

서 영화를보고 와인 스타 인을 볼 때 우리는 이제 은혜로부터의

타락을 생각하고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셰익스피어 나 보모 맥

피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

서 심볼은 이름 인식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므

로 미국 기업은 특히 심볼 인 상표를 보호합니다. 돈에 관한 모

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이클 케이시, 마이클 케이시, 또는“영국 버밍엄의 은

발의 뚱뚱한 은발 작가”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들은 내가 생각하는 상표이며, 어리석은 사진과 함께 허위

가 아닌 사진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색 다르고 흥미로운 것

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40 개국 이상

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하는 웹 사이트에 따라 최대 2000

개의 스토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맥주 한 잔의 가격으로

아마존에서 책을 살 수도 있습니다. 술집에서 저를 만나면 맥주

를 사주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날 피할 건가요? 마이클 케이시

가 악취가 나는데 너무 자유롭겠습니까?



맥주 나 차 한 잔, 또는 초콜릿 한 조각을 나누는 것은 우정이

나 사랑의 상징이기도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분홍색으로 얼

룩진 나무 옷걸이를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것은 너무

관대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저에게 당신의 시간을 주 십니다.

당신이 제 말을 방문 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의 선물 인

선물을 저에게 주 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입술에 미소를 지으며 내 말을 언급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얼굴

을 결코 보지 못할지라도 우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할 수있는 것은 제 침실 벽에있는 그림처럼 감사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너무 화려하게 들리니 그냥 화장실로 달려 가서 최선을 다

해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거나 악취를 낸다. 항상 높은 음으로 끝

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십대들이 당신을 늙게 만드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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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언론에서 여러 기사를 읽으면서 "왜 거짓말 쟁이가 거짓

말을 하는가"를 쓰려고 했죠. 아니면 정치인들이 왜 끊는 지. 나

중에 다시 돌아오겠지만, 부엌을 방문했을 때 오늘의 대화를 바

꾸게 만드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소녀들이 eyrie에있는 동안

방치 된 무언가의 끓는 냄비. 소녀들은 좋은 요리사이지만 새 밥

솥을 엉망으로 만들거나 심지어 집에 불을 지르고 싶다면 로마

나 집이 부드럽게 불에 타는 동안 그냥 자리를 비우고 휴대 전

화로 멍청한 일을하십시오.

한 딸은 모의 A 수준에서 3B를 받았으며, 우리는 최종 결과 수

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와 여동생이 책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기쁘지만 상식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무인 장치가 작동하게했기 때문에 적어도 모든 화재 경보기가

작동합니다. 고맙게도 도난 경보기는 테스트되지 않았으며 고양

이는 18 스톤 또는 120kg을 사용하기 전에 첫 번째 방어 수단

으로 발톱을 뽑아 낼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정신병 유도 블랙 벨트.



그러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십대들이 당신을 늙게 만드는 이유

는 무엇입니까? 뭐? 뭐? 그리고 뭐? 가장 많이 들리는 자제와 함

께 바쁘다. 그게 뭐든간에 Whats Apping인지, 아니면 피곤한지,

하루 종일 학교에 있었는지에 대한 코드입니다. 뭐하는거야? 제

경우에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라고 대답했는데 한국 테이크

아웃에서 린디 루와의 변태 섹스가 아니 었습니다. 저는 혼자 였

고, 저와 Movelat 또는 Paracetamol뿐이었습니다. 그녀가 하루

16 시간을 마칠 때 린디 루 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됩니다. 코트가 왜 여기 있니? 나중에 코트 스탠드

위에 올려 놓겠습니다. 한 시간 후 당신은 그들에게 상기시킵니

다. 나중에 대답입니다. 2 시간 후 당신은 그들에게 상기시킵니

다. 나중에 대답입니다. 한 시간 후에 다시 묻습니다. 나중에 대

답입니다. 물통이 채워지는 소리를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휴

대 전화를 올려다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회신 할 수 있

습니다. 한 시간 후에 비옷을 벗을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나

중에 대답입니다. 비옷을 입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왜

입 었는지, 지금은 반 정도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물통을 가져올 때. 당신이 그들에게 다가 가면서 그들은 그들의

경향이있는 위치에서 움직이고, 당신은 그들 위에있는 양동이의

내용물을 비틀고 비 웁니다. 그들은 젖은 찬물을 기대하며 비명



을 지른다. 두 번째물통이 아직 부엌에서 기다리고 있지만 장난감

개구리 한 통입니다 .

마침내 십대들은 외투를 벗고 이제 배가 고파서 양동이에 부딪

히고 부엌 바닥에 갤런의 물을 흘리는 부엌으로 향합니다. 그래

서 당신은 소파를 되찾고 그들에게 부엌 바닥을 씻으라고 말한

다음 그들에게 먹이를 줄 것입니다. 30 분 후 그들은 노예 노동

에 대해 신음하면서 바닥을 청소합니다. 그런 다음 테이블을 세

우고 무심코 오븐을 엽니 다.

저녁 식사가 준비 되었으니 학교에서 바쁘신 동안 나는 이것을

만드는 데 바빴습니다. 사실 당신은 거짓말을하고 있는데 한국의

테이크 아웃 소녀 Lindy Loo가 그것을 만들고 오븐을 켜라고 말

했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이며 당신을 주시합니

다. 식사는 훌륭하고, 그녀는 테이크 아웃 작업 에서 휴식을 취하

기 위해 영국 음식을 요리하는 것을 좋아 합니다. 이제 당신은 십

대들에게 씻을 것을 설득해야하므로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모든

것이 완료되고 깔끔합니다.



바쁘고 숙제가 있고 몇 시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그래서 당

신은 궁극의 무기를 사용합니다. WIFI를 끄십시오. 이것은 타이

타닉이 빙산을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공황 상태가 계속되지만,

적어도 씻는 일은 모두 완료되어 반짝이는 부엌 바닥과 일치합

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Wi-Fi를 끈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다

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그들의 eyrie로 사라지고, 결국

여름이 오면 As를 얻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리를 잡고 소파에서 잠들고, 아내는 마침내 도

착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너무 게으르다 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

나 흠없는 부엌 바닥과 모든 것이 쌓인 깨끗한 접시를 발견합니

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당신은 잠에서 웃고, Lindy Loo를 생각

하고 있습니다.

세탁기 여자 ©

으로

마이클 케이시



오늘 우리는 워싱턴 DC에서 Ivanka Trump 진공 청소 예술 행

사를 열었습니다. 저는 2002 년부터 2005 년까지 3 년 동안

Crowne Plaza Birmingham NEC에서 실제로 일했고 매우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 아내를 만났을 때 그녀는 손에 진공 청소기를 가

지고 있었고, 저는 호텔에서했던 10 가지 역할 중 진공 호텔 복

도를 청소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매트리스 던지기도 시도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육체 노동의 가치

를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지금은 관절염과 사중 심장 우회술을

시도하면 아마도 죽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독자를 충분히 미끼 할 수만 있다면 내 상상력에 기갈로가 될

수 있습니다. PC 여단은 내 물건을 전혀 읽지 못했지만 Smile is

a Sin. Smiling is so very uncooling.

Washer Woman은 물론 사회 계층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었고,

그녀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세탁을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말

리기 위해 울타리에 세탁을 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빨래 줄이 발

명되었고 풍차는 옷을 말리고 대구와 돛에 모든 것을 말리기 위

해 사용되었습니다. 돛이 뽑은 밀이 꽃을 생산하기 위해 갈아 졌

기 때문에 Windy Miller는 말하자면 말입니다. 그는 아내가 팬티



를 닦는 동안 사람들을 먹이고 더러운 세탁 상태로 판단되는 모

든 더러운 비밀을 알고있었습니다.

1974 년 삼총사를 본 적이 있다면 마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상

상할 수있을 것입니다. 나는 The Butcher The Baker와 The

Undertaker의 초기 장면에서 Patrick처럼 창문을 통해 Lady 's

침실을 탈출합니다. 이제 세탁기 여성이나 청소기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보고 엉망진창을 정리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항상 늦은 근무, 끔찍한 근무 근무를했기 때문

에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청소부들과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청소부에게 말을 걸거나 그냥 무시합니

다. 제 여동생이 30 년 전 교사 훈련을 받았을 때 그녀는 병원

에서 청소를하면서 청소부로 여름 직업을 가졌습니다. 이곳은 병

동이 비워지고 모든 것이 삶의 한 인치까지 청소되는 곳입니다.

그들은 병원에 있습니다. 이제 청소부로서 그녀는 식당에서 사람

들과 부딪쳤을 때 한 가지 방법으로 대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녀가 실제로 그녀가 교사가되기 위해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했을 때 그녀는 의사와 그녀가 병원에서 만난 사람에 의

해 다르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분명한 질문은 왜 그녀가 항상 똑같이 대우하지 않았습니까? 컨

시어지 시절에 아마 그 3 년 동안 10 만명을 만났고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백만장 자 연기자 1 분, 눈먼 여자가 개와 함

께. 그런 다음 요리사 중 한 명이 호텔 뒤편을 돌거나 Vicky가

청소 직원 중 한 명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신을 어떤 받침대에 올려 놓지 않고 멍청한

사람들 만이 그렇게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알 때까지 처음에는

부셸 아래에 당신의 빛을 숨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머 감각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더 재미 있습니

다. 한 사람이 이야기 할 수있는 모든 것이 그들의 재산이라면

그것은 슬프거나 비극적입니다. 우리는 Citizen Kane이 그의 죽

음의 침대에서 억만 장자가 어린 시절의 썰매였던 Rosebud을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트럼프는 그가 마침내 자신의 길을 잡

으면 내가 벽을 지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기억되는 것

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는 영국 버밍엄 출신의 뚱뚱한 은색 머리카락 작가였으며, 비

듬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가졌음에도 불구



하고 그의 몸이 관절염과 멍청한 심장으로 방해를 받아 아무 소

용이 없었습니다. 미혹 된 뚱뚱하고 그래서 그가 지갈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그는 농담하거나 바라고 있었습니까? 하지만 미

국 독자들을위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나를 웃게 만들었고 40

개국 이상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마도 저의 유산 일 것입니다. 비록 프레디 머큐리가

그랬던 것처럼 옷을 입고 이반카 트럼프 옆에 서서 워싱턴 DC

에서 그 카펫을 쓸어 버릴 수 있습니다. 빵 부스러기를 진공 청

소기로 청소하고 싶지는 않지만 달러 지폐는 어떻습니까? 그리

고 Ivanka가 Barron이 이것을 읽으라고 보내면, 몰래 들어가서

진공 청소 재미에 참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2 시간 운동은 완

벽합니다. 가서 두 배로 감히 영국에 계시다면 피쉬 앤 칩스를

사 드릴게요. 케밥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름 ©

으로

마이클 케이시



이 이야기는 제 신문사가 부르는 Jeff Bezo와 Peckergate에게

감사드립니다. 제 글쓰기 스타일 중 일부는 Joyce Grenfell과

Ronnie Corbett의 자식 인 Gerald Wiley라는 것을 발견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름을 검색하는 동안 잠시 멈출 것입

니다. 그들은 코믹 연기자이며, Gerald Wiley는 영국 최고의 만화

TV 배우였던 Ronnie Barker의 글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영국

의 독자들은 이제 이것을 읽는 대신 토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의 아이러니는 도널드 트럼프가 항상 자신의 크기에 비

례하지 않는 그의 손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어떻다고 말할까요? 앞으로 Jeff Bezo가 나를 용서한다면 그것

은 Bezo의 크기라고 불릴 것입니다. 오늘 밤 내가 만든 새로운

은유. 셰익스피어는 자랑스러워 할 것이고 그의 베 조는 그의 대

구를 깨뜨 렸고, 나는 Falstalf와 Sir Toby Belch가 술에 취하기

전에 동의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Stella Artois 17 파인트, 워

커 치즈와 양파 칩 한 패킷만이 그것을 흡수합니다. 나는 결국

English Lit을 위해 Henry IV part One을했거나, part 2 였으면, 이

동하는 사람들은 이동 중에 그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습니다. 트럼프는 액세스 홀리 우드 테이프 이

후에 그가 성인이 아니라고 말한다. 클린턴 서버 뉴스는 트럼프



가 선거인단에서 우승 할 수있는 충분한 표를 잃었다. 트럼프가

한때 소유했을 수있는 어리석은 일처럼 들린다. 거대 FBI 직원은

모든 것을 공개해야했고 나머지는 뮐러 요구르트 인 요구르트입

니다.

그래서 시적인 아이러니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속 인 대

구에 잡힌 것처럼 오래된 베 조의 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

조는 남자처럼 어땠는지, 그의 대구의 내용이 세상과 공유 된

것처럼 그의 베 조는 그의 진정한 사랑 인 그의 아내를위한 것

이 었습니다. 음란함이 거세 되었다면, 미안합니다. 다른 파티가

정치 복수를 위해 조율을했다면 우리는 모두 즐거운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Cordwangle은 바람에 자유롭게 매달려 있

습니까, 아니면 대나무 막대기와 끈으로 묶습니까? 아니면

dingaling입니까? Around the Horne의 Rambling Sid Rumbhold

가 Chuck Berry를 만납니다.

나는 Frolics 당신 셰익스피어 무 교육 Riff와 Raff, Rocky

Horror 쇼가 어떻게 페이지에 도착했는지 말했습니다. 많은 스

타킹과 멜빵과 크로스 드레싱이 발을 디디거나 버지니아의 민주

당 원들입니다. 정의의 종소리가 울리거나, 아니면 내 고음질 스

피커가 너무 높거나, 마이크가 Oldfield를 쟁기질하고, 종을 뒤



로 끌고있는 경우, 그는 그렇게 큰 사람이지만 그의 손도 너무

작습니다.

이제 문제는 왜 아마존 배송이 아닌 2 년이 걸 렸는지, 특히

Prime에서는 매우 빠르며 급여 인상에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말인지, 내가 코드 피스를 재정렬하는 동안, 나는 그것을 앞뒤로

놓고 앉아 있었다. Silly Me, Frankie Howerd는 윌 셰익스피어에

서 자신의 윌에 나에게도 남겼습니다. 물론 계속 유지하거나

BBC의 Gem Jon Sopal에게 설명해달라고 부탁 할 것입니다. 그

가 한 단어로 7 개의 의미를 활용할 수있는 방법은 DC의

Press Bar에서 "Really"라고 말하도록 요청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한 곳은 다음에 우산을 가져와. 왜 요구르트를 만

드는데 2 년이 걸렸나요? Meuller 당신은 클린 룸 옷도 입지 않

았습니다. 뭐, 당신은 웰리가 필요 해요, 웰리스를 용서하세요.

그가 다른 단어를 사용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Meuller는 웰링

턴 부츠가 너무 많아서 필요합니다. Trumps는 Press Gems라고

부르지 만 Jon Sopal과 그의 소유가 다이아몬드와 같다는 의미

는 아닙니다. 트럼프는 그들을 보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다른

것을 의미하며 보석은 구덩이 아래의 전리품 더미의 바닥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 의미를 이해한다면 트럼프는 전리



품을 망치고 싶어합니다. The Obscure를하지 않았나요? 그건

Bastards를위한 4 년의 법률 과정입니다. 미안합니다. 미국인이

라면 변호사 나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나는 당신이 이것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재 그가있는 지

그 또는 지그가있는 지그입니까? 방위 변호사가 방어 할 수없는

것을 방어하는 방법입니다. Ok they LIE, Hang on some Lady가

Alternative Facts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녀가 Dolly Parton과 함

께 도로로 돌아가길 바라지 만 그녀는 Standing By Her Man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가는 계속됩니다. 2 년이 지나면 바퀴를

하나씩 잃어버린 마차 같고, 그 레이디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아마 그녀는 정말 돌리 파튼과 함께 투어에 돌아갈 것

입니다.

영국에서 우리 언론은 경멸을 쏟아 부을 것이고 Jon Sopal

의 Really 의 세 번째버전은 정치인에 대한 웃음을 불러 일으키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는 손의 크기에 상관없이 Strictly Come

Dancing에 출연하기 위해 돌아올 것입니다. 트럼프가

Strictly-Come-Dancing의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

니까? 내 상상력은 이제 거칠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산소를 가져

오면 제 생각에 웃기는 것 같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사본



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말아서 누군가가 저를 때 리도록해

야합니다. 전 세계에 걸쳐 보도되고 지구에 좋은 잡지가 아닙니

다.

이 대통령직 인 공포 쇼는 계속되고 모든 사람들, 특히 어리석

은 휴업 기간 동안 노동자들에게 고통을줍니다. 우리는 대통령과

대통령을 존중해야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농담입니다. 정말, 그래

정말. 기자가 필요 없어요. 전 세계가 놀라워요. 대통령을 위해기

도합시다. 푸틴이 옳았 기 때문에 그는 너무 미성숙하고 오바마

가 옳았 기 때문에 그는 대통령이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러나 그가 권력의 책상에있는 동안 우리는 그를 위해기도해야합

니다. 그래서 그는 온 세상을 날려 버리지 않습니다.

PUTIN의 PUPPET은 공화당 원과 민주당 원의 캐치 프레이즈가

되어야하며, 우리가 충분히 자주 반복한다면 종교적 권리도 마

침내 깨어날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따기 2020 년 민주당 후보를

나는 무엇을 알고 있으며, 어쨌든 내 사업입니까?



트럼프가 세상을 망쳤으니 모두의 사업

Peckergate가 트럼프를 가라 앉 히지 않는다고 가정

IRONIC이고 완전히 Just입니다.

그렇다면 Dems는 후보자가 필요합니다.

70 세 미만인 사람

미안해 버니와 워렌

Pocahontas Jibes 는 Warren을 가라 앉힐 것입니다.

누구도 HISTORICAL for Launches를 신경 쓰지 않고 언론의 관

심 만 설정합니다.

평균적인 Joe는 빵과 버터를 원합니다.

또는 로마인들이 말하곤했던 빵과 서커스



트럼프의 자만심을이기려면 스트리트 파이터가 필요합니다.

슬프게도 남자가 될거야

그에 대한 레이디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Lady를 갖는 것을위한 Lady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후보는 당신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사장이 숙녀가 될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Yes 2 트럼프 반대 숙녀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모든 것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내 직감은 Kamala Harris와 함께 Cory Booker라고 해

그럼 트럼프는 Cory가 Gay라고 말할거야, 명백한 조롱을 기대

해



그러면 트럼프는 자신의 레이스 카드를 플레이 할 것이고, 그

는 백인이 아닌 2 명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백악관에서

이기 주의자 억만 장자 제 3자를 얻는 경우

트럼프 는 선거 대학을 통해 다시 이길 것입니다

이것이 영국 버밍엄에서 온 제 의견입니다.

오늘 선거에 100 달러를 투자하세요

그리고 내가 맞다면 당신은 돈을 벌 것입니다

코리 부커 회장과 카말라 해리스 부사장

당신을 격려하기 위해 FRANCIS가

차기 교황의 이름,하지만 내기 안 해



그건 그렇고 내 아내가 상하이 출신이라면

이것은 당신이 읽은 첫 번째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결속 된 종교적 권리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믿음과 없음, 거지와 도둑을 위해,

사랑은 그 자체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든 사랑입니다. 사랑은

깜짝 선물입니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때리는 막대기가 아니라

우리를 간지럽 히는 깃털입니다.

Michael Casey 영국 버밍엄 출신의 뚱뚱한 은발 작가

빛이 있으라 ©

마이클 케이시



내 눈물이 내 말이되도록

촛불이 내 눈이되게 해줘

피어나는 꽃이 내 입술이되도록

그들의 향기가 내 피가되도록

바람이 내 숨결이되도록

구름이 내 기분이되게

아이들의 웃음이 나의 희망이되도록

과부의 한숨이 내 양심이되도록

낯선 사람의기도가 나의 기쁨이되도록

꿀벌이 내 지혜가되게



나무가 나의 힘이되도록

내 인내심이 별에 닿도록하십시오

당신의기도에서 항상 기억되게 해주세요

눈물과 사물 ©

으로

마이클 케이시

글쎄요 우리 모두는 우리 삶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심지어 나,

심지어 당신, 심지어 당신이 의존하는 바위까지. 좋아하는 아이

도 아빠를 울게하고, 좋아하는 아이도 아빠가 죽으면 운다. 기적

이 일어나면 우리도 울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살기 위해 죽은 후 돌아 왔고 심지어 그의 장례식

을 위해 찬송가를 골랐습니다. 우리가 그가 소생되지 않을 것이

라고 들었을 때.

그래서 나는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눈물과 희망과 절망에 대해

조금 알고 있습니다. 1996 년이 그 해 였지만 2015 년은 또 다



른 나쁜 해였습니다. 내 자신의 4 중 심장 우회로와 몇 가지 다

른 보석이 모두 함께 일어나고있어 나를 죽이기에 충분할 수 있

습니다. 2018 년은 마침내 우리가 더 큰 새 집을 얻었을 때였지

만, 현금 흐름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복권 번호를 좀 보내 주

시고 돈을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중 일부

는 아마존에서 책을 사기 시작하거나 미디어에서 저를 사용하기

로 결정했지만 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늙고 괴팍해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지 참을 수 없습

니다. 쓰기.

그래서 당신은 어떻습니까? 임신 테스트에서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울었습니까, 아니면 절망 했습니까? 나는 울었다. 나는 행복

하게 울었다. 나는 지하 컴퓨터 실에서 오후 6시에서 2시 30

분까지 SMBC에서 묘지 근무를하고 있었다. 나는 항상 다른 사

람들이하지 않을 근무를한다고 말했다. 전화가 울 렸고 나는 전

화를 받았다. 내 꿈이 현실이되었고 가족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하게 울었습니다. 제가 함께 일하던 남자가 세

수를하라고 했어요. 왜 그들은 내 딸이 태어 났을 때 티슈를 전

달 하듯이 항상 당신의 얼굴을 씻으라고 말합니까. 눈물은 명예,

기쁨 그 자체의 뱃지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내 딸이 방금 태어났습니다. 나는 내 세수를하고 싶

지 않습니다. 모두가 내 눈물을 보길 바랍니다. 그들은 부족의

표식과 같습니다. 제가 아빠라고 봐요.

자녀가 언제 태어 났는지 기억할 수 있습니까? 행복의 눈물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딸을 안고 있던 기억이납니

다. 그녀는 8 개월이었고 그는 80 세에 사망했습니다. 제 이모

Hanna는 그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되는 것이

제가 인생에서 바라는 모든 것, 아내도 알고있었습니다. 물질적

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만드는 것은 가족입니다. 집

은 가족이있을 때만 집이됩니다. TV와 소파, 컴퓨터 등의 공상

은 건물을 집으로 만들지 않고 가족 만이 할 수있는 공상입니

다. 아니면 내가 너무 구식 일 수도 있고, 당신이 가난하게 자랄

때 당신의 가치는 다르고, 그들은 돈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부자

는 어떤 신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돈과 특권을 좋아합니다.

스포츠는 우리를 하나로 묶고, 우리 팀을 위해 소리 치고 외칩

니다. 지난주 뉴스의 이벤트는 스포츠의 사랑과 비극을 보여줍니

다. 새로운 챕터의 위기에 처한 삶, 영어 채널에서 죽어 가고있

는 파일럿은 오늘도 여전히 실종되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우리

는 기운을 내고 사랑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영국이나 일본, 브



라질이 골을 넣을 때 우리는 노래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이이

글을 읽고있는 곳에서 자신의 나라를 선택하세요. 아마도 여러

분은 우즈베키스탄이나 나이지리아에있을 것입니다. 제 독자들

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산 근처의 평야에서 "폴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종류의 스포츠를하든 당신의 영혼을

기뻐하게 만드는 것이 당신의 눈물의 가치가있는 이유입니다. 그

것은 우리 삶에 더 큰 차원을 제공합니다.

저는 생전에 두 번만 라이브 축구 경기에 가본 적이 있고, Barry

는 저를 빌라 게임에 데려 갔고 Chris도 저를 하나에 데려갔습

니다. 관중은 살아 있었다. 내가 그에게 말했을 때 배리는 웃었

다. 그러나 팀이 플레이 할 때 관중이 감정과 희망을 가지고 움

직이는 거대한 젤리처럼 움직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50,000 명이 모두 경기를 즐기고 있다면 눈물이 나는 것은 당

연합니다.

시험도 눈물을 흘리며 11 번을 통과 한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

다. 어머니가 나를 데리러 저를 휘 두르 셨습니다. 60 명 중 4

명은 기억하는 것 같지만 거의 50 년 전 일입니다. 네, 훨씬 더

젊어 보이지만 당신이 볼 수없는 상처와 고통. 흉터를보고 싶다

면 나와 함께 침대에 있어야하는데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



그냥 나를 믿으세요. 시험은 성능을 평가하고 거꾸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종이 조각 일 수도 있

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학위를 가진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

났지만 상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학위”는 실제로 그것

이 쓰여진 논문의 가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경험해주세요. 저

는 학위를 노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가족은 성취를 이룬 가

족이며, 조카는 학위가 충분하지 않다고 방금 발표했습니다. 그

래서 그는 지금 의사가되기 위해 훈련 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눈물을 흘렸고,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6 주 전에 태어 났고

이제 그는 의사가되기 위해 훈련 할 것입니다.

웃음과 눈물은 함께 가고, 웃음과 함께 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는 쾅, 좋은 뱅으로 끝낼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제

철소에서 일했지만 손이 가장 부드러 웠습니다. 왜 퍼실 세제로

씻었 기 때문입니다. 그릿은 강철 노동자의 손에서 먼지를 제거

하고 백합을 하얗게 만듭니다. 옷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아

버지는 추위를 느꼈습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 400 도의 용광로

옆에 서 있다면, 겨울은 정말로 그의 가장 큰 적이었고, 내가 이

것을 말하면서 나는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 형제 중 한 명이 3 명이 아버지에게 낡은 군복을주었

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입었을 때 어둠 속에서 그는 그런 종류

의 디자인 인 러시아 군인으로 착각 할 수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서 어느 겨울 저녁, Undertakers 아빠가 찢어 버리자 폭발적인

방귀, 지나가는 자메이카 여성이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휩싸였

습니다. 아마도 러시아인들이오고, 러시아인들이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것은 단지 어둠 속에서 한 발이되었을뿐입니

다. Clouseau에게 물어보세요.

2019 년 2 월 12 일 화요일

당신은 아직 내 컬트의 일부입니까?

미국

프랑스

알 수없는 지역

영국

아랍 에미리트

독일

일본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butcherbakerundertaker.blogspot.com/2019/02/are-you-part-of-my-cult-yet.html


폴란드

당신은 아직 내 컬트의 일부입니까? 위의 사람들은 마이클

케이시의 당황한 독자들의 숭배에 동참했습니다. 스페인어와

아랍어 번역도 오늘 제 Wordpress 사이트에서도 읽고 있습

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영어 교사들을 당황하게하기 위해

에세이를 훔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내 저작권으로 유지됩니다. 아무도 나에게 돈을 보

내지 않지만 고통 괴물을 만에 지키기 위해기도를 환영합니

다.

나는 아직 내 창문을 통해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전혀 없었지

만 충동이 나를 때릴 경우를 대비하여 항상 영국 자정 시간

에 확인하십시오. 내 손가락 관절에 습진이 왔거나 돌아 왔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를 지루하게하지 않는 변명입니다. 타이핑

이 짜증나고 나를 읽는 것이 훨씬 더 짜증이납니다. 여러분은

모두 너무 잔인합니다. 나는 울고 컴퓨터 화면 전체에 콧물을

남길 수 있습니다. 복수. 저는 아티스트입니다. 저는 아티스트

입니다. Kenneth Williams 목소리로 말하고 싶지만 대신

Google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 모두가 내가 피카소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있

다. 너는 모두 너무 잔인하다. 왜 어차피 내 페이지를 방문

하는가? 낙타들이 여전히 호텔 수영장에서 가득 차 있는

가. 낙타가 수영장에서 마실 수있는 것처럼 UAE 독자들에게

는 농담입니다. 그들은 수영복과 일치하지 않는 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일본 독자는 저출산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겠습니다. 일본인은

나의 발렌타인시를 읽고 아프고 잠자리에 들었고 영원히 숨

을 수 없으므로 한 가지가 다른 것으로 이어집니다. 또는 그

들은 그늘에서 뚱뚱한 은발 작가 마이클 케이시 (Michael

Casey)로 고통받는 미래 세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더 이상 번식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실입니다. 인류의 종말은

마이클 케이시가 사람들을 무뚝뚝하게 만들었고 나는 그것이

모두 도널드 트럼프의 잘못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입니다.

내가 또 누가 화나게 했어. 각자 모두. 당신은 정말 공포스럽

고, 소녀들은 왜 공포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까? 의심 할

여지없이 Michael Casey는 학대의 용어가 될 것입니다. UAE



독자들은 수영장 옆에 메시지가있는 수영복을 입은 잘 차려

입은 낙타 에서조차 그가 낙타 뒤에서 나오는 것보다 덜 사용

한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아니요, UAE 독자들은 그가

단지 Michael Casey라고 말할 것입니다. 마이클 케이시라고

불리는 충격과 공포를 상상해보십시오. 아이들은 울면서 끌려

가고, 노파는 기절하고, 어린 소녀는 비명을지를 것입니다. 노

인들은 주로 내 방향으로 침을 뱉습니다.

아니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 너무 부정적이라면 경찰차를 타

고 공항에 가서 원치 않는 소포 나 잘못된 크기의 겨울 코트

처럼 추방 당하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신을 기쁘시게 하시거나 어머니 께서 말씀하신대로 신

과 두 명의 경찰관의 도움으로 경찰 이 제 호텔까지 안내하

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 화장실에 갈 수 있고, 7 성

급 디럭스에서 느긋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호텔 수영

장. 내가해야 할 일은 낙타와 함께 우주를 위해 싸우는 것뿐

입니다. 낙타는 단지 내가 냄새를 맡고 수영장에서 수영하러

간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Ck1을 좋아하지만 분명히

낙타는 그렇지 않습니다.



웨딩 드레스 디자이너 ©

으로

마이클 케이시

이제 봄은 2019 년에 거의 싹 트고 오래 전에 The Butcher The

Baker와 The Undertaker를 썼습니다. 제가 공유하려는 것은

Tears for a Butcher에서 30 년 후의 속편입니다. 전체 이야기는

말할 수 없지만, 요즘에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4 중 심장

우회로와 관절염으로 인해 신체가 느려집니다. 정신은 기꺼

이. 첫 번째 책에는 4 명의 건축 자 형제, 두 쌍의 쌍둥이,

Mathew, Mark, Luke, John, 말하자면 Gavin 쌍둥이가 있습니

다. 이제 Murphy 부인은 그들이 결혼하고 모든 일을하고 놀지

말아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여자들, 진짜 남자 4 명 만나고 싶니? 이것이 머피 부인이 클리

닉에있는 4 명의 간호 자매에게 초대를 던진 방법입니다. 그들

은 완전히 인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Murphy 부인은 친구가 제

작 한 사진을 거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광택이 나

는 폴더에 있었고 Murphy 부인은 그녀가 큐피드가 될 것인지



제대로 할 것인지 결정했습니다. 네 자매는 일제히 HUNKS로

말했다. 수년간의 건축 작업 끝에 개빈은 많은 근육을 가졌다.

캐치가 뭐야, 그들은 게이 같은 게 아니야. 우리 한테 농담하는

거야? 머피 부인은 웃으며 내일 차를 마시 러 오세요. 하지만 우

리는 내일 늦게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이있는 그대로 와서

이걸 입고 그녀는 그들에게 그물 스타킹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너무 고정 관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분 모두 좋은 남자를 잡을 기회를 원합니까, 아니면 늙은 처녀

하녀로 죽고 싶습니까? 수유하는 네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

었다. 그 사진을 다시 보여주세요. 저는 그 사진이 좋아요.이 사

진이 더 멋지고, 그는 귀엽습니다. 남은 것은 사라를위한 것입니

다. 나는 그가 최고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답장을 받았고 그녀

는 거의 알지 못했지만 그녀가 옳았 고 John은 그녀의 것이고

그녀는 그의 것입니다. 별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4 명의 간호 자매는 지시에 따라 어망 스타킹에 도착했

습니다. Mrs Murphy는 뷔페를 준비했고, 그녀의 새로운 미국 유

태인 튀김은 그녀에게 무엇을 해야할지 조언했습니다. 그녀는 거

기에서 약간의 중매 자 였기 때문에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기뻤

습니다. 사실 그녀는 사라와 존에 대한 느낌이 있다고 말했고,



결국 별에 쓰여졌 고, 그녀의 아들 인 억만 장자에는 별들 사이

에 스파이 위성이 없었습니다.

4 명의 간호 자매가 도착했고 Murphy 부인은 그들에게 그녀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역겨워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Mathew, Mark, Luke 및 John이 도착했을 때 여전히 벽돌 가루

로 덮여 있었고 모든 논쟁이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있는

유대인 친구 에스더의 조언에 따라 별들과 머피 부인의 연극 책

에 쓰여졌습니다.

머피 부인은 여분의 의자를 위층에 두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의

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 다닌 후 발

이 아파도 간호사들이 고집을하면서 피곤해 보이면 앉았다. 매너

의 논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들은 소파에 앉았

고 소녀들은 의자 팔에 앉았습니다. Mrs Murphy는 그들 모두에

게 전형적인 아일랜드의 환대를 위해 차와 비스킷을 제공했습니

다. 이제 남자는 어망 스타킹을 입은 간호사가 옆에있는 소파에

앉아 퍼티로 변합니다.



그들은 모두 차와 샌드위치, 더 많은 차와 케이크, 더 많은 샌드

위치를   즐겼습니다. 젤리와 아이스크림으로 마무리합니

다. 머피 부인은 그들을 아이들처럼 대하고 있었는데, 그녀 자신

은 아이가 한 명 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그녀 앞에 8 명이있었습

니다. John은 모든 곳에서 드리블을했고 Sarah는 손가락으로

드리블을 잡고 아이스크림을 핥았습니다. 다른 3 명의 수유자

자매들은 별에 쓰여진 것을 깨닫기 전에 두 사람 사이의 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Sarah는 특히 작년 BASTARD 이후에

최고를받을 자격이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명은 웃기로 결

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Murphy 부인이 음료를 마시 겠냐고 물었습니다. 빨간

레모네이드가 존에게 부탁했으면 좋겠는데, 아이스크림 후 항상

완벽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웃었다. Sarah를 제외하고 그는 그

곳에서 그녀의 마음을 얻었고 BASTARD는 이제 더 이상 그녀

를 해치지 않기 위해 죽었다. 네, 빨간색 레모네이드는 사라에게

잘 어울립니다. 머피 부인이 답장 한 식료품 저장실 계단 아래에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들을위한 스텔라 아르 투아 캔이 있

는데 다른 자매들은 어떻습니까? 뭐든지 괜찮아요, 대답이 왔어

요. 그들은 사라가 그들 앞에서 불이 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행복하다면 도랑 물은 괜찮 았을 것입니다. 운 좋게



도 머피 부인은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에스더는 특별한

밤, 희망의 밤,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고, 그녀는 무언가를 보

내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에스더의 또 다른 친한

친구로부터 프랑스에서 택배를 받았습니다. 샴페인이 나오는 에

페 르네에서.

샴페인과 스텔라 아르 투아, 존과 사라를위한 아이리쉬 레드 레

모네이드와의 혼합. 모두가 웃었고 수유 자매들은 소년 무릎에

앉는 것이 더 편할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사라와 존은 밝은

하늘의 별과 같았고 그들의 사랑이 방을 비췄습니다.

그들이 끝났을 때 늦었 기 때문에 오래된 택시 기사 마이클은

자매들을 간호사 숙소로 집으로 데려가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그

들은 모두 머피 부인에게 굿나잇 키스를했고 사라는 좋은 사람

을 찾았습니다. 소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쉿 머피 부인,

답장을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관심이 없으시다면 다음 주쯤에

빈소 직원들을 초대해 소년들을 만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한다

면 장례식이 될 거에요. 그래서 그들은 언니가 이야기하고, 우리

에게 스타킹을 더 사주고, 쉿하는 대답을 듣고, 웃음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마이클의 택시에 탔을 때 그들은 소년들의 전화 번호가

없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는 그들의 밴 옆에 적

혀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사이에 전화기가 하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겠지만, 그들은 모두 싸구려 전화기를 사야 만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망 스타킹을 입은 상태에서 심하게 옷을 입

고 무릎에 앉은 행동을 했습니까? 사라는 어떻게 생각하세

요? 내가 결혼 할 거라고 답장이왔다. 그들은 모두 비명을 질렀

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쁜 놈이라면 다른 세 사람이 속삭였

다. 그는 좋은 사람이고, 눈에 아이가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는 충분한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몰랐고 거의 몰랐습니다.

머피 부인이 소년들을 안내했고 당신은 그들을 좋아했습니

까? 네 대답이 왔습니다. John은 그의 형제들이 술을 마 셨기

때문에 운전할 것입니다. 그는 단지 미소를 지었고, 아무 말도하

지 않았지만 그것을 알았고, 그는 막 미래의 아내를 만난 것입

니다.



다음 주에도 같은 상황 이었지만 소녀들은 즉시 소년 무릎에 앉

았지만 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지.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는데, 4 명의 간호 자매는 교활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몇 년

전에 그들과 함께 일했던 Mandy는 배우가되었고 그녀는 The

Rocky Horror 쇼에서 마을로 왔습니다. 그녀는 주중 마티 네 티

켓 8 장도 받았습니다. 이제 Gavins는 연극을 좋아하지 않았고

쇼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 정말로 Michael Casey의

Shoplife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소년들은 참석하도록 협박을 당했고, 다시는 우리 중 누구도 오

지 않았거나 볼 수 없었습니다. 많은 숟가락과 설탕이 전혀 없

었습니다. 소년들은 흰 코트를 입은 의사로 옷을 입는다는 생각

에 따뜻해졌고, 패트릭의 제빵사 또는 빅 시드 도살자에게서 흰

코트를 빌릴 수있었습니다. 소녀들은 그들이 의사로서의 모습이

얼마나 멋진 지 계획하게했고, 점점 더 미소를 짓고 사라는 빨

간 레모네이드에 거품을 날 렸습니다. 그런 다음 웃음의 껍질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소년들은 의사처럼 옷을 입지 않았을

것이고, 자매들은 소년들, 개빈들, 거대하고 거대한 개빈들이 스

타킹과 멜빵을 입은 간호사처럼 옷을 입을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으로 만났지만 공정한 것이었고 자매들은 스타킹을

입었고 이제이 NFL 사이즈 빌더는 스타킹과 멜빵을 여성으로

입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개빈 족은 심호흡을했고 마티 네에서

극장은 반쯤 꽉 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극장의 어둠 속에서 안팎

으로 튀어 나와 있었는데 아무도 그게 그들인지 몰랐을 것입니

다.

그렇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던 거리 전체와는 별도로 스타킹

과 멜빵으로 성전환자로 옷을 입어 사랑의 삶을 구축하십시

오. 그래서 그들은 참석했고, 마이클은 택시를 타고 문으로 곧장

그들을 짜 냈습니다. 히포 드롬은 내가 믿는 1500 명의 사람들

을 수용하고 그들에게 전화를 걸면 그들이 당신에게 말할 것이

라고 확신합니다. 개빈 족은 망치질을했고 대중을보기 위해 난파

했다. 그들이 할 수있는 일은 웃고, 화장을 바른 얼굴 아래에서

아무도 그들을 알아볼 수 없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쇼가 끝날 때 별들은 특별한 날이냐고 물었고 Sarah는 John을

무대로 끌고갔습니다. 지금 당장 물어 보거나 지금 당장 물어볼

게 청중은 기대에 잠겼다.

저와 결혼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대본에 없었습니다, 청중은 HUSHED.

예, 예는 이중 응답을 받았습니다.

청중이 분출했고, 다른 3 명의 개빈이 무대에 올랐고, 3 명의 간

호사는 현재 의사가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타임 워프를 춤췄습

니다.

아무도 그들이 무대에서 몰래 움직이는 것을 보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그것이 그들인지 모를 것입니다. 스타킹과 멜빵을 입은

NFL 사이즈 빌더는 의사처럼 옷을 입은 진짜 간호 자매와 약혼

했고, 다른 자매 의사 3 명과 스타킹과 멜빵을 입은 3 명의

NFL 사이즈 빌더가 더있었습니다. 예, Rocky Horror 웹 사이트에

서 일주일에 천만 건의 히트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들을 볼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신체의 FaceBook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건물 사업에 피해를 입힐 까 걱정했고 그 반대를 조용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웨딩 드레스를 입을 것입니다. 대니의

드레스는 웨딩 드레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대니는 게이 였

으므로 웨딩 드레스를 입어보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반 알몸으로

뛰어 다닐 수있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가슴이나 부랑자 크기보다



네일 광택제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항상 줄자로 훌륭하

지만.

Sarah와 자매들은 어느 날 2 차피팅 을하러 가고 있었고 Danny는

문 계단에서 키스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조깅을하

고 휙 소리를 쳤다. 이제 Ruth는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

문에 그녀는 큰 입으로 조깅하는 사람을 쫓는 Sarah에게 그녀

의 발 뒤꿈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넘어 뜨리고 그를

볼라드에 두드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볼라드를 두들 겼다. 클리

닉의 보안 팀은 그녀에게 Taz의 전술을 가르쳤습니다. 루스는

그를 다시 드레스 샵으로 끌고갔습니다. 사과, 청년은 사과한다.

대니가 그를 안으로 데려 오라고 했어요 차 한 잔 마셔도 돼

요. 그래서 스투는 그의 이름이 안으로 들어 와서 그의 차를 마

시고 앉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Stu가 볼라드를 문지르는 동

안 Danny는 드레스를 보여 주었다. 이제 흥미로운 일이 일어 났

을 때 Stu는 입이 커졌을뿐만 아니라 바느질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를 마시고 볼라드를 문지르면서 바느질과 스

타일에 대해 언급했으며 결혼 할 부부의 이름을 은색과 금색 실

로 웨딩 드레스 자락에 자수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니는 비명을 지르며 스투에게 달려가 스투의 바지 전체에 차

를 흘리며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그래서 Stu는 바지를 벗고 헤

어 드라이어로 말리기 위해 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일이 또 다

른 미래의 신부가 도착하는 동안 그녀는 반 옷을 입은 Stu를

보았고 Danny는 그에게 문을 닫았고 그는 윙크로 말한 나의 새

로운 스티 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Stu가 웨딩 드레스 가게에서 일자리를 얻은 방

법입니다. 곧 신부들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Danny는 Stu를

만난 순간 바지를 벗었습니다. 스투의 무지한 말에 대한 좋은 웃

음, 완벽한 복수였다. 사실 Stu는 직업이 필요했고 그의 여동생

과 사촌 8 명 모두가 일종의 재단사 였지만 그는 그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볼라드를 치고 차를 쏟은 후 대

니의 웨딩 드레스 가게에서 오른 손잡이가되었습니다. 비록 그

는 엄격히 HETROSEXUAL 남자 였지만 요. 모두가 그가 자본

GAY를 가진 게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바디 빌더가 그의 소녀가 웨딩 드레스를 입는 것을보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그는 특히 자수, 그의 이름 및 웨딩 드레스



자락의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전혀 미신적이지 않았고 스투

의 악수를하려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부는 너무 예뻐서 옷을

벗어 버렸습니다. 대니의 팬티는 계속 꾸짖지 만 그녀는 상관하

지 않았고, 그들은 게이 드레스 제작자 였기 때문에 팬티 라인

없이 남자에게 드레스를 보여줄 수있었습니다.

Stu는 쳐다보고 쳐다 보았고, 그녀는 너무 예 뻤고, 그는 신음

할 뻔했다. 그는 바지에 얼음 양동이를 내려 놓아야했다. 보디

빌더는 그의 소녀에게서 Danny를 바라본 다음 Stu를 바라 보

았다. 그는 곧 와서 손을 흔들려고했다. 그러나 Stu의 눈빛은 모

든 것을 포기할 것입니다. Stu는 똑바로 있었고 그의 벌거 벗은

미래의 신부를 바라보고있었습니다. 대니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

장 큰 연기를해야했고 스투를 붙잡고 혀를 목에 대고 20 초 동

안 혀를 내 밀었습니다. Stu는 처음에는 몸부림 쳤지 만 바디

빌더가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행동도해야했습니다. 그는

Danny의 부랑자를 잡고 마치 그의 삶이 그것에 달려있는 것처

럼 그것을 압착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보디 빌더

는 웃었고, 당신은 멍청이들,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

까?



그리고 그것이 Stu가 100 % 동성애자라는 것을 의심의 여지없

이 모두가 알고 있었던 방법입니다. 사실 그가 Danny의 바늘과

실이었습니다. Stu는 입을 씻고 대니에게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Danny는 파트너가하는 일에 미소를지었습니

다. Stu는 놀라워 보였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 당신은 키스를

잘하지만 내 엉덩이는 검은 색과 파란색이라고 확신합니다. 둘

다 웃었다. 다음 주 Danny와 Stu Dressmakers가 문에 나타났습

니다.

스튜는 여자를 만날까? 당신이 어떻게 물어봐야하는지 재밌지

만, 그는 좋은 여자를 만났고, 그녀는 단지 그녀가 그녀가 레즈

비언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그녀의 가족에게 그녀의 남자 친구

가있는 척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가족은 결국 너무 지루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계시하든 사랑입니

다. 그녀는 신부 들러리가되어야했지만 다시 옷을 입는 동안 알

몸이되어 스튜가 쳐다 보았다.

그녀는 그를 창고로 밀어 넣고 마주 쳤다. 그래서 당신은 게이가

아닙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이 남자

친구에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네가 게이가 아니라고 아무에게

도 말하지 않겠지 만, 내 가족이 내가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내 남자 친구 인 척해야합니다. 혼란스러워. 윌리엄 셰익

스피어에게 물어보세요. 그녀는 자신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

니다. 어쩌면 그녀는 반 일본인이었을 것입니다. 데이트 몇 달

후 그는 웨딩 드레스 바느질을 끝내야했고 그녀는 그와 함께 가

게로 돌아 왔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마스터 재단사 만 꿰맬 수있는 것처럼 바느질을

했고, 리듬에 따라 바느질을하면 아홉 개를 절약 할 수 있습니

다. 그런 다음 그는 큰 스티치와 약간의 스티치로 몸 전체에 부

드러운 화려한 패턴으로 밑단을 묶고 모았고 그녀는 친절하고

닙 앤턱, 닙 앤턱으로 대답했습니다. 골무를 사용하지 않고 몸체

를 완벽하게 정밀하게 짜는 것입니다. 그가 대니에게 그것을 어

떻게 설명 할 수 있었는지, 그는 더 이상 "레즈비언"이 아닌 소

녀에게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마침내 자신을 드러내야 만

했습니다. 인생은 이상합니다. 웨딩 드레스에 금색과 은색 실크

로 얽힌 두 개의 이름, 많은 훌륭한 것입니다. 또는 웨딩 드레스

가게의 창고에 두 개의 시체가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것

은 9 개의 실 중 처음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제 시간에 스티치가 9 개의 아이들을 만듭니다.

장례 체험 ©



으로

마이클 케이시

내 딸이 몇 분 전에 장례식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는데, 내일 아

침 장례식에 나가는 동안 교회의 한 노인이 매장되고 있습니

다. 그녀와 그녀의 누이는 죽은 사람을 위해 노래하고 있습니

다. 내가 다른 경우에 당신에게 말했듯이 우리 어머니는 청구되

지 않은 시체가 묻 혔을 때“전문적인”애도 자입니다. 6 개월이

지나면 국가가 시신을 묻기 때문에 무덤에 올 가족이 없으면 어

머니가 밧줄로 묶일 것입니다. 그래서 장의사와 사제와 어머니

만이 고인에게 작별 인사를했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서 우리 어

머니는 제단에 5 명의 사제와 매우 꽉 찬 교회를 가졌습니다.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1996 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저는 제 가족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제가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원했던 것입니

다. 장례식 미사가 최고이고 판독 값이 너무 좋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으나 예수님은 울면서 그를 너무나 사랑 하셨고, 비록 그가

냄새를 맡아야했지만 가족이 그에게 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는 그를 죽음에서 부활 시켰습니다. 저는 50 년 전에 제단 소년



으로 30 번의 장례 미사를 섬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블랙이었습니다. 양초라도 짙은 오렌지색 이었나요? 다음에 다른

장례식에 가면 양초를 살펴 볼게요.

Derek MC와 나는 Thu-rifer, 모든 냄새와 흔들림을 즐기기 위

해 사용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장례식 후에 우리는 숯의 원

을 꺼내서 교회 정원의 배수구에 떨어 뜨린 다음 쉿하는 소리를

보고 원을 그리며 돌아 다닙니다. 예, 훌륭한 엔터테인먼트입니

다. 가끔은 한 여성이 운동장에서 나에게 다가와 서버 역할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표시로 동전 몇 개를주었습니다. 결혼식은 기대

할 수 있지만 장례식은 예상치 못한 기쁨이었고 장례식을위한

동전도 아니 었습니다.

장례식에 대한 태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확실히 어머니는 죽

은 사람들이 그냥 집에 가고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1979 년에 심장 마비로 숙박객 중 한 명이 저에게 사망했습니다.

가톨릭 클럽은 컬렉션을 가져와 그의 장례식 비용을 지불했습니

다. 다른 숙박자가 죽었을 때 아무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장례식을 치르고 그의 시신을 아일랜드로 보냈습니다. 또 다른

숙박자는 매우 똑똑했지만 얼음 위에 지팡이 2 개를 들고 추운

날씨에 외출 할만큼 어리 석었습니다. 그는 오토바이 사이드카를



타고 집에 왔고 이웃이 그를 집으로 데려 왔습니다. 그는 그의

방에서 죽었고 그의 동생이 의사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그를 주장하기 위해 왔습니다.

내 입가에 미소를 짓는 숙소는 담배를 피우고 술에 취하고 도박

을하고 가스 콘로에 취해 넘어지면서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아빠

는 그를 병원으로 데려 갔고, 크리스마스 였고 그는 술에 취해

고통스러워 소리를 지르 셨습니다. 모건 씨라고 불리는 300 파

운드의 택시 운전사 이웃이 불태운 숙소와 함께 아빠를 병원으

로 데려갔습니다. 모건 씨는 아빠에게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제

안했지만 모건 씨도 기운이 났기 때문에 아빠는 병원에서 집까

지 걸어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50 년 전 일이었

고, 불에 탄 숙박자는 수십 년 동안 생활하고 술을 마시고 담배

를 피 웠습니다. 그는 심지어 손에서 손가락을 자르고 산재 사고

를 당했기 때문에 Dave Allen과 조금 비슷했습니다. 그는 보상의

모든 페니를 벽에 올렸다. 마침내 그는 병원에서 아파서 아버지

와 여동생이 그를 방문했고 다음날 생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서 제 누이는 생일 카드를 받았는데 그는 83 세였습니다. 그는

바로 다음날 죽었습니다.



이것은 제 삶이었고 저는 직간접 적으로 몇 번의 죽음을 목격했

습니다. 결국 저를 작가로 만든 것은 배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

다. 셰익스피어가 그를 작가로 만든 배경이 많았던 것처럼. 바보

들만이 셰익스피어가 모든 계절에 걸쳐 모든 것을위한 사람이라

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죽음과 장례식은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이 아니지만 남겨진 사랑

은 잘 보낸 삶의 증거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저에게 있었던

것처럼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얕은 모방이지만 Big Sid의 사랑은 나의 아버지 였고, The

Butcher The Baker와 The Undertaker를 다 쓴 후에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빠가 말하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서 나에게 부어 진 것을 저에게 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처음에는 애타 주의자이고 그 이후의 모든 것입

니다.

그래서 내가 묻힐 때가되었을 때, 어머니의 장례식처럼 제단에

5 명의 제사장이 있고 교회에 500 명이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

지 않습니다. 흥분되는 찬송가 몇 곡이면 좋을 것입니다. 아니면

언니와 딸들이 노래하기에는 너무 슬퍼할까요? 누구든지 음식이

맛있고 Stella Artois 몇 파인트를 사용할 수 있기를 나중에 현지



펍에서 퍼뜨릴 여유가 있다면 희망합니다. 마지막 마지막 파인트

를 즐기기 위해 관에서 빠져 나가는 것이 너무 좋을 수 있습니

다.

이제 그것은 기억해야 할 장례식이 될 것입니다.

감정 마스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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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 무엇에 대해 이야기해야할지 궁금해서 이명을 가리기

위해 음악을 썼고, 그것이 마스킹 감정이라고 생각할 때 구글

몇 개를하면서 누군가를 확인하고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직간접

적으로, 때로는 좋은 이유로, 때로는 나쁜 이유로 물건을 숨기거

나가립니다. 이명은 9 개월 전쯤 저를 괴롭히는 가장 최근의 일

입니다. 조용한 밤에는 정말 짜증이 날 수 있으므로 잠을 자려고

할 때 익사시킬 음악이 있습니다.

낮에는 주변 소음이 그것을 익사 시키므로 쉿 소리가납니다.



또 무엇을 숨길까요? 우리는 우리가 Helen에게 열광적이라는 사

실을 숨기고, 그녀가 알기를 원하지 않거나, 그가 알아 내면 다

음 주 중반에 우리를 두드리는 그녀의 큰 덩치 큰 형제를 원하

지 않습니다. 이것은 몇 달 동안 계속되고, 언젠가 형제가 다리

를 부러 뜨리고 그는 3 개월 동안 쉬고 이것이 당신의 기회입니

다. 그가 다리가 부러 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서 도약하고 헬렌

이 소식을 전할 때 동정심을 보여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드러운 로맨스가 시작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합

니다, 12 주 동안의 행복, 그의 개선에 대한 모든 소식은 당신이

우려하는 한 나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가 원할 때 행

복을 가장해야합니다. 다시 다리를 부러 뜨리세요. 제가 만난 사

람 중 가장 친절한 사람 중 한 명인 John Gordon이 생각납니다.

그는 다리를 두 번 부러 뜨려 거의 습관을들이 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우리 회사를 구했지만 내 기억이 도움이된다면 모든 것

을 매우 겸손하게했습니다. 그는 친절의 덮개 아래에서 일하는

동안 부셸 아래에 빛을 숨겼습니다.

마이클, 그냥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배리와 스티브가 동의를

하면서 그는 당장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무엇을 가릴

까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맥주를 더 많이 사는데,



그것이 우정을 돋보이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척합니다. 아니면 그들은 친구가 없어서 맥주와

함께 친구를 사요. 아니면 그들은 술을 마시지 않고 맥주를 사서

현금이 더 많습니까?

나는 수십 년 동안 많은 알코올 중독자를 보았 기 때문에 술은

고통, 결혼 상실 또는 실직을 숨길 수 있으며 술 때문에 둘 다

잃을 수도 있음을 압니다. 결국 원형입니다. 나는 모래를 마시는

사람, 가벼운 술꾼 이었지만 대부분의 숙박 자들은 알코올 중독

자 였고 나는 양조장의 그늘에서 태어나 시장 조사 회사에서 21

년 동안 알코올 판매에 종사했습니다. 예 정말, 나는 그것을 구

성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경쟁은 끔찍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이 사람이나 그

사람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숨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것은 승진을 위해 간과되는 것만 큼 나쁘지 않으며, 무뚝뚝한

사람이 일자리를 얻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당신의 상사입니

다. 당신은 떠날 것이지만 갈 곳이 없으므로 감정을 숨기고 일을

계속합니다. 익숙한 것 같나요? 거기 가본 적이 있나요? 그래서

집에 가서 대신 펀치 백을 걷어차십시오. 내가 아는 한 레이디,

그녀는 브라운 벨트가 된 레이디입니다. 그녀는 그녀가 연습하

는 것처럼 회사가 싫어하는 모습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녀는 정말 놀라운 레이디였습니다. 그녀가 이것을 읽고 있다면

나는 그녀가 여전히 계단을 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대

신 자신의 무술 학교를 열었을 것입니다.

고통을 헤쳐나가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며 육체적 고통을 의

미하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아프지 만 여전히 일하러 가야하고,

아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한다고 상상해보십시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고통과 눈물로 화를 낼 것입니다. 동료 직원들은 무

슨 말을해야할지 모릅니다.

그럼 다들 경멸하는 청소부, 다가와서 당신을 크게 안아주는 것

은 그녀입니다. 그리고 나서 눈물이 떨어지고 필요한 눈물이 떨

어집니다. 당신의 동료들은 당신을 울게 만들었다 고 청소부를

꾸짖지 만 당신은 제인을 당신에게 더 가까이 붙들고 있습니

다. 그녀는 어떤 약이나 상담보다 낫고 친구보다 낫습니다. 그녀

는 예비의 장벽을 뛰어 넘었 기 때문에 포옹 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하나를주었습니다.

이제 장벽이 무너지고 청소기 Jane은 그녀가 무엇인지, 사무실

을 윤활하는 기름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녀는 미래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그녀는 사무실에서 더 고백하고, 그녀는 Nan이고,

진짜 그녀는 Nan입니다. 나는 내 인생이 청소부와 이야기하는

데 소비되었다고 덧붙일 수 있으므로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알

고 있습니다.

끝내기 위해 나는 그 감정을 털어 놓고,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포옹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물어 보면받을 것이다. 도움

이 필요하면 문을 두 드린다. 병에 넣지 마십시오. 결국 병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가 무슨 생각을하는지 알아, 마이

클 케이시의 형은 내가 마실 거라는 걸 알고 병에 오줌을 싸곤

했어. 그래서 그 메모에 나는 당신과 나의 건강을 위해 마실 것

입니다.

전력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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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Spring이 여기 Birmingham에 싹이 트고, 그것에 대해 신

에게 감사합니다. 그것의 밝은 색과 나의 팬티가 빨래 줄에 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장미 위로 올라옵니다. 파라세

타몰도 걷어차 서 당나귀가 걷어차는듯한 느낌이 들지 않고, 언

덕을 내려 가서 콩을 먹기도했고, 추력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나는 신문을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새 집에 가스

가 설치되지 않는다는 말도 안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기 요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자살 할 것입

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지구 온난화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값싼 태

양 전지가 이미 여기에 있으며 가격이 점점 낮아졌습니다. 자연

적으로 중국에서 수입되지만 다른 곳에서도 자체 버전을 생산합

니다. 나는 창문에 태양 전지를 두는 것에 대해 어딘가에서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 전지를 통해 햇빛을 받고 전

력을 생성합니다. 왜 우리는 Casio 시계에 그것을 가지고 모든

창문에 맞게 업 스케일해야합니다. 나는 복고풍 기술이 미래에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창문에 필름을 붙일 수있을 것이라고 확

신합니다.

나는 단지 석탄 화재로 자랐고 침실에서 위험한 바 한 개 또는

두 개의 바 전기 화재로 자랐습니다. 나쁜 윈터스의 창문에 얼음

이 쌓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1970 년대에 우리는 법에 의



해 석탄 화재를 포기하도록 강요 받았기 때문에 중앙 난방을 받

았습니다. 패널 히터 디자인에서 하나의 바 전기 화재로 영광을

받았지만 온도 조절기가 있습니다. 로프트 단열재도 차이를 만듭

니다. 겨울 눈에 더 이상 지붕이 노출되지 않고 로프트 단열재는

열이 빠져 나가지 않아 지붕이 눈을 덮지 않도록했습니다. 마약

상인 집을 제외하고는 대마초를 키우는 모든 램프가 눈이 없다

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를 만들 수 있

습니까? 카펫 아래에 센서가있을 수 있으므로 바닥을 움직이면

전기가 생성됩니다. 영유아 나 십대가 집안을 영원히 뛰어 다니

는 경우, 그들의 움직임은 많은 양의 전기를 생성 할 것입니

다. 당신이 자신의 침대, 또는으로 이동 센서를 부착 할 수있는

것처럼 매우, 이웃 의해 성 것 m의 iniaturization 잘 나는 스스

로에 대한 작업 그것을 몰라합니다. 또는 노약자 나 병약 한 사

람들을 위해 모든 변기 수세식은 전력을 생성하고 폐기물은 실

제로 전력을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에 CKD와 그 모든

것을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력을 생산하는 마지막 방법은

화장터의 열을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읽었지만 물 화장이 영국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모두가 휩쓸리는 곳.



그래서 당신은 발전하는 힘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저축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영적으로 문제를 만듭니다. 우리는 단지 상품일

까요? 아니면 셰익스피어를 학대한다면 육체 파운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가난하게 자랐거나 상상력이 있다면 즉흥적으

로 돈을 저축했습니다. 저장 한 초콜릿 상자의 리본은 신발 끈이

되거나 정원 울타리에 장미를 붙일 때 사용했습니다. 부엌 서랍

에 저장 한 비닐 봉지는 모두가 저장하고 재사용하도록 권장되

기 수십 년 전에 항상 하나를 가지고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 전 투모로

우 즈 월드에 있었던 생분해성에 무슨 일이 있었 든 제임스 버

크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학교가 전화를 가져서는 안된다고 들었습니

다. 저는 몇 년 전에 학생들을 사용하기 위해 학생들을 수업에

서 쫓아 내고 있었으며 그것은 자아 문제도 아닙니다. 내 딸들이

가는 지역 학교도 수년간 그들을 금지 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화를 통해 언론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평범한 오래된

상식과 같은 것들. 수업 시간에 전화기를 치우고 수업을 방해하

지 마십시오.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는 전화기에서 나왔는데, 그

들은 중계소에 냉장고를 부착 한 다음, 가난한 나라의 의사들이



사용할 준비가 된 주사, 알코올이 아닌 의료 주사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접하게 생각하면 생명과 돈을 절약하고 보유한 것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모두가 전력과 돈을 절약 할 수있는 방법을 생각

하게하는 Misers Award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전원 사용을 피

하기 위해 집안에서 겨울 코트를 입는 것뿐만 아니라 노인들은

이미 그렇게합니다. 아마도 체온만으로 저녁 식사를 요리 할 수

있는 특별한 은박지 일 것입니다. 그래서 치킨 랩을 주석 호일

안에 넣은 다음 속옷이나 가슴 옆에 넣습니다. 그런 다음 4 시

간 후 저녁 식사가 준비되고 센서도 부착하면 심장과 혈압도 동

시에 모니터링되고 정보가 의사에게 전송됩니다. 그는 당신이 건

강하고 저녁 식사도 냄새가 좋다는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저녁이라하면 속옷이 쪄지고 가슴이 따스 해져서 이제 끝내겠습

니다. 의사와 저녁을 먹을 때 그는 와인 한 병을 가져 와서 멋

지게 차갑지 만 어떻게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식

혔다. 나는 당신의 상상에 맡길 것입니다.

Bocadillo 또는 Sandwich가 당신과 나에게 ©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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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JM Jarre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Souvenir of China가 방금

연주했습니다. 이것은 슬픈 곡입니다. Big Sid가 "죽었다"고

Dudley Rd 병원에서 장의사에게 이송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습

니다. .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보일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해야 할 일은 모두 적어두기 만하면됩니다. 그런 다음 프로

듀서가 정육점의 눈물을 영화 또는 TV 시리즈로 바꾸는 기

적. 너무 많은 희망입니까, 아니면 자기 망상입니까? 과테말라가

오늘 스페인어 번역으로 The Butcher The Baker와 The

Undertaker를 읽을 수 있다면, 그리고 미래가 가져올 것을 아

는 카자흐스탄 에서 러시아어 번역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후 배가 고파요? 나는, 그래서 bocadillos에 대해 이야기하자.

나는 너희 모두가 내가 이미 오래된 bocadillos를 많이 이야기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의 과테말라 독자들은

당신에게 bocadillo는 샌드위치를   의미한다고 말할 것이

다. 그러니 Google로 가십시오. 몇 개의 cerveza 또는 맥주로

자신의 bocadillo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스페인어 시험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으므로 나쁜 스페인어를 용서하십시오. 당신은

보통 당신이 쓸 수있는 것보다 4 배 더 많이 말할 수 있습니

다. 오, 그리고 저를 잊지 마세요. 저도 맥주와 샌드위치를  

먹을 게요. 그냥 화면 옆에 두세요. 마치 산타에게 뭔가를 남기

는 것처럼 요.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bocadillos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어렸을

때 나는 큰 머그잔을 가져다가 코코아 우유와 설탕을 섞은 다음

얇게 썬 흰 빵을 그 안에 담갔다. 내가 자랄 때 모든 종류의 빵

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우리가 그것을 살 생각도하지 않았던

1960 년대 말입니다. 나는 코코아에 접힌 흰 빵을 덩크에 넣는

것을 즐겼을 때 입과 얼굴 전체에 코코아에 광대의 미소를 남겼

습니다. 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직접 시도하십시오. 당

신은 페이스 북에 사진을 올릴 수 있고, 버밍엄의 아이디어에서

그늘에있는 뚱뚱한 은발의 작가라고 모두에게 말할 수 있습니

다.

1966 년 우리가 루르드로 가족 순례를 갔을 때 우리는 호텔 비

아리츠의 프랑스 음식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는 즉흥적

으로해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게트와 바나나를 사서 우리

8 명 모두를 위해 바나나 보카 딜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6 명



의 아이들은 당시 16 ~ 3 세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길을 잃었고

그의 Joe 90 안경을 쓴 나의 가장 큰 형제는 모두에게“ou est

hotel Biarritz”라고 말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금색의 팔각형 안

경과 긴 머리를 가졌고, 아프리카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는

Queens Oxford에서 현대 언어를 공부했습니다.

1999 년 2 월, 그래서 20 년 전 스페인에 가기로 결심했습니

다. 나는 하루에 15 분씩 스페인어를 다시 배우고 있었지만 매일

4 개월 동안 매일 갔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 해 보았습니

다. 파란색과 노란색이 거의 섞여서 바르셀로나로가는 잘못된 버

스를 거의 탔지 만 제 시간에 정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33 년

전 루르드에 사는 동생처럼 어리석게도 사람들에게“donde esta

hotel Paral Lel”을 묻는 바르셀로나 한복판에있었습니다.

나의 스페인어는 1966 년의 그의 프랑스어보다 더 좋았지 만,

나는 더 잘 속임수를 써야했다. “Me llamo Miguel, audarme”그

래서이 작은 할머니와 그녀의 친구가 나를 도왔습니다. 아들의

이름도 미구엘 이었거든요. 그들은 나를 Las Ramblas에 데려 가

서 어느 지하철을 타야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또한 그들에

게 나도 배고파서 스페인어로 모두 나를 타파스 바에 데려 가서

Feed this Man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제가 바르셀로나의 한 바에서 타파스와 보카 딜로를 알

게 된 방법입니다. 영원히 감사 할 것입니다. 사실 나는 매일 같

은 타파스 바에 갔다. "Otra Vez"는 내가 나타 났을 때 그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나는 바르셀로나의 반대편에있을 수도 있고,

시계를보고“Tapas”라고 말한 다음 지하철에 올라 타서 좋은 곳

에서 저녁 식사를 할 수있었습니다. 정말 멋진 휴가였습니다. 나

는 아직 가지고있는 가죽 자켓을 샀고, 다시 그 안에 들어갔

다. 아직 가지고있는 작가 스타일의 서류 가방도 있습니다. 나도

바르셀로나에서 러시아 발레단을 봤다.

내 휴가에는 맛있는 이벤트의 샌드위치 인 bocadillo 그 자체가

있었고 Tapas 바에서 예쁜 여자를 만났습니다. 나는 완전한 대

화를하기 위해 애썼다. 결국 그녀는 영어로 말했고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녀는 영국 남부 해안에 갔고, 본머

스 였을 수도 있고, 실패한 로맨스도 있었는지, 더 이상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무릎에 깔끔하게 접힌 코트로 우아하게 옷

을 입고 아름다운 다리를 가렸다. 그리고 그것은 아내와 가족이

상하이에서 동부의 스타처럼 나타나기 전의 마지막 휴가였습니

다.



따라서 자신의 삶이 보카 딜로인지 확인하십시오. 겉은 빵처럼

단순하지만 내부는 다양한 맛과 모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것을 씻어 낼 와인이나 우유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20

년 후에 모든 친구들을 지루하게 만들 수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버밍엄의 은색 머리카락 작가 마이클 케이시 만이 할 수있는 일

입니까? Hasta Luego, hasta entonces. Miguelito.

빨래하기 ©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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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나는 방금 정원에서 들어 와서 세탁물을 확인했고, 모든

매력적인 직업을 Hausfrau로 얻습니다. 이전에 내 사이트를 확

인했다면 나는 아이들이 빨래를 제대로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었기 때문에 팬더의 귀에 매달린 빨래 줄에 게시했습니다. 매

달린 세탁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그 위에 머물지 않으면 깨끗

한 팬티가 없어 질 것입니다. 당신이 녀석이라면 냄새를 맡고 그

들이 하루나 이틀 더 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여자라

면 팬티 라인이없는 옷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냥 할 것입니

다.



서랍과 모든 옷을 늘어 놓을 때 많은 것을 배웁니다. 당신은 당

신이 얼마나 가난한 지, 양말과 점퍼의 질을 볼 수 있습니다. 겨

드랑이에 몇 개의 구멍이 있거나 바지에 일광이 있습니까? 아니

면 그저 나뿐입니다. 나는 3 명의 소녀와 암컷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레이디는 결국 냄새 나는 옷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녀석은 여분의 높

은 가라테 또는 싸고 쾌활한 것을 약간 뿌려 다음 날 씻을 때까

지 어머니 집에서 같은 옷을 입습니다. 그는 집을 떠났을 지 모

르지만 그의 서랍은 그의 어머니 만 믿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는 늙은 엄마를 사랑하고 그녀를 주시하는 방법을 좋아할 수

도 있습니다.

빨래 줄에서 빨래하는 것을 보는 것은 당신의 빨래에 와서 버리

는 비둘기를위한 스포츠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세탁기 건조기가

발명 된 이유 일 것입니다.하지만 고양이가 있으면 비둘기가 정

원을 피합니다. 내 이웃은 고양이가 없었고 그녀의 팬티가 부끄

러워서 뒷방에서 그들을 말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남자도 그녀의 겉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보지 않기를 원했습

니다. 내 다른 이웃은 스트리퍼 같았고, 모든 것이 그녀의 빨래



줄에 걸려 놀리기 위해 당신의 상상에 맡길 것입니다. 세탁 선에

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옷이 너무 많아서 옷 못을 모두 사용합니다. 어떻게 그

들이 100 개의 옷 못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 그래서 나는 영원

히 옷 못을 사는데, 그들은 그렇게 쉽게 부서지는 경향이 있습

니다. 누군가는 초강력 옷 못을 발명해야합니다. 그들은 억만 장

자가 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모두 3D 프린트 옷 못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불만은 사람들이 옷을 빨래에 넣기 전에 옷을 풀지 않

는 이유입니다. 옷은 깨끗하지만 자동차 충돌 상태입니다. 왼쪽

다리를 모두 흔들고, 바깥쪽으로, 오른쪽 다리를 휘두르고, 펼치

고 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탁 라인에서 절대 건조되지 않습니

다. 수건도 세탁기에 넣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구 선수처

럼 발을 땅에 박고 돌아 다니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냄새가 나고

냄새가 나고 십대 딸이 있고 수건이 몇 개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들은 목욕 시트, 2 평방 미터를 사용하여 스스로 말리고, 나는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닌 내 자신의 헝겊을 사용합니다. 또는이 방



법으로 접은 작은 수건으로 머리카락을 닦은 다음 몸과 구석 구

석을 말립니다. 직장에서 전문 청소기를 봤다면 이해할 수 있겠

지만, 사무용 가구를 청소하고 황동을 닦는 대신 나는 청소하고,

잘 말리고, 내 조각과 조각을 말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의심의

여지없이 노래를 들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나를 기반으

로 한 정글 북에서 곰을 봤습니다.

우리는 세탁을위한 2 개의 선과 세탁을 제자리에 유지하기 위해

2 개의 극을 가지고 있었는데, 폴란드 중 하나는 Lech라고 불

렸고, 단지 농담하는 나무 기둥을 극이라고합니다. 폴란드 사람

들이 나에 대해 농담을 많이한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울거야, 나

를 위해 울지마 Cracow, 아니면 아르헨티나 였나? 두 곳 모두

독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탁 라인의 내 팬티로 돌아갑니다. 상

하이에는 빨래를 걸 수있는 대나무 장대가있어서 할머니 집으로

돌아와서 바람에 날리는 파란 깃발을 발견했을 때 알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 집에 정원에 삼각형 장치 중 하나를 가지고 있

습니다. 나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세탁물을 담을 수 있는지에 놀

랐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가로로 매달거나 가로로 매달아 놓

으면 서랍과 수건이 훨씬 빨리 건조됩니다. 부끄러워하는 경우

행잉 프레임 내부에 속옷을 숨기고 외부에 수건을두면 겸손이



유지됩니다. 속박 장비를 세탁 할 때 플라스틱 옷 못을 사용하도

록주의하십시오. 속박 장비의 이상한 위치에 나무 옷 못에서 파

편이 있으면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모든 붕대를 감

고 묶여서 바늘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훔치는 ©

으로

마이클 케이시

신문을봤을 뿐인데 인디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가디언이 더 낫다

고 생각합니다. 인디에서도 레이아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

는 또한 매일 DT와 DM을 읽고 Sky와 BBC와 라디오를 보았습

니다. 예, 제가 언론인 이었어 야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손에

너무 많은 시간이 있다는 뜻일까요? 어쨌든 Indy에 표절에 관한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

습니다.

분명히 나는   내 자신을 훔치지 않고 너무 빠르고 격렬하게

글을 써서 어떤 생각도 내 머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



피, 각 작품은 내가 무엇에 대해 쓸지 결정한 후 약 한 시간이

걸립니다. 눈을 가린 다음 이야기 아이디어로 순간 이동하는 것

과 같습니다. 흐름을 따라 가야합니다. 이 방법은 당신이 처녀작

가라면 스토리 쓰기 학위를한다면 글을 쓰는 방법이 아닙니다.

신이 우리를 도와 주시고, 이야기를 쓰는 학위를한다면, 어떤 학

위도 당신의 두뇌에 상상력을 넣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 나는 그들 중 최고만큼 자만심을 가질 수 있습니

다. 나는 재미와 돈을 위해 그것을 할 것입니다. 내 딸은 여름이

지나면 대학에 갈 것입니다. 나는 그녀를 위해 레즈비언 정신병

자 무술 플랫 메이트 를 모집해야하는데 , 행복하게 찰싹 때리는

광고를 써서 얻는 수입은 그쪽으로 갈 것입니다. 나는 그의 딸이

나머지 가족과 떨어져있는 동안 행복하고 안전하기를 바라는 평

범한 아빠 일뿐입니다. 나는 아이디어가 어디에도 쓰여지지 않았

거나 미국인에게 고소를 당할 것이라고 확신하거나 도널드 트럼

프가 다른 대통령 기간보다 레즈비언 정신병 무술 플랫 메이트

를 위해 더 많은 일을했다고 트윗 할 것입니다.

Donald는 너무 많은 재료를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Thunderbirds를 만들 것이며 지구 온난화로 시작하여 모든 것

을 거부 할 것이며 공화당 원을 소지 한 카드 일 경우에만 당신



을 구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WASP만을 믿습니다. 즉,

전쟁은 항상 심각한 이익을 제공하고 아이스크림을 에스키모에

게 팔지 않고 원자력 발전소에 팔지 만 나머지는 여러분이 아는

가족 사업입니다.

코사 노스트라는 9에 소송을 제기 할 계획이다 번째트럼프 백악관

의 현실은 훨씬 더 많은 우여곡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훔친 회로, 마리오 푸조는 BQ에 그의 새 책을

탄. 마리오 푸조가 교회에 합류했으며, 고백이 새 책에 더 많은

소스 자료를 제공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침대

에 말의 머리, 너무 지루해. 트럼프는 자신의 BQ에서 헌법을 불

태 웠고 법 자체는 퇴비로 파쇄되었습니다.

이제이 모든 것이 아이디어 도둑질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

리얼리티 쇼 회장이 회장단을 바꾸어 놓은 것은 현실입니다. 헐

리우드는 영화를 위해 준비된 모든 것을 3 부로 녹화하고 있으

며 선거 다음날 밤에 촬영 될 예정입니다. 알렉 볼드윈이 더 나

은 일을하지만 트럼프는 아마 스스로 연기 해달라고 요청할 것

입니다. 트럼프도 고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총액의 일정

비율을 원하도록 대본을 썼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할리우드는 그

의 아이디어, 그의 생애를 훔쳤습니다.



제 연극인 Shoplife가 너무 재밌었 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아이디

어 도둑이라고 불 렸습니다. 30 년 전에 그것을 썼고, 부자 버밍

엄 사람들이 사는 Harbourne의 바에서 작가를 만났습니다. 그래

서 그의 쪽지를 사용해서 내 엉덩이를 닦았습니다. 이 연극은 나

중에 제작되지는 않았지만 전문 극장에서 제작을 위해 승인되었

습니다. 무대에서 무언가를 얻는 데 10 만 달러가 들었 기 때문

에 후원자가 알려지지 않은 곳에 투자하도록하는 것은 매우 어

렵습니다. 결국 저는 Steven Fry가 아닙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

가족 중 한 명이 아이디어가 나온 곳인 소매업에서 일했습니다.

저의 책 The Butcher The Baker and The Undertaker는 제 상상

력과 함께 수확 한 진정한 사건들로 구성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는 매우 빨리 쓰고 다시 쓰지 않습니다. 너무 지

루하고 살 의지를 잃을 것입니다. 왜 13 번의 재래 프트를하나요?

저는 Jeffrey Archer가 아니지만 벽에 모네가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탐구하고 폭발하는 곳에서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합니

다. 그래서 2 시간의 글쓰기는 12 시간의 야간 근무와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12 시간의 야간 근무를 많이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1 년 동안 또 다른 전체 길이의 책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서 저의 글쓰기 방식은 원해도 복사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



다. 그러나 사람들은 질투심이 많은 품종이기 때문에“당신은 그

것을 쓸 수 없었다”는 말이 마치 내가 코끼리 남자 인 것처럼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 글의 일부를 복사하고 싶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당에

서 수백 권의 책을 읽습니다. BBC 라디오 4를 20 년 동안 쉬지

않고 듣고, 종교적으로 뉴스를 시청하세요. 경비원, 착한 사람,

코를 찌르고 끊임없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보십시

오. 술취한 숙박 자와 함께 큰 아일랜드 가정에서 자랍니다. 도

심 건물에서 야간 근무를하는 매우 열광적 인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먼저하고, 30 세가되면 글쓰기를 시작

하십시오. 실제로 쓰는 법을 배우려면 1 년이 걸립니다. 종이에

연필로 이야기를 써서 연습합니다.

그리고 30 년 후에 당신은 나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웹 사이트

에서 당신의 이야기의 번역을 읽는 전 세계의 독자들이있을 것

입니다.하지만 여전히 당신은 돈을 벌지 못합니다. 누군가 그 문

을 열어야합니다. 능력은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기회입니다. 그리

고 당신은 아이디어를 훔친 혐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쓰

면 그것은 당신 안에 있기 때문에 쓰십시오. 앞서 나가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와 함께 자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지 만 그가 한국



억만 장자라면 유혹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

의 예술에 얼마나 진실합니까? 출판을 위해 영혼이나 몸을 팔겠

습니까? 결국 말은 모두 방귀처럼 뜨거운 공기입니다.

청각 장애인을위한 종소리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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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리가 귓가에 있고 최근 이명이 심해져 밤에는 볼륨이 너무

높아서 잠을 잘 수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테일러 스위프

트와 함께 잠을 자거나 오히려 그녀의 음악을 틀고 잠을 자려고

합니다. 나는 John Denver와 Simon and Garfunkel과 함께 잤다.

나는 곧 더 큰 사이즈의 침대를 사야 할 것이다. 음악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너무 시끄럽고 너무 시끄 럽

습니다. 예, 이명에서 쉿하는 소리를 익사 시키지만 너무 시끄러

워 잠을 자지 못합니다. 나는 여전히 2 시간마다, 때로는 깊은

잠을 자고 나서 뱀파이어처럼 깨어납니다. 아니, 테일러, 존, 사

이먼, 가펑클은 행운의 별들에게 그들이 정말로 나와 함께 침대

에 있지 않다는 것에 감사한다.



오늘은 훨씬 더 춥고 날씨가 흐려서 2 월 날씨로 돌아 왔습니

다. 쉿 소리가 있지만 내가 너희 모두에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동

안 나는 테일러가 나에게 노래를 부르고있다. 내 음악 컬렉션을

확장하고 광고도없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일부 현대 라디오 방

송국이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고 짧게 자르는 방식은 범죄이며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광고가없는 BBC 라디오가 있다

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음악 사이의 다른 것들이 성 가시고 특

정 발표자를 지명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음성 라디오도 듣습니다.

Radio4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른 음성 라디오 방송국도 있습

니다. 그런 다음 잘못된 프로그래밍으로 인해 귀에 울부 짖습니

다. 저는 50 년 넘게 청취자 였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

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라디오는 동반자입니다. 제 형이 1974 년 집을 떠나 1 년

동안 석탄 광부 였을 때 라디오가 구조를 위해 케임브리지 대학

에 갔을 때였습니다. 나는 라틴어와 씨름하는 집안 중간 방에 홀

로 앉아 있었지만, 회사를위한 오래된 부시 라디오를 들었다. 라

디오에서 재미있는 소음이 들리고 다이얼을 돌릴 때 이명과 같

은 잡음이 들릴 것입니다. DAB는 꿈도 꾸지 않았고, 저는 아마

도 12 년 전에 DAB의 얼리 어답터 였고 품질이 놀랍습니다. 마

치 귀에 주사기를 꽂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 저는 귀 은유를 고

수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눈에 띄는 순간이 있습니다. 종이 울리는 곳, 결혼식

종은 아마도 기쁨입니다. 아니면 당신과 당신의 집을 구하기 위

해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 소방차의 종소리가 울리며 화재가 발

생하면 잠시 멈춰서 출구 경로가 있습니까? 나는 아이들이 어렸

을 때 탈출 경로를 가르쳤고 3 개의 연기 감지기도 가지고있었

습니다. 그것은 한밤중에 절대 듣고 싶지 않은 소리입니다.

Taylor Swift의 노래 또는 John Denver의 이명을 익사시키기 위

해 노래하는 것은 괜찮지 만 값싼 연기 감지기가 가족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가서 지금 차를 만드는 동안 3 개 사세요.

글쎄, 나는 "cuppa"라는 단어를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보

통 연설에서 사용하지 않는 페이지에 내가 사용하는 몇 가지 단

어가있다 . 내가 인정할 때 종소리가 울리나요? 우리 중 하나는

PC이고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오늘 읽고 듣고있는 내용이 제

가 약간 멍하고 추워서 날씨가 갑자기 바뀌거나 장의사를위한

준비가되어있는 낡은 방귀이기 때문에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당

신은 너무 잔인합니다. 내가 마실 때까지 가서 직접 마셔 라.

나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지 않기 위해 차만 마시고, 지난 55

년 동안은 즉시 마실지도 모르지만 비싼 물건에 돈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스타 벅스에있는이 모든 커피는 내가 아닙니다. 이제



다시 자리를 잡으십시오.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고 테스트 했습

니까? 나에게 감사 할 필요가 없다. 오전 3시에 화재 경보기가

아니라 Taylor Swift 만 귀에 들릴 수있다. 이제 "알람 벨 울림"

이라는 용어는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되는 직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옳지 않다고 느껴

지면 그만하고 후퇴하십시오. 우리 엄마가했던 말에 소금을 조금

던져라. 계속 될 것입니다.

집을 사는 데는 15 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원하는대로 결정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알람 벨

이 울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네거티브를 찾아서 걸어야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지역을 걸어 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분이 옳

은가요? 걸어 다닐 때 사람들이 웃나요? 아니면 전쟁 지역입니

까?

아니면 당신이 감당할 수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난 몇 년 동

안 모든 것을 겪었습니다. 그러니 시간을내어 알람 벨을 들으십

시오.

짝을 선택하고 구식 단어를 사용하면 다양한 것을 찾습니다. 그

는 부자입니까, 그녀는 큰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늠름합

니까, 그는 당신을 웃게합니까, 그녀는 멋진 눈을 가지고 있습니

까, 당신은 그와 함께 편안하다고 느끼십니까? 그와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그녀는 남은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는 타협 후보였

습니다. 그것이 결혼 종소리로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든간에 잔

소리하고 평생 귀에 울립니다. 한 중국 의사는 한 번 함께 살기

시작하면 그녀가 얼마나 잔소리를했는지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

니다. 이를 염두에두고 종소리를 듣고 침묵의 소리를 듣고 현명

하게 선택하십시오.

우리 정치인들은 우리를 전쟁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그들을보고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

다. 우리 고양이 토토로의 종과 같은 작은 종소리가 있다면 우리

는 더 많이보고 들어야합니다. 그가 멋진 옷을 입었 기 때문에

귀머거리는 귀를 돌리지 말아야합니다. 그는 이것을 믿고 결코

그렇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고 모든 것을 용서

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창녀와 아이디어의 파산이며 우리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을 고수하고 귀머거리를 돌릴 것입니다. 문제는 왁스가 떨어지기

전에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가 될 수있는 왁스가 떨어지기 전에

무엇을해야하는지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열리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며 그때 야 우리가 금 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까요?

우리는 언제 진실을 울리는 종소리를들을 수 있고, 자존심은 타

락하기 전에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바보로 잡혔다는 것을



깨닫기에 너무 자랑 스럽습니까? 2020 년 가을은 종소리가 크

게 울리는시기입니다.

잠들기 전에 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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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저는 비교적 새로운 이명과 그것을 설명하는 것과 관련

된 오래된 유머 스타일은 말할 것도없이 제가 사용하는 음악에

대해 지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취침 전의 꿈이나 잠들기 전

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잠을 잘 수 없을 때, 당신은 양

을 세고 케밥이나 민트 소스를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명확하게 흐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5 분 동안 잠을 자려

고 했습니까? 아니면 50 분입니까? 당신의 마음은 그날의 사건

들, 당신이 말한 것 또는 당신이 말 했어야하는 것을 방황합니

다. 왜 당신 만 틀린 말을하거나 사장님이 지나가는 것처럼 큰

소리로 방귀를 뀌는 이유는 지금 당신의 승진을 날려 버린 것입

니다.



당신은 잠들기 위해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하지만, 잠자리에 들

기 전에 영화를 봤기 때문에 제임스 본드 나 그의 차에 대해 생

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미스터 빈과 그의 차에 대해 생각하고 있

습니다. 다시 침대에서 따뜻하게. 그런 다음 숙제를했는지, 프로

젝트를 끝 냈는지 또는 체육 키트를 어디에두고 갔는지 생각했

습니다. 튜터는 당신이 만든 잘라 내기 및 붙여 넣기 에세이를

찾아 낼 것입니다. 당신은 원하지 않지만 요즘에는 치트를 발견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품합니다. 제가 단어를 입력 할 때했던 것처럼, 실로

무엇을하는지, 그들은 항상 감기처럼 걸리고 있습니다. 발가락을

쭉 펴고 뾰족한 다음 다시 몸을 굽히고 침대 시트의 차가운 부

분을 만졌거나 고급스러운 경우 이불을 만졌습니다. 베개를 통통

하게하면 잠에 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알람 시계를

봅니다. 당신이 나보다 훨씬 어리다면 모두 모바일입니다. 40 분

동안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해 왔는데 군인들이 사용하는 속임수,

3 분 안에 잠을 자거나 MASH를 시청 한 다음 잠을 자야합니

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술집에서 집으로가는 길에

비틀 거리며 지나갈 때 천장에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림자가 가

로등을 방해하기 때문에 빛은 천장을 통해 한 방향에서 다른 방

향으로 이동합니다. 이는 그림자에 대한 도플러 효과 인 천장

위로 잘못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지 못했다

면 침실 커튼을 입히고 어둠 속에서 천장을보십시오. 그리고 이

것을 기억할 때 당신은 작은 필름이있는 형제의 작은 영화 카메

라를 기억합니다. Barny Rubble 내부의 사진들입니다. 그런 다음

고장 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사관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역 영

화관에갔습니다. 1960 년대 후반 제임스 본드 영화가 상영되었

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려고하면 기억이 다시 넘쳐나고 어둠 속에서 미

소를 짓고 눈은 크게 감았지만 기억은 눈에 비치는 햇빛과 같습

니다. 어둠 속에서 선글라스를 손에 넣을 것입니다. 당신은 침대

에서 자세를 바꾸지 만 침대의 따뜻한쪽으로 빨리 돌아옵니

다. 이불 대신 새 이불을 사야하는데 아르고스의 TV에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뇌의 어두운면에서 떠오르는 생각은

당신의 의식 안팎으로 표류합니다. 당신은 결코 잠들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런 다음 보름달이 창문을 지나면 블라인드를 닫았어야합니

다. 당신은 어둠을 두려워하므로 항상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열고

자십시오. 블라인드를 닫거나 부분적으로 닫으려면 침대에서 일

어나야합니다. 고양이 토토로 만 침대 밑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뛰쳐 나와 당신을 놀라게합니다. 마침내 당신은 기절 할

때 잠을 자고, 블라인드가 당신 위에 쓰러 질 때 머리를 두 드

리십시오. 고양이 토토로가 따뜻한 침대를 대신하는 동안 바닥에

서 자고 있습니다.

웃긴 외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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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무엇에 대해 써야할지 몰랐던 것 같았는데, 한 두 가지 생

각이 들었습니다. 막대기처럼 문지르면 불꽃이 나고 불이납니

다. 모두가 침을 뱉고 식혀서 나를 슬프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렇게갑니다. 그래서 Funny Looks는 오늘의 작품입니다. 네, 화면

을 재미있게 보이게하는 여러분 모두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오

늘 무슨 일을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마약을하고있는 것 같아



요 글쎄, 나는 때때로 파라세타몰을 많이 복용하고 Movelat은

때때로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은 나를“여행”하게 만드는 종류의 약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매

우 유지력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내 머릿속에 있다면 나는

그것을 풀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50 년 후에 출시 할 수 있고,

그 때가 웃기게 보입니다.

나는 잠시 동안 가게에 있었는데 핸드백처럼 그녀의 개를 안고

있는 멋진 여자가 가스를 말하고있을 때, 아니 그녀는 나에게

웃기는 표정을주지 않았고, 가스를 통과 한 것이 나 또는 그녀

의 핸드백 개인 지 궁금해했다. 아니요, 그녀는 가스 회사에 대

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점퍼를 입고 가스비를 아끼거나

남편에게 찬 음식을 1/2 개 먹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운터 뒤의 소녀가 쳐다 보더니 이야기가 떠 올랐습니다. 아니

면 개 꼬리를 흔드는 것이 저를 생각 나게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점퍼의 모퉁이 찬장을 비우고 붉어지고 붉어지는 여동생에게 올

려 놓았습니다. 그녀의 팔은 그녀의 몸에서 직각을 이루고 있었

고, 우리는 그것이 매우 재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집에

와서 우리가 아이를 죽이겠다고 했어요. 이건 당신이 쪼아 먹는

순서에서 6 위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마도 1966 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카운터 뒤의 여인이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재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하는 데 문제가된다. 특히 나의 새

로운 지역이 아직 내게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바쁘고 듣지 않아서 당신이 말하는 것을 오해하거나 오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웃기게 보입니다. Wit의 문제는 빠르며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70 년에 체육

수업에서 나는 재치있는 말을했고, Ely가 뭐라고 말했고, 그래서

재치있는 말을했습니다. 선생님, Terry O'Callahan이“S --- y 논

평”이라고 말했고 그는 펌프에 휩쓸 렸습니다. 그래서 Terry는

얼굴을 만들었고 이제 50 년이 지난 지금 그것을 기억합니

다. 그래서 Wit는 회계사가되었고 나중에 역사 교사로 바뀌 었

습니다. 제가 올바르게 기억한다면 저는 그를 20 년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염을 가진 아일랜드 민속 가수처럼 보입니

다.

그래서 고통을 유발 한 기록으로 내가 웃기는 모습을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타이밍도 매우 중요합니다. 코믹한 타이밍뿐만 아니

라 모든 것을위한 시간과 장소입니다. 장례식에서 농담을하지 않

으면 다른 실화를 생각 나게하는 재미있는 표정을 갖게 될 것입



니다. 나는 실제로 이것을 The Butcher The Baker와 The

Undertaker에 소재로 넣었습니다. 아빠는 장의사 밖에있는 길을

걷고 있었는데, 맥주 마차가 부서진 콜라 캔 위로 갔을 때 그것

을 회전시키고 장의사의 아들 다리를 때렸습니다. 그는 아파서

등을 눕혔다.

또 다른 맥주 마차가 반대 방향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길에 뻗어있는 장의사의 아들을 넘어서 죽였을 것이다. 아

버지 만이 그곳에 계셨고 그를 끌어내어 생명을 구했습니다. 며

칠 후 장의사의 아들은 장의사에게 아버지를 지적했습니다. 그가

남자 였기 때문에 장의사는 감사의 마음으로 아빠의 손을 흔들

었다. 아빠가 잘 대답 한 꽃은 두 장의사를 웃게 만드는 사랑입

니다. 그래서 만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코디 실

같은 브렉 시트가 있습니다. 2002 년에 아빠가 돌아가 셨을 때

장의사는 아빠가 자신의 절대적인 모습을 보여 주 었는지 확인

했습니다. 사실 아빠는 그의 관에서 너무 좋아 보였고 Ash

Grove Cricklewood의 그의 형제 Johnny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너무 많은 웃기는 외모, 이상한 외모 또는 눈동자

를 얻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나처럼 뚱뚱해 보여서가 아니

라 기대의 따뜻한 미소. 이제 저녁 식사를 오후 2시 30 분에 두



십시오. 가족이 반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거나 피자를 위해 전화

를 걸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완두콩 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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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숲으로 짧은 산책을 할 생각이었고, 매일 독자 확인을하고

있었고, 이집트가 튀어 나왔다. 그래서 거기에 이야기의 재료, 이

집트와 숲이 있습니다. 공상 과학을 좋아하신다면 이미 저보다

앞서 계십니다. 사다리를 들고 지나가는 남자를 보면 자동으로

뱀이 어디 있는지 물어 보는데, 익숙하지 않으면 어린 이용 보

드 게임입니다. 그러니 이야기에 2 가지 재료가 더 있고 쿠션이

필요하다면 지금 제가하는 것처럼 그것도 이야기의 일부가됩니

다.

쿠션이 더 좋을 것 같네요. 다른 뺨을 돌리면 좋겠네요. 이제 나

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작성하기를 바랍니다 :-이집

트, 나무, 뱀, 사다리, 쿠션 및 다른 볼을 돌리십시오.



오늘의 이야기의 질에 대해 Lion bar와 catcalling 대신 당신이

얼마나 좋은지보십시오. 하울링도 추가하면 불꽃 놀이 나 포탄이

사방에 착륙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과 몇 달 전에 도착한

이명을 나타냅니다. 당신이 할 수있는 것을 보자, DIY 이야기.

이제 한 시간 후에 무엇을 생각해 냈는지, 무엇을 만들었습니

까? 쉬웠습니까? 못 박았 어? 트럼프 연설처럼 주제를 벗어 났습

니까? 노벨상을받지 못한 것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했습니

까? 이것은 트럼프 비극입니다. 그는 너무나 주제가없고, 메시지

도없고, 물고기의 관심 범위입니다. 그렇게 비극적이지 않았다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주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10 점 만점에 10 점을 주 셨나요, 아니면 8 점이나 5 점을 주

셨나요? 아니면 귀찮게하지 않았어요. 0 점입니다. 저는 각 이야

기가 끝나 자마자 아이들에게 읽어 주곤했습니다. 피드백을 놓

치지 만 아버지가 뉴스 리더스 보이스에서 기사 읽기를 중단 한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 내 여자애들이 그렇게 말했어. 뉴스

리더 인 Moi는 www.michaelgcasey.typepad.com에 가면 200

여개의 이야기를 직접들을 수 있습니다.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www.michaelgcasey.typepad.com


이제 내가 돌아와서 스스로 도전 할 수는 있지만, 다시 말하지

만 실제로 선생님은 숙제를하지 않고 그냥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예, 저는 1 년 동안 ESOL 강의를했습니다. 제 이력서는 감기에

걸린 손수건처럼 산산조각이났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반대로했

다. 그래서 우리가 재료를 보면 :-이집트, 나무, 뱀, 사다리, 쿠

션. 어디서부터 시작 하시겠습니까? 글쎄 테마파크, 피라미드 안

팎을 타고 사다리를 오르고 뱀을 밀어 내고 큰 쿠션에 앉았습니

다. 놀이기구는 나무, 나무로 만든 미로, 중앙에는 놀이기구가 있

습니다. 쉬운. 모두 즉시 생각 했습니까? 내가했고 나는 영어로

할 수 있다면 누구나 할 수있는 가장 낮은 공통 분모입니다. 그

러니 계속 연습하면 제가하는만큼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을

지루하게 될 것입니다.

초콜렛 러시를 먹어야했는데, Cadbury 's는 너무 풍부하고 크림

같고 Birmingham에서도 왔습니다. 일찍 일어나서이 강연을 마

치기 전에 식사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먹기 전에 피라미드 외

에 빵을 구울 수있는 오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 셨나요? 글

쎄요, 제가 마지막 한 입을 씹고 이빨을 뽑는 동안 실례합니

다. 그리고 내 이빨이 밤에 나오지 않고 침대 옆의 Domestos

그릇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내 미소는 진짜입니다. 아버지의 사



랑스런 기억이 벤치에 앉아 그의 틀니를 손에 들고 샌드위치의

마지막 조각을 빨아 들였지만.

글쓰기 스타일을 눈치 채 셨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글쎄요. 왜

어두워 졌는지, 누가 컴퓨터를 껐는지. 그래서 다시 혼잣말을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에게 말하는 것은기도로 분류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컴퓨터를 다시 켰을 수있는 철학 학생들

을위한 것입니다. 왜 글을 쓰나요? 그것이 저를 행복하게하고 제

가하는 최선의 일이고 제 건강을 고려하여 제가 할 수있는 유일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Sam Smith가 백그라운드에서 노래를 부

르고있어서 차 한 잔을 줘야합니다. 그러면 그는 그렇게 원고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나는 그가 FAB라고 생각합니다. 그

래서 오늘은 끝낼 것입니다. 단어는 루빅 큐브라는 것을 기억하

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비틀고 돌리면 제가 매일 세탁하는 것처

럼 항상 다른 조합을 얻게 될 것입니다.

토토로의 새로운 고양이 ©

으로

마이클 케이시



그래서 드디어 집을 옮겼고, 토토로가 우리와 함께 왔고, 그녀는

하루 동안 겁이 났고, 단 하루 만에 그녀는 결국 일본어 이름을

가진 닌자 고양이입니다.하지만 그녀가 대답하는 소리는 중국어

와 영어와 플라스틱이 열리는 소리입니다. 에. 그런 다음 그녀의

땅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어딘가에 케리 피가 있어야합

니다.이 작가의 가족은 결국 케리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했듯

이 케리에는 땅이 너무 많아서 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

덕 위로 훨씬 더 높은 곳에 살고 있고, 숲 근처에서 40 헥타르

에 관계없이 의회는 사람들이 여전히 파운드 실링으로 생각하고

펜스는 미터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토로는 그녀의 땅인 땅을 조사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건반이 울리는 소리를 알고 있으므로 건반을 엉킴 만하면 곧 높

은 울타리가 덜거덕 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집으로 돌진합니

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갈 곳이 더 많고 애정을 훔칠 사람들

이 있습니다. 그녀는 Shrek의 고양이를 부랑자, 진짜 부랑자처

럼 보이게 만들고 그녀는 진짜 거래이며 다국어도 사용합니

다. MIAOOOW. Totoro Le Le의 빠른 외침도 그녀를 집으로 가

져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MILK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녀는

어리석지 않고 야간 학교에서 CATulus를 공부했습니다. 매일

밤 소리가 어땠을까요? 뜨거운 양철 지붕에 고양이?



토토로는 어느 날 코가 긁힌 채로 집에 왔는데, 아마도 지역 여

우를 제자리에 두었을 것입니다. 여우는 매우 긴 것입니다. 여기

한 마리가 새벽 3시에 정원 울타리를 넘어 다음 정원으로 뛰어

드는 것을 봤습니다. 나는 실제로 어느 날 밤 우리의 오래된 정

원에서 3 마리의 여우를 함께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쓰레기통

은 여우 테이크 아웃이므로 Lets Eat 또는 Just Eat는 그들이

가서 지역 쓰레기통을 습격 할 때입니다. 토토로는 딸의 침대 밑

에서 뜨거운 물병처럼 잠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오래된 거리는 매우 바빴고 새로운 거리는 훨씬 더 조용

했기 때문에 토토로가 현관 문으로 나가서 세계가 지나가는 것

을 보며 정원 벽에 앉아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생명의 기념비

처럼 그녀는 더 많은 사랑과 헌신을 찾기 위해 거리를 질주 할

것입니다. 그녀가 더 뚱뚱해지면서 작동합니다.

뒷 정원을 바라 보면 정원 중 일부에는 아이들을위한 탄력있는

장치가 있으므로 토토로는이 트램폴린을 몇 번 뒤로 뒤집어 그

녀의 모습을 지켜 봅니다. 아이들의 트램폴린을 테스트하는 것이

그녀에게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빗속에 갇 히면 그

아래에서도 피난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중앙 난방

통풍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지만 울타리 위나 인접한 부엌



지붕의 통풍구 옆에 앉아 털을 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푹신하고 푹신하지만 알리의 발 속도가 좋은 이유를 설명합니

다.

그녀는 항상 뒷문으로 들어올 때마다 몸을 구부리고, 그녀의 방

향으로 부드럽게 불면 항상 그녀의 젖꼭지 6 개를 보여줍니

다. 그리고 그녀도 miaows, 그녀는 오래된 집에서 miaow를 사

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4가 고양이 시대의 십대와 같다고 생

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녀는 Toms를 집으로 데려 오거나

임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녀를 가구에서 떼어 놓

기 만하면 그녀는 추가 도난 경보기 인 계단 꼭대기에 경비를

서게됩니다. 특히 당신의 이름이 토토로라면 고양이 생활은 좋은

삶입니다.

영웅 도살자의 죽음 ©

으로

마이클 케이시



Big Sid가 공백 범위에서 3 번의 총을 맞고 저장 한 후 마약 집

단은 그가 죽어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암살자가 병원 침

대에서 그를 죽이기 위해 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Dudley Rd 병

원에 들어가는 것이 쉬웠 기 때문에 장소가 너무 커서 Big Sid

는 곧 천국에 있고 콜롬비아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

다. 아니면 그날 간호사 글래디스 엠마누엘 만 근무했습니다. 그

녀는 그 위에 서있는 남자를 보았을 때 수문에서 시드의 가방을

비 웠습니다. 그래서 글래디스는 풀 메탈 침대 팬을 가지고 침입

자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녀 만이 비명을지를 수있을 정도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RAP E.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비명을 질

렀습니다. RAP E. 그녀가 금속 침대 팬으로 침입자를 계속 때렸

습니다.

Dudley Rd 럭비 팀은 그녀의 비명 소리가 울 렸을 때 QE 승리

에서 막 돌아 왔습니다. 직원, 모든 종류의 직원이 그녀를 돕기

위해 경주했습니다. Darcy Braithwaite는 가장 빨리 달렸고 간호

사 Gladys Emmanuel에게 달콤했지만 아직 용기를 뽑지 못했습

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나 지금 Darcy Braithwaite는 바람처럼

달렸습니다. 그는 22 스톤이었고 잉글랜드에서 럭비 선수를 가

질 수 있었지만 Medicine이 그를 먼저 주장했습니다. 보통 그는

무리에서 가장 느리고 콜리 플라워 귀가 달린 단단한 머리 소품



이었습니다.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레이하운드였습니

다.

메딕 럭비 승무원은 옆방에 쌓였 고, 암살자가 될 것입니다, 최

소한 두 개의 무릎이 부러졌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치유하는 곳

입니다 Darcy가 간호사 Gladys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Big Sid

의 침대가 올바른 위치로 돌아 왔을 때 모든 소란 속에서 옆으

로 두드려졌습니다. 괜찮아, Darcy에게 물었다. 물론 나는 그 놈

이 Big Sid를 쫓았 고 Gladys가 바닥에서 총을 집어 들고 여전

히 더러워진 변기에 넣을 때 대답했습니다. 다행 이네요. Darcy

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Gladys는 그녀가 그와 결혼하기

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첫 공식 데이트였습니다.

Sgt Mulholland는 배턴을 뽑아 준비 상태로 도착했습니다. 암살

자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병원장이 도착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요

크 부인,이 놈은이 치유의 장소의 신성함을 깨뜨 렸습니다. 저는

그를 QE에 데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슬개골 수술이 더 좋다고 들었는데 그녀는 거짓말을하



고 있었지만 그녀는 리 비드 였고 지금은 78 세 였고 이것은 그

녀의 작년에 명예 병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나이 때문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

니다. 할아버지는 정육점을 하셨지만“기절”했지만 기절하면서

다리가 위쪽으로 경련되었습니다. 그녀의 매우 멋진 디자이너 신

발, Theresa May의 신발과 마찬가지로 매우 뾰족한 신발은 그녀

의 뾰족한 신발이 그의 공에 암살자가 될 것입니다. 완벽한 샷,

완벽한 이별 샷, 명예 병원장. 이제 QE가 고환 절차를 전문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gt Mulholland는 천천히

암살자를 수갑을 채우고 그를 데려갔습니다. 럭비 팀은 미소를지

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Dudley Road, 양질의 리더십을 너무나

사랑한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Percy는 Mr Stone MP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Dame

Elizabeth York과 럭비 팀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 다음 결정되

었습니다. 시드는 죽어야하고 시드를 구하려면 죽어야합니다. 그

콜롬비아 마약 놈들이 그를 쫓는다면 그들은 다시 시도 할 것입

니다. 그래서 시드를 구하려면 죽어야합니다. 모두가 비밀을 맹

세했습니다. 그러나 Sid는 어디로 가서 그가 필요한 보살핌과

안전을받을 수있었습니다. Dame Elizabeth는 그녀의 코를 만졌



습니다. 형제가 도움이 필요한 자매를 도울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녀의 오빠는 다름 아닌 영국 귀족 억만

장자 였는데, 그 조상은 로인 경을 만들기 위해 소고기 기사를

만든 헨리 7 세를 먹였습니다.

Big Sid는 그의 거대한 재산에서 안전을 위해 활기차게 떠날 것

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보여야합니다. 그래서 퍼

시 자신이“신체”를 제거하고 스톤 MP는 언론에 성명을 발표

할 것입니다. 나는 MP라서 누군가가 거짓말을한다면 그것은 내

가되어야하므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Andy, Percy의 아들

은 Sid와 함께 뒤쪽 출구에서 Billionaire 's로 가고 Percy는 Sid

의 "몸"을 앞쪽으로 가져갔습니다. 진짜처럼 보이게하려면 렌이

도와야 할 것입니다.

렌, 빅 시드를 사랑하니? 렌 형제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 한 것처

럼. 그런 다음 Len, Sid는 죽고 그의 시체는 Dudley Rd의 정문

으로 옮겨 져야합니다. 현실처럼 보이게하기 위해 우리는 당신이

시드와 같은 무게 인 것처럼 당신이 관 속에 있기를 바랍니

다. TV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암살자의 고용주가 일이 끝났다

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한편 우리는 시드가 죽었다고 생각할

때 이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Len은 관에 올라 갔고 Sid의“시체”는 유럽에서 가장 긴

병원 복도 길이 인 1km 길이의 정육점 의장대에 의해 들어 올

려졌습니다. 매 100 미터마다 6 명의 정육점이 운반 업무를 맡

았고 60 명의 정육점은 시드의 시신을 정면 주 출구로 운반하

는 영광을 누 렸습니다. 퍼시는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직원들

과 환자들이 복도에 줄을 섰고, 모두가보고있을 것이고, TV 직원

들은 눈물을 흘리며 비극적 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스톤 씨는 외상으로 오늘 사망했고, 암살자가 병원 침대에서 그

를 죽이려고했습니다. 빅 시드와 그의 가족을위한기도를 부탁드

립니다. 스톤 씨는 전 세계에 보여진 진정한 눈물을 울고있었습

니다. 시드의 친구 인 퍼시 프로스트는 죽은 자의 마지막 직책을

개인적으로 돌볼 것이며 장례식은 3 일 안에 예상됩니다.

한편 Andy는 Big Sid와 4 명의 의사와 함께 개인 구급차를 운

전했습니다. Billionaire는 Medicines Sans Frontieres에서 온 친

구들을 몇 시간 만에 전체 병실이 준비 될 때까지 준비했습니

다. 그의 여동생은 항상 서두르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에게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예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Sid가 정착 한

후 국경없는의 사회에 천만을 기부하는 것을 기억해야합니다.

퍼시가 장의사 렌을 구한 후 관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빨간색이

었고 관은 결국 생계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숨을

쉴 때 렌의 첫 말은 Big Sid가 안전합니까? 네, 렌은 뺨에 퍼시

에게 키스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형제였습니다. 이제 한 시간 만

기다리시면 마이클이 빅 시드를 만나게 해드립니다. Len은 울기

시작했고, Big Sid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를 미치게 만들 것입

니다. 그래서 렌은 한 시간을 기다렸다가 마이클이 택시를 타고

어둠 속에 도착했고 렌을 데리고 억만 장자 부동산에있는 빅 시

드를 보았습니다.

부동산은 폐쇄되었고 모든 부동산 노동자들은 무장했고 먼저 총

을 쏘고 나중에 질문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국경없는의 사회

친구들은 미소를지었습니다. 그것은 맨션 내부의 요리와 5 성급

럭셔리를 제외하고 전쟁 지역에있는 것 같았습니다. Len이 도착

하여 Sid의 편으로 인도되었습니다. Sid가 그 옆에 친구가있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억만 장자가 렌에게 전화가 울리는 것을

맞이하자 그는 벽에 걸린 초상화를보고 렌에게 전화를 건네 주

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집에서 시드를 위해기도하고 있음을 알



리기 위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라고 불러주

세요. 코기들이 카펫을 씹고있어 미안합니다.”전화는 귀중했습니

다. Len은 억만 장자를 보았고 억만 장자는 벽에 걸린 초상화를

보았습니다.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이었습니다.

The Nation은 충격에 빠졌고 3 일 동안 애도하고 Big Sid에 대

한 TV를 백투백했습니다. 그가 용기를내어 사후 조지 메달을받

을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있었습니다. 그래서 Mr Stone MP가

기자 회견을 할 것이라고 발표되었을 때 전세계의 모든 언론이

거기에있었습니다. 내가 사과로 시작할 수 있다면 모두 나를 용

서 해주길 바라지 만 나는 거짓말을했고 의원은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Chiltern Hundreds를 지원하고 의회에

서 사임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혼란 스러웠습니다. 모든

압력이 틀림 없습니다.

알다시피, 스톤 씨는 잠시 멈 췄고 그의 얼굴은 눈물을 흘리며

빛났다. Bid Sid는 ALIVE입니다. 기절 한 침묵, 그는 정말로 스

트레스에 시달렸 음에 틀림 없다. 지금은 3 일이었고 아무도 3

일 동안 살아남지 못했다. Big Sid는 ALIVE입니다. 우리가 Sid

를 안전하게 지키는 동안 Sid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Sid를



구하는 속임수였습니다. 소란. 그가 어디에 있는지 말할 수는 없

지만 그는 안전합니다. 그것을 증명할 비디오가 있습니다.

영상이 시작 됐고, 버킹엄 궁전이 보여졌고, 병원 침대로 바꿨고,

시드는 잠이 들었다. 카메라는 뒤로 물러 났고, 그것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었고, 시드는 나의 보호 아래에 있었고, 우리

가족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카메라가 뒤로 물러나 자 공작은 안

락 의자에 앉아 펄리 샷건을 잠그고 장전했습니다. 카메라는 다

시 뒤로 물러 났고, 의식 경비원 외부에는 총검이 고정되어 카

메라를 겨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외에 모든 회사는 총기를 잠

그고 장전했습니다. 비디오가 끝났습니다.

완전한 소란, 완전한 소란. Sid는 Alive 였고 Flash Gordon보다

더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톤 씨는 거짓말을했기 때문에 그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여왕도 그랬거나 오히려 그녀가 잘

못 지시했습니다. 그 놈들은 궁전으로 오게하세요. 친애하는 Sid,

Sir Big Sid GM은 그것에 대해 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 사람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Sid는 시골에서 안전했고 Gordon

Highlanders는 콜롬비아 마약상들이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있는

궁전으로 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들을 플래시하

고 카이 버에 총검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으로 나는 정육점을위한 눈물의 이야기의이 단편을 쉬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이 글을 읽고있는 여왕이라면 제 글에 대

한 홍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딸들에게 약간의 돈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레사 메이 자신의 이름이 저를 떨어

뜨려야 만 제 말에 대한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

Taylor Swift는 Michael Slow와 Snowy를 만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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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에 테일러 스위프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

늘 저녁에 그 주제를 계속할 것입니다. 오늘 외출 했으므로 지

금은 피곤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지치지 만 다른 이야기를 덜어

낼 수 있습니다. 시. 그래서 여기에 간다. 테일러는 내가 당신과

이야기하는 동안 구석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제 키보

드를 흔드는 것을 그만두면 당신과 이야기하겠습니다. 팝 음악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연기가 자욱한 바에서 포크와

재즈 음악을 들으며 수년을 보냈고, BBC Speech Radio를 듣지

않았을 때 내 옛날 고음질 음악을 계속 들었습니다.



나는 또한 샤론 오스본의 침실에 있었는데, 4 성급 호텔에서 일

할 때 와이파이를 검색하고있었습니다. 나는 또한 Will Young,

Eric Clapton, Nicklebacker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를 Sir,

Richard Claydermen이라고 불렀고 Alice Cooper도 인사했습니

다. 그래서 나는 별과 섞여서 포인터 자매에게 반지를 팔았습니

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는 그들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그들의 방에 가두 고 그들의 자리에있는 무

대로 데려 갔다면 어떨까요? 테일러 스위프트부터 시작해 보겠

습니다. 우리는 거의 같은 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녀의 광택

스타킹으로 멋지게 보일 것입니다. 집을 옮겼을 때 저울이 없어

졌기 때문에 지금은 내 몸무게가 확실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여

전히 조지 클루니보다 더 잘 생겼습니다. 아니면 보이 조지입니

다. 둘 다 좋아요. 내 뚱뚱한 송아지를 지나서 무대 부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조명이 어두워지고 거기에 "Welcome to Birmingham"이 있습니

다. 노래를 부르고 여기에서 BERMINGUM이라고 발음합니다.

제가 엉덩이를 비틀면서 예쁜 소녀 인 하마처럼 보입니다. 내 눈

머리는 정말 환상적이지만 Taylor의 Swift 댄서 중 한 명이 머



리카락에 색을 입혔습니다. 초록색과 중국인 이었습니까? 글쎄,

내 것이 진짜, 코카콜라보다 낫다. 그리고이 하마가 무대 전체를

뛰쳐 나 가면서 I Shake It, I Shake It. 내 비듬이 아침 시리얼처럼

청중을 뿌린다. 주름진 늙은 소년의 코코 팝스의 비듬 만 잊으세

요. 실제로 저는 주름이 많지 않습니다. 나는 FAT이기 때문에

Fantastic And Telegenetic 또는 그 단어가 TV에서 잘 어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을 빼면 주름살이 가자, 올리버 하디처럼 무

대를 뛰놀며 노래를 부른다.

Taylor Swift는 Honey I Shrunk the Kids처럼 내 옷을 입은 그녀

의 방에서 탈출합니다. 그런 다음 나는 무대 위의 모든 곳에서

쫓기고, 그들이 그물을 떨어 뜨리고 나를 쫓아 내고, 마치 악어

처럼 나를 쫓아 낸다. 보안은 내 입 팔과 다리를 함께 테이핑하

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청중에서 울고, 테일러 스위프트

는 이제 제대로 옷을 입고 다시 나타납니다. 모두 시청하는 동

안 나를 위해 서서 영어 위대한 할아버지에게 감사드립니다.

테레사는 TV에서 항상 그녀의 스타일을 훔치고 그녀의 스타일

을 훔칩니다. 내가 빼앗길 때 밴드는 솔로 득점을한다.



내가 또 누구가 될 수 있을까? 나는 큰베이스 드럼이 될 수 있

고, 내 텀과 카 다시 아 크기의 부랑자를 두드리는 것뿐입니

다. 나는 일본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프레디

머큐리가 될 수 있었는데, 1 년 전에 콧수염이 있었는데, 내 허

벅지가 너무 커서 그가 입었던 그의 흰색 긴 바지를 입을 수 없

었습니다. 나는 아이디어가 있고 면도기가 필요하지만 피부가 빡

빡합니다. 예, 면도를 한 다음 바디 페인팅을 한 다음 무대 위에

서 뛰어 다닐 수 있습니다. 수술 전에 4 중 심장 우회술을 받았

을 때 당신의 가슴과 양쪽 다리가 면도되었습니다. 변태는 없습

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리에서 정맥을 제거하여 가슴에 넣습니

다.

그래서 당신은 내가 면도하고 칠하고 뛰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

습니까? 나는 자유 로워지고 싶습니다. 나는 약간 화가 나고 있

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Las Ramblas에서 최고의 타파스 바가있

는 바르셀로나. 압력이 가해지면 실제로 전혀 압력이 없습니다.

페인트 바로 아래, 페인트 아래에 왜 크레오소트를 사용 했습니

까?

물론 나는 엘튼 존이 될 수 있지만 그는 나에 비해 너무 평범

해 보였고, 그가 나처럼 빛을 발했을 때 피아노의 상아를 톡톡



튀길 수 있었지만, 그는 결코 나와 비교할 수 없었고, 욕실 바닥

전체를 빙빙 돌렸다. 내가 더 이상 초대받지 못하는 것도 당연

합니다. 난 너무 외로워, 난 너무 외로워, 엘튼 전화주세요.이 불

쌍한 개에게 뼈를주세요. 아니면 내 길을 밝히는 촛불, 바람의

촛불, 내 바람. 플래시 A HA, 그러나 그것은 Freddie입니다.

노래 할 좋은 단어가 몇 개 있고, 음악이 노래하게하고, 음악이

맡게했지만, 마리아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만약 내가

뮤지션과 함께 승강기에 갇혔다면 아마도 내가 런던 사람이 아

니기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아마도 버밍엄에서 왔을 것입니

다. 나는 밤새도록 춤을 추고 엘리베이터에서 날개를 펼칠 수 있

었다. 그런 다음 감동을 줄 수 있었고 마침내 우리 사이에 히트

기록이 생겼습니다. 아니면 그냥 날 때렸을 수도 있습니다. 내

엘리베이터 광고는 인상적이어야하고 그때 나는 정말로 팝스타

가 될 것입니다.

춤의 기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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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성 패트릭의 날입니다. 누군가가 내 물건을 수집하는

경우를 대비해 평소와 같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해야할지 몰랐습

니다. 방금 로또 티켓을 확인했습니다. 아일랜드 인의 행운입니

다. 그러니 수요일에 더 많이 이기기를 바랍니다. 나도 동네 가

게에 들어갔고, 카운터 뒤의 소녀에게 아이리쉬 댄스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명히 그녀는 의심스러워서 후드를 벗고 보안

카메라를 가리 켰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내 마음과 관절염으로

더 이상 춤의 제왕 루틴을 할 수 없습니다. 가게에 있던 소녀는

당황했지만 당황했습니다.

언니들이 아이리쉬 댄싱을했다고 설명했는데, 지금은 50 년 전

이라고 믿을 수가 없네요. 나는 여전히 늠름하게 잘 생기고 겨우

30 살 밖에 안되고 중얼 거리지 않고 화면의 이쪽 일지 모르지

만 귀와 감정이있다. 언니들이 아이리쉬 댄싱을했을 때 댄스의

제왕 쇼는 생각조차하지 못했습니다. 한 자매는 4 개의 메달을,

다른 한 자매는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춤을 흉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추억이었습니다. 그들이 춤을

멈췄을 때 길에서 살던 선생님 앤 킹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유니폼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머니는 재봉틀을 꺼내서 대신

목도리를 우리 욕실 커튼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다른 기억은 뒷방의 침대 중 하나에서 어둠 속에서 춤을 추

면서 우리 정원 바닥에서 이웃을 위해 아일랜드 춤 공연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무엇에 대해 튀는 것인지 물었고 우

리는 그것에 대한 모든 지식을 부인했습니다. 그 이웃에게는 춤

을 추는 방법을 알고있는 Christine이라는 금발 머리 딸이있었

습니다. 그녀의 경우에는 그녀가 항상 그녀의 브래지어와 팬티까

지 창에서 옷을 벗는 데 사용했던 스트립트였습니다. 그러면 그

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80 세입니다. 이것은 내 어

린 시절이었습니다.

춤은 너무 자유롭고, 슬플 때 춤을 출 수없고, 북한에 있지 않으

면 춤을 출 수없고 두려움이 동기가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자만심은 실패한 외교 부족에 대한 즐거운 춤 이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는 최악의 사람들의 피리 부는 사나이이지만 나는 빗

나 갔다.

당신이 춤을 출 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 롭습니다. 마치 성자

Cecelia가 말했듯이 "노래하는 것은 두 배로 찬양하는 것"과 같

습니다. 춤은 평범한 속도로 한걸음 깨고 춤은 더 깊어지고 훨씬

더 감정적입니다. 물랑 루즈에서 록산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춤



과 노래 루틴입니다. 영화를 볼 때 너무 많은 힘과 열정과 이야

기가 있습니다. 가서보고 나중에 다시 오세요.

뭐하는거야? 물랑 루즈 보러가, 난 성 패트릭 데이 샌드위치를

  사러 갈거야. 그리고 패 디스 데이에 초록색으로 변한 만리

장성을 봐.

나는 샌드위치를   먹었고, 내 작은 딸은 부엌 구석에 그녀의

모의 GCSE를 위해 수정하고 있으므로 나는 조용해야했습니

다. 이틀 동안 그녀는 세 번의 시험을 치렀는데 여러분 모두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행복하게 춤을 추지 않을 것입니다. 거

의 50 년 전 제가 문법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11 플러스를 통과

했을 때 어머니가 저를 데리러 저를 휘 두르 셨을 때를 생각 나

게하셨습니다. 요즘에는 5000 명이 500 곳에 지원을해서 자리

를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운 좋게도 지역 여학교는 이름, 훌

륭한 규율 및 전화가없는 문법 학교입니다.

시험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가 시험을 치르면기도하기 시작합니

다. 하나님 께서 이것을 통과하게 하시고 통과하게 해주세요. 하

나님은 의심 할 여지없이주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위험”이



지나 가면 우리가 그를 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의로

운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에게는 정말 더 많은 기쁨이 있습

니다. 그러나 댄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움직임이고, 삶이고, 재

미 있습니다. 예, 일부 문화는 다른 문화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

습니다. 그들은 아일랜드 인이 음악과 노래를 좋아하고 다른 문

화권은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이웃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설명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인도인과 파키

스탄인이 크리켓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고정 관념을

사용했다는 비난을받을 것입니다.

춤은 맥박이고, 심장 박동이고, 우리가 죽을 때 그 맥박은 사라

집니다. The Butcher The Baker와 The Undertaker에서는 장례식

이 있지만 Old Forge와 Singing Anvil의 재즈 장례식입니다. 자

신이 음악을 시작하여 Mr Stone이 MP가되도록 그녀는 하늘에

서 메리 댄스를 이끌고 있으며, Percy the Poet Undertaker가 발

레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발레에 가본 적이 없다면 그것에 대한 고정 관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연히 The Birmingham Royal Ballet의 발레

리나에 의해 긍정적으로 Vetted를 받았습니다. Queens Tavern

에서는 Hippodrome Theatre 옆에있는 Gay Quarter의 직선 바



가 있습니다. 그러나 Ballet으로 돌아 가면 플로와 그레이스가

아니라 움직임과 흐름에 관한 것입니다. 별도의 점에서, 훌륭한

일꾼은 자신의 직업을 너무 잘 알고 맥주 배를 마시고도 발레

댄서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흐름과 우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

라서 뛰어난 음악과 세트, 디자인과 조명으로 흐름과 우아함이

있습니다. 한 번만 시도하고 여자 친구를 데리고 가십시오. 그러

나 조심하거나 나중에 침대에서 춤을 추면 너무 행복해질 수 있

습니다.

9 개월 후 당신은 행복하게 춤을 추고 울며 버밍엄의 그늘에있

는 뚱뚱한 은발의 작가 마이클 케이시가 옳았다 고 말합니다. 발

레는 아기를 가져옵니다. 내 사이트에서 Birmingham is Ballet을

발견하면 모든 것이 코믹한 맥락으로 설명됩니다. 오늘은 그곳에

남겨 둘 것 같아요. 우리는 워즈워스시처럼 약간의 어둠이 내려

야하는 모든 삶에 소나기, 심지어 눈까지갔습니다. 그러나 비가

그치면 우리는 성 패트릭의 날을 축하하면서 무지개를 바라보고

그 삽을 가져 와서 금 그릇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원 성장 ©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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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뭐라고 말해야할지 궁금해서 방금 씨앗을 심은 것 같아서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정원에 대해 글을 쓰고 2013 년부터 뭔가

를 찾았는지 살펴 보았 기 때문에 6 년 후 정원에 대한 다른 내

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집을 옮겼고 이웃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멋진 덤불이 있었지만 그는 벽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 덤불이

벽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집까지 벽의 우리 쪽

정원을 심을 기회를 주었다. 이것이 제가 지난 몇 주 동안했던

일입니다.

덤불은 크게 베 였지만 다시 자랄 것이지만 벽의 우리 쪽에서

만 자랄 것입니다. 베이스에는 노란색, 보라색, 주황색의 화려한

꽃을 심었습니다. 이름 묻지마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저는 제

엄마 나 오빠가 아닙니다. 그는 그녀의 초록색 손가락을 팔꿈치

까지 물려 받았습니다. 엄마는 덤불 속으로 뛰어 들어 공휴일에

시립 정원에서 깎기 위해 물을 뿌리고 비닐 봉지에 싸곤했습니

다. 그런 다음 2 주 후 버밍엄에있는 집으로 돌아와서 나무를

심고 그녀를 위해 자랐습니다.



내 딸은 발렌타인 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2 주 동안

물에 담아서 퇴색하고 나서 나는 어머니를 복사하기로 결정했습

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꽃잎을 제거하고 줄기를 잘게 썰었습니

다. 저는 우리 앞 정원에 심었습니다. 이론상 우리는 빨간 장미

가 자랄 것입니다. 오늘의 미세한 씨앗을 심 으면서 확인했는데

제 장미 줄기가 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성장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성

장한다면 이것은 내가 냄새 나는 겨드랑이까지 초록색 손가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나는 너무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

다.

나는 오래된 집에서 새 집으로 토끼풀을 옮겼습니다. 예전처럼

부엌 정원 벽에서했던 것처럼 번성할지 모르겠습니다. 색상의 스

플래시는 대단한 것입니다. 일이 잘되면 뒷마당의 경계선을 공격

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정원에서 풍성한

색으로 가득한 이야기.

사람들은 정원과도 같으며 먹이를주고 물을주고 사랑으로 영양

을 공급 받아야합니다. 찰스 왕세자는 우리 모두가해야하는 것처

럼 자신의 식물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 하

셨으므로 그는 그런 식으로 대화를 받아 들일 것입니다. 국경에



있는 애완 동물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할 수 있지만“garde de l'

eau”의 그늘입니다. 새로운 우정은 술집에서 맥주 나 고가의 라

떼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인스턴트 한 병을 사고 100 잔의 커피

를 함께 마시면 우정이 훨씬 더 생산적 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씨가 바위 땅에 떨어지고 죽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씨앗을 관리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One Night Stand와 같고 즐거울 수 있지만 질병과 수치

심의 위험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정과 사랑입니

다. 만약 당신이 우정에 물을주지 않으면 그것은 죽고, 당신이

너무 바빠서 만나거나 전화를 걸거나 얼굴을 마주 치면 우정이

나 사랑이 죽습니다. 그래서 노력을해야합니다.

식물은 남자의 턱수염이나 여자의 다리처럼 모두 자랄 수 있으

므로 개인적인 손질에 시간을 할애해야합니다. 더 많은 태양을

얻으려면 식물을 회전시켜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쪽으

로 자랄 것입니다. 정원에서는 벽을 자라도록 훈련해야합니

다. 그래서 그것은 우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여성이 남성으로 자라기 위해 훈련을 받아야한다는 것이 아닙니

다. 남성이 더 많은 퇴비를 필요로하거나, 아마도 약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식물은 자라며 아름다움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TV에서 초콜

릿 광고에 나오는 노동자의 부랑자처럼 눈을 즐겁게합니다. 식물

은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후 편안하고, 우리를 소생시키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식물을 돌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 잡

습니다. 애완 동물이 없다면 식물은 두 번째로좋은 선택이 될 수 있

습니다 . 우리의 우정은 식물과 같고 열매를 맺습니다.

Jake는 항상 당신을 위해 곁에있을 것이고, 리프트가 다시 고장

나면 계단 위로 쇼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양파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창 상자에서 그들을 기르고 당신이 그

를 비웃었을 때 그는 그의 멋진 요리로 그들을 맛 보도록 초대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우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물, 재배, 손질, 직접 및 수확. 이것은 우리가 정원이나 창 상자

에있는 식물로하는 일입니다. 로즈마리가가는 곳에서 사랑이 자

라 나기 위해 우리는 우정을 통해서도 그렇게해야합니다.

사실이되기 엔 너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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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사건이 일어나고 당신이 "사실이 되기에는 너무 좋았다"고

말한 후에 그렇습니다. 뭔가 너무 좋아서 사실이 아니라면 아마

도 그럴 것입니다. 당신은 Saint Jude에게 무언가를 위해기도하

고 빠른 대답을 얻습니다. 단지 그것은 잘못된 대답입니다. 좋아,

당신은 어떤 직업이든 할 일을기도했고, BINGO는 당신이 영안

실에서 일하면서 하나를 얻습니다. Saint Jude가 그의 역할을 수

행했습니다. 이제 죽은자를 쫓아 내야합니다.

같이 일하던 누군가가 그런 일을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반쯤 들

었어요. 폴 고실을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의 이름이 맞다

면 지금 같은 거리에 사는 것 같아요. 그는 이제 CASEY가 아니

라 커튼 뒤에 숨어있을 것입니다. 그의 동생은 전문 사진 걸이

인 사진 걸이였습니다. 멋진 컬렉션을 가진 백만장자는 그를 교

수형으로 만들어 멋지게 보입니다. 끈적 끈적한 등걸이를 위해

Woolworths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Godshill 옆에 적절한 교

수형. 누군가가 그에게 계란을 빨거나 천을 자르도록 가르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Picture Hangerer가 그 일을 포기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일이 헤엄 칠 정도로 진행되고 있고, 당신은 당신이 즐

기는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 후에 끝납니다. 사실이 되

기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지금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일 것입니다. 그는 제가 그 어느 때보 다 훨씬

영리합니다. 똑똑하게 보이고 싶다면 똑똑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아무도 당신이 지루하다는 것을 알아 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또

는 둔한 척하면 나중에 뛰고 그들의 부랑자를 물고 사람들이 나

를 괴롭 히면 부랑자를 물 수 있습니다. 또는 Laura가 한 번 말

했듯이 "그도 물었습니다".

인생은 스포츠맨이받는 질병처럼 들리는 커브 볼에 던져진다.하

지만 누군가가 내게 말했듯이, 그는 나중에 그의 삶이 아래로

나아지면서 방랑자가되었다. 네 인생은 너무 좋아서 사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비오는 날을 위해 저축하고 좋은 여자와 결

혼하십시오. 여성은 사회의 기반이며 쓸모없는 남자가 허물어지

고있는 동안 그것을 계속합니다. 가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여

성의기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농사꾼이 될 수 있고, 인터뷰 과정에 하루를 낭비

하고, 커피 머신이 맥락에서 벗어난 무언가를 말하면 직업 기회

를 잃게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과정에 대해 한 푼도받지 못했

습니다. 그게 당신이 당황 할 수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는

당신은 직업을 신청하고 그들은 당신에게 "당신이 가장 적게 일

할 것"이라고 묻습니다. 예, 실제로 그 질문이 있었고 당신은 직

업에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연

간 £ 1000를 잃습니다. 그 당시에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나는 회사의 이름을 짓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것은 내가 일했던 최악의 회사였습니다. 식중독으로 아플 때 매

일 울리면 언제 돌아올 지 알려줍니다.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이 너

무 좋아서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친구를 몇 명 사

귀면 그게 최선입니다. 예, 길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마스크 뒤

에는 facarde 뒤에 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몇 달 동안

피를 토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모르고 신경도 쓰지 않

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나쁜 회사를 회상하고 있습니

다. 다행히 나는 그곳에 1 년 밖에 없었고 미국 여행을 마치고

떠나겠다고 약속했고 그렇게했습니다.



대체로, 각각의 삶에 약간의 비가 내려야하지만 우리 모두는 사

랑, 희망, 친구의 방어 메커니즘을 가져야합니다. 17 파인트의

Stella Artois와 Walkers Cheese 및 Onion crisps 한 봉지에 실

패했습니다.

사람들 은 왜 거짓말을합니까? 요즘 거짓말을 많이하고 진실을

피하면서 만났어요. 나는 구식이라 누군가가 나에게 거짓말을한

다면 다시는 그들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페니를 훔

친다면 나는 다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변

명은 단지 1 페니 일 뿐이지 만, 당신이 1 페니로 믿을 수 없다

면, 당신은 수백만, 수십억 또는 수조를 신뢰해서는 안됩니다.

내가 너무 단순하고 믿을 수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당신은 사진

을 봤습니다. 나는 확실히 범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으

며 범죄적인 모습이 있거나 당신이 알아 채기에는 너무 단순 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오만하고 자만 한 표정이있는 것처럼,이 세일즈맨은 결

코 신뢰하지 않는 표정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에서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가 살아있는 사람을 돕는 대신 죽은 사람에 대해 트윗

하는 것을 듣습니다. 존 매케인은 베트남에서 싸웠고 다른 사람

들은 수술을하지 않은 뼈 박차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군대

를 너무 좋아하는 건가요? 드래프트 회피에 대한 죄책감. 그가

CO라면 나는 그것을 존중하지만 거짓말 ...

나는 The Dead와 The Living에 관한 고마운시를 발견했습니

다. 1987 년 11 월 일요일 출근길에 버스에 썼습니다.

우크라이나 노동자를 기다리는 동안 내일 코미디 작품을 쓸 수

도 있습니다. 그는 "숨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키가 2 미터

인 것 같아서 사실이다. 그건 그렇고 우크라이나 사과는 우리 지

역 상점이 가지고있는 훌륭합니다.

내일 바람이 날 부는 곳을 보자. 덧붙여서 나는 모든 것을 분석

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면 나중에 내 마음의 세탁기에서 그것

을 발견 할 것입니다. 당신의 수면이 내 질병으로 인해 저만큼

방해받을 때 나는 충분한 생각 시간을 얻 습니다. 그리고 누군

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다고 말하면 분명히 자신을 기쁘게하

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후원하려고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묘지로가는 길에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텔에있을 때는

미소를 지었고 손님이 떠나면 우리는 BS라고 우리 자신 에게 말

했습니다 . 나는 100,000 개의 작은 대화를했다.

오늘 밤 외침에 대해 죄송합니다 . 최근에 바지를 입고있는 동안

누군가 내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과 같았 습니다.

당신이 돈을 지불해도 그는 정직 할 수 없었습니다.

더 아래에있는 석조 건물은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크로 만 로워 케리 아이 레

그것이 내 모든 가치가 유래하는 곳입니다.

가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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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좋은 제목인데,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포르노 스타

대통령은 한 가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원들로부터 빌

려온 훌륭한 대사입니다. 나는 그것을 반복해서들을 것으로 기대

합니다, 포르노 스타 대통령, 여러 후보자가 제거되면 공격 라인

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뮬러 보고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모가 없다고해도,이 대통령 주변에는 너무 많은 비판

이 있고, 세계는 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미국을 타락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에 저주를 던지고 있습니다. 메리 올드 잉글랜

드에 사는 버밍엄 출신의이 뚱뚱한 은발의 작가가 뭘 알고 있나

요? 적어도 50 년, 5 년, 50 년 동안 뉴스를보고 있고 실제로 뉴

스를보고 연구하는 미국인은 몇 명입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PERIOD.

그래서 그것은 당신을 데려가는 한 가지 버전입니다. 제가 이야

기 할 때 저는 Jean Michel Jarre의 혁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데 저는 위대한 만화가 인 Mark Alder와 아마도 전설이 FA 컵

을 훔쳐간 할아버지의 Chris Garret에 의해 소개 된 것을 기억

할 수 있습니다. 1988 년에 우리가 술집에있는 동안 그는 내 다

리를 당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1988 년은 혁명의 해 였고, 다른

해는 술집에서 있었던 해였습니다.

온 세상이 내 주위를 맴돌 았고, 마음의 항문을 유지하면서 모

든 것이 들어갔고 나는 그것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페이지에서

그것을 분출했습니다. 내 아이들이 토스터를 막았고 나는 그 안

에 칼을 집어 넣기 전에 플러그를 뽑으라고 소리 쳤다. 그런 다

음 크럼 펫을 꺼내는 데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에 대해 토



론하면서 순식간에 1973 년이나 1974 년에 물리학에서 배운 것

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 지루했습니다. 여기

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곳입니다. 트리거, 트리거가 당겨진 다음

자료 페이지가 있습니다. Total Recall,하지만 이야기에 대해서만

저는 Suits의 Mike가 아닙니다. 진지한 것을 기억할 수 없었습

니다. 어떤 것들이 나를 움직이게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방아쇠가 있고, 늠름한 건축업자 일 수도

있고, 한국 소녀 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흥분시킵니

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어떤 것들은 우리를 격퇴합니다. 트럼프

의 오만함과 자만심, 거짓말, 그리고 완전한 자아 중심적 성격은

미국을 위해 슬프고 울고 싶어합니다. 아마도 그는 이번 주말에

Epiphany가 있고, 이제는 10 대인 아들 Barron과 골프를 치기

로 결심하고 정치를하면서 남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로 결정했

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했습니다. 특히

저의 건강을 고려할 때, 저는 적어도 저를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이가는 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당신은 꿈의 소녀, 테이크

아웃의 한국 소녀를 만납니다. 그럼 그녀는 흡연자입니다. 그것

은 그녀가 내 침대에서 알몸이더라도 나를 출구로 향하게 할 것

입니다. 나는 단지 연기가 싫다. 작은 냄새조차도 나를 아프게



만든다. 천장에 꿀이 코팅되어 있다고 상상해보십시오. 이것이

흡연실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꿀이 아닙니다. 수십

년 전 집에서 오빠가 담배를 피우 곤했는데 그게 그 결과였습니

다. 천장에 더러운 꿀. 흡연자의 폐 내부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침대에 벌거 벗은 한국 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

는 재떨이처럼 맛볼 것입니다.

이제 균형을 위해 침대에 벌거 벗은 덩어리를 이미지하고 벽에

있는 포스터에서 누군가를 선택한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또는

침대에서 벌거 벗은 게이 또는 레즈비언 아이콘을 상상해보십시

오. 그들이 당신을 데려 갈까요? 아니면 그들은 당신을 출구로

데려 갈 것입니다. 아니면 그 / 그녀가 재미있는 발을 가졌다

면? 아니면 BO 우리 모두가 '아니오'라고 말하게 만드는 것은

아주 많습니다. 궁극적 인 이미지는 내 모든 수술 흉터, 내 가슴

과 양쪽 다리의 전체 길이, 주로 왼쪽 어깨에 Movelat 진통 젤

의 향기와 함께 침대에서 벌거 벗은 상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두 여성이며, 아마도 이것에 유혹 된 몇몇 남성 들일 것입니

다. WOOSH. 그것은 여러분 모두가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있는

소리 였고, 여러분 모두 컴퓨터 화면 전체에 토하는 WOOSH였

습니다. 한국 소녀를 제외하고는 모두 흡연자입니다.



기다리고 계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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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나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고 아

이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복권의 사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 딸들에게 인생의 좋은 출발을 할 수있는 유일한 방

법이다. 내가 부자라면 아빠가 항상하겠다고했던 일을 할 것이

다. 그는 모두에게 집을 사겠다고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하고

싶습니다. 집, 차, 강아지, 그리고 약간의 돈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트럼프가 거짓말을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디어 사람들이 마침내 나를 찾으면 집, 큰 집, 자동차 및 강아

지가 내 가격이며 펜스가 아닌 천만 파운드이며 세금 후에는 모

두 그렇습니다. 제프 베조 어디 계세요? 우리는 모두 예상대로

기다릴 수 있지만 현실이 시작되고 우리가 헛된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비행기 추락

과 같은 사람들은 게시판 근처에서 기다립니다. 왜 지연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다음 사제들이 나타나고 당신은 나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희망은 현실로 증발합니

다.

그것은 내가 쓰고있는 글을 죽 였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희

망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 결과를 기다리며 우리

의 평생이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손톱이 물고, 쇠약해진 모습이

만연하고, 소녀들이 서로 포옹하고, 마침내 봉투가 나옵니다. 캠

브리지에서 나는 결과가 300 년 동안 문에 게시되었다고 믿고,

정치적 정확성이 만연했기 때문에 이제 성병 결과 인 것처럼 은

밀하게 전달됩니다. 신 이여 도와 주소서.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쿨한 것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정을 숨기고 대신 스트레스 관련 질병에 걸립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다리는 동안 가장합니다. 첫 아기가 태어나거나 여섯 번

째로 . 또는 리얼리티 TV에서는 그 반대가 사실 일 수 있습니다.

큰 감정에 대해 그들이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미국인이라면 엘리베이터입니다. 사람들은 기다리는 동안 다른

일을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내가했던 것처럼 영어로 고통 받고

있다면 Godot를 기다리는 중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1998 년 성 금요일에 Skipol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체코와 프라하로가는 도중에 정말 나쁜 일을 겪었습니다. 한 미

국인 가족이 있었고 딸은 가이드 북에서 프라하까지 단조로운

소리로 읽고있었습니다. 턱수염을 한 그녀의 아빠는 지금 내게

돌아오고주의 깊게 들었다. 나는 부활절에 대한 나에게 얼마나

고통 스러운지 생각했다. 나는 구원을 위해기도 했음에 틀림 없

다. 미국 관광객들은 그들이 얻은 명성을받을 자격이있다.

저에게는 의사가 호스트로 있었고 EuroAd 모델 영어 교사가 체

코 어로 펜 친구로 저를 기다리고있었습니다. 누가 가이드 북이

필요합니까? 내가 기억하는 가장 큰 것은 내가 Plzen이나

  Pilsner의 Easter Midnight Mass에 가서 유럽 이름을 붙였

다는 것입니다. 예, Larger의 집과 저는 그 당시 주류 판매에 대

한 시장 조사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나는 또한 휴가를 보내는 동

안 전문 모델을 만났고 그녀는 한 달 동안 버밍엄을 방문하여

그녀에게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

인 Patricie Vaklova입니다.

미사로 돌아가서, 미사는 그 부활절에 가능한 모든 미사 순열이

포함 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되었습니다. 정기 부활절 미사

위에 세례, 성찬식, 견진 회가있는 미사. 3 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방광이 터지기를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예 폭발합니다. 그 후에

방광을 비우기 위해 호텔 문을 닫아야했습니다. 나는 기다릴 수

없었다. 그래서 빈 방광으로 경비원에게“영어를 할 줄 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그는 대답했고, 저는 조각상이있는 작은 다

리를 요청했습니다. 경비원 만이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영어

를 할 수 있었지만“예, 나는 영어를 할 줄 압니다”만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둠 속에서 한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한밤중의 부활절 미사에 가본 것이 아니라 아마 매춘부 였을 것

입니다. 그래서 나는 실수를했고 마침내 박사 호스트 집으로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내 딸이 막 집에 돌아 왔고, 그녀는 첫 번째모의 GCSE 결과를 기다

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저녁 식사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기

다림을 충분히 생각합니다. 이제 웨이터가 될 시간입니다.

러시아 눈보기 ©

으로

마이클 케이시



이제는 점점 더 많은 러시아 독자가있는 것 같아서 Fate를 유

혹하고 그들을 염두에두고 뭔가를 쓸 것입니다. 한때 폴란드 독

자들을 염두에두고 글을 썼는데 내 폴란드 인 수치가 떨어졌지

만 그들은 방금 최고의 내용을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내

사이트에있는 The Butcher The Baker와 The Undertaker의 폴란

드어 번역을 위해 3 주 이내에 21,000 명의 폴란드어 독자를

확보했습니다. 최근에 모든 독자들이 제 만화 소설을 전 세계의

다양한 언어로 즐겼습니다. Wordpress 사이트에서도 모두 제

Blogger ID를 찾아 링크를 따라 가십시

오. https://michaelgcaseyfrombirminghamengland.wordpress.c

om/

나는 당신이 영어를 사는 것을 선호하지만

https://www.amazon.co.uk/l/B00571G0YC

이제 나머지 세계를위한 역사 수업입니다. 나는 한 번 개방 대학

을 물론 3 한 번째역사의 수준을 셰익스피어의 한도 3에서 RD의수

준. York University Summer School에서 강의가 있었고 다른 모

든 역사 박사가 참석 한 내용을 추측하십시오. 강연은 러시아 동

부 전선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박사는 뭐라고 말했습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michaelgcaseyfrombirminghamengland.wordpress.com/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michaelgcaseyfrombirminghamengland.wordpress.com/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amazon.co.uk/l/B00571G0YC


니까? 우리가 부르는 제 2 차 세계 대전은 동부 전선에서 승리

했습니다. 나치 놈들이 패배하지 않고 거기에 묶여 있었다면

Dday 침공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 베를린

에서 핵무기가 사용 되었을까요? 그것이 러시아가 그런 식으로

느끼는 이유입니다. 나치 놈들이 그들의 뒤뜰, 거실, 지하실, 모

든 _____ 곳마다있었습니다. 서양의 우리는 일반적으로 동부 전

선에 대해 무지합니다. 이제 우리는 전후 등등에 대해 논쟁 할

수 있지만 러시아가 겪은 고통을 이해해야합니다. 아일랜드의 기

근과 미국의 남북 전쟁에 대해 알아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

람들의 고통의 배경을 이해해야 만 그들의 현재를 감상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러시아가 내가 모두를 웃게 만들고 싶어하는 바보라는 것

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두를 놀릴 것입니다.하지만

영국에있는 버밍엄의 그늘에있는 뚱뚱한 은발의 작가 삼촌처럼

사랑으로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Lech, Boris 및

Gregorgi 이야기는 폴란드,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의 첫 사촌에

관한 이야기라고 덧붙일 수 있습니다. 내 사이트를 검색하면 스

토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헛간에서 조용한 화장실을 갖기 위해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삐

걱 거리는 소리 만 나는데, 나는 푸우하려고하는데,이 소리가 들

리는데, 어떻게 집중할 수 있을까. 나는 내 자신을 청소하려고하

는데, 내 아름다운 은빛 머리카락을 휘파람으로 휘파람하는 총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털이 많은 발톱이 내 뒤를 긁는 것

처럼 비명을 지른다. Gregorgi는 내가 화장실에있는 동안 곰을

죽였고, 화장실은 위에 나무 좌석이있는 오래된 기름 통입니

다. 우리는 북극권에 있습니다. 사방에 별 5 개짜리 배관이 설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허스키들이 사는 곳 옆에있는

원시적 인 야외 화장실에 있습니다.

글쎄, 적어도 당신은 Gregorgi가 말하는 새로운 모피 코트와 함

께 나눌 고기도 가질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내 부랑자를 검

사하고 Huskies는 번갈아 가며 핥습니다. 모든 것의 모욕은 러

시아인들이 버밍엄에서 온 손님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총소리가

내 아름다운 부드러운 은빛 머리카락을 가르는 방식은 좋아하지

만 그 어느 때보 다 어머니처럼 보입니다.



Gregorgi는 나를 그의 어깨 너머로 던져 나를 사중으로 다시

데려가거나 사중 루블 유약을 바른 거주지입니까? 적어도 나는

그때까지 내 바지를 뽑았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보드카에 손

을 뻗으면 이제 레흐와 보리스가 여기에 있다면 폴란드, 우크라

이나, 러시아 보드카의 장점에 대해 토론 할 것입니다. 각각 여

러 병을 샘플링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Gregorgi와 함께 러시아

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술을 마시거나 오히려 관광객이 남긴 일

본 보드카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는 와인 전문가처럼 일본 보드카를 휘젓고 내 바지를 내려 놓

고 그에게 내 부랑자를 보여 주라고 말한다. 곰에게 긁 혔기 때

문에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그의 아내는 진심으로 웃으며

새로 죽은 곰을 가죽을 벗기고 도살하기 전에 칼을 갈고 있습니

다. Gregorgi는 내 부랑자에게 일본 보드카를 뱉어 감염으로부

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 부랑자에게 좋은 러시아 보드카를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리터의 작은 병에서 일본 품종을

선택했습니다. 혹시라도 북극에서는 모든 것을 충분히 가지고 있

어야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나를 방으로 안내하고 운동 용 자전거를 타라고

요청합니다. 왼쪽 엉덩이에 곰이 긁 혔기 때문에 저는 옆 안장



만 앉으면됩니다. 나는 50 년 전 어린 아이와 똑같은 문제를 겪

었다. 내가 볼트에 떨어졌을 때 오래된 앤더슨 공습 대피소를

함께 잡았다. 그래서 오빠가 옥스포드 대학에서 집에 돌아 왔을

때 나는 허리에서 무릎 굽힘 바로 위까지 1/2 미터의 석고를 보

여줘야했습니다. 몇 달 후 내 GP는 의사의 소파에있는 바늘을

떼어 냈고, 그는 하나만 남겨두고 나도 그 바늘을 뽑았습니

다. 그래서 당신의 가족은 그레고르 기가 영리하다고 말했지만

항상 그의 엉덩이에 통증이있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그는 웃

고 웃으며 여전히 젖은 아이콘 더미를 넘어 뜨렸다.

그래서 내가 자전거를 타면서 그는 배터리를 채우고 동시에 내

엉덩이에서 약간의 지방을 제거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에서

그들은 일본인 관광객을위한 아이콘을 그렸습니다. 아이콘을 그

리려면 사제가되어야한다고 생각 했어요? 저는 트럼프 대학교에

서 온라인으로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신부입니다. 그런 다

음 각 아이콘을 만드는 데 40 시간이 걸렸고 사랑과기도로 어

떻게 만들어 졌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성직자가 그린 것을 솔

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결국 시즌이 시작

되는 동안 그들은 최대한 많은 돈을 벌어야했습니다. 그의 9 명

의 자녀들도 모두 사제 였고 그는 트럼프 대학교에서 가족 사제

증명서를 샀습니다. 좋은 경제학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형제는



캠브리지에서 경제학을했습니다. 그레고르기도 성직자처럼 영리

해야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의 엉덩이에 고통이있는 동생

입니다. 그는 이제 더 많이 웃었다.

3 시간 후 나는 돼지처럼 땀을 흘리며 자전거에서 내릴 수 있었

고, 그가 가지고있는 모든 배터리를 충전했습니다. 구 소련군 할

인점에서 샀다. 그런 다음 그는 허스키가 내 땀을 핥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대접이었고 땀을 핥는 것을 좋아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지금 쯤 곰 도살을 마치고 약간의 피가

튀었습니다. 킬 빌 파트 1 ~ 5의 일종.

그런 다음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의 친구 올가가 나를 공항으로

데려다 주려고했는데, 그녀는 눈을 가리고 헬리콥터를 조종 할

수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내려 가면 그녀는 자주 그랬습니

다. 그래서 내 여행이 끝났고 그는 나에게 아이콘을 건네주었습

니다. 나는 지갑에 손을 뻗어 그레 고르기에게 모욕하지 말고 블

로그에있는 모든 사람에게 러시아 북극권을 방문하라고 말하십

시오. 버밍엄에서 캐드 버리 초콜릿을 가져 오면 허스키들이 좋

아합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먹게하면 허스키들이 좋아합니

다. Gregorgi가 나에게 키스하자 올가는 그를 버밍엄으로 돌려

보내지 만 그의 아픈 엉덩이에 대한 쿠션을 주었다. 그레 고르기



의 웃음 소리에 올가는 헬리콥터를 시작했고 러시아 소녀 만이

할 수있는 것처럼 웃고 있었다.

내 머릿속 의 히스 (c)

으로

마이클 케이시

아시다시피 이명은 몇 달 전에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제 귀에

"HISS"입니다. 마치 정적이거나 장난스러운 동생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수면에 도움이된다는 것을 발

견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음악을 틀고 잠을 자려고 할 때 그것을

배경에 둔다. 라디오 만 해봤지만 광고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라디오 방송국 에서 앱을 얻을 수 있으므로 훌륭하지만 SLEEP을

위해서는 특별한 것이 필요합니다. Simon과 Garfunkel은

Fleetwood Mac처럼 작동합니다. 음악은 동생을 익사시킵니다.

실생활에서이 일을하도록 유혹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인내심이

유혹 되더라도 저는 은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수께끼

로 말하는 여왕처럼 말입니다. 쉿 소리는 익사해야하고, 쉿 소리

는 익사해야합니다. 신은 여왕을 구합니다. 귀에서이 영구적 인

쉿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면 정말 나쁩니다 . 최근에는 음

악을 틀어도 잠에 드는 데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2 시간마다 뱀파이어처럼 깨어 있고, 학교에 가기



위해 소녀들을 깨울 수 있도록 오전 7시에 여전히 깨어 있습니

다. 예, 글을 설명 할 수있는 이상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이미 그

렇게 생각 했습니까? 실제로 글의 90 %는 발굽에서 이루어지며,

나는 아이디어를 얻고 이동합니다. 때로는 약간의 계획이 있거나,

오늘과 같은 "이야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라고 생각합

니다. 예를 들어 뭔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에 대

해 쓸 수도 있습니다. 뭐? 글쎄, 당신은 기다려야 할 것입니

다. 오늘도 재닛이라는 이름의 멋진 여성을 만났는데, 아마 그녀

는 이걸 우연히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한때 TV에

서 Tony Maycock에게 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1977 년

이었고, 함께 일했던 소녀는 그녀가 거의 출산 할 뻔했다는 사

실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는 것은 TV의

Michael입니다. 당시 그녀는 매우 임신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일했던 곳은 모두 임신 했어요. 정말 착한 폴린을 제외 하고

요. 나중에 방문했지만 그녀는 임신했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코

드"도 다소 독특했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명은

재미가 아니고 저주에 가깝습니다. 너무 길어서 한동안 이명을

받았고 정말 이해합니다. 밤에는 머리에 잡음이 들리지 않습니

다 . 지난 몇 밤 동안 나는 전혀 잠을 잘 수 없었던 것 같습니

다. 그래서 새벽이되면 당신은 너무 지쳐서 잠들게됩니다. 그리

고 2 시간 후에 또는 1 시간 후에 일어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깊

은 수면을 취 합니다. 내 머리카락이 더 하얗게되는 것은 당연하



지만 여전히 매우 부드럽습니다. 내 딸이 오늘 밤 내가 아인슈타

인처럼 생겼다고해서 그 유명한 사진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혀를

내밀었다. 내 GFR은 이제 32 입니다. Google 로 이동 하세요. 좋

지 않아. 우리가 가지고있는 별의 좋은보기가 새 집을 형성 너무

하지 않은 경우, 나는 밤에 커튼을 열고 추위와 별을. 그것은 내

마음을 쉭쉭 거리며 별이 내 침실 창문을지나 회전함에 따라 쟁

기와 W를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밤에 구름이 지나가는 경

우, 지나가는 모양과 형태를 상상할 수 있으며 나와 HISS가 함

께 누워있을 때 혀를 내밀어 나에게 내 밀었습니다. 나는 오래된

장치를 충전해야하므로 밤을 지내기에 충분한 노이즈 마스 커가

있습니다. 저는 3 와트 스피커가있는 두 개의 작은 라디오를 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음악 기계가 죽을 경우를 대비해 Aix

에서 겐트까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신선한 말의 릴레이 경주자

같은 다른 라디오가 있습니다. 또는 2 시간 미만마다 Vampire

Awakenings와 함께 음악을 통해 깨어나 잠자리에들 수도 있습

니다. 이제 내가 왜 가끔 낮잠을 자야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단지 쓸데없는 기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 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엄청나게 매력적

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면 MORTUARY에서 일하는

한국 소녀입니까?



나쁜 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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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내가 Hausfrau라는 것을 알다시피 독일 독자들은 그 단어

를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적어도 한

단어는 누군가와 결속을 맺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총 바지 일 수

있는데, 히피가 부자가되고 성공하기 전 약 30 년 전 히피가 가

장 좋아하는 단어였습니다. Jon은 한 번에 2 파인트 이상을 마

신 적이 없었지만 패션을 마치고 자전거를 타는 것과 술에 감사

하는 법을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알코올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럼 제가 가서 한잔 마시고 말씀 드리죠. 가서 직접

마시고 화면으로 돌아 오세요. 거래인가요?

이제 간식을 먹었 기 때문에 배가 나아졌고 뚱뚱해졌습니다. 당

신은 모두 너무 불친절합니다. Lech, Boris, Gregorgi는 돌아 오

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없이 재개 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Warley Woods의 스틸로 바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내 말을 듣

는 것은 현재 그들에게 우선 순위가 아닙니다. 1000 리터의 신

선한 Woods Own Vodka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오래된 플라스틱 병에 그것을 판매하지만 마케팅 장치로서 그것

을 부르는 것입니다. English Vodka는 그다지 좋게 들리지 않으

므로 Woods Own Vodka라고 부릅니다. 경찰과 소비세가 발견하

면 배수구에 쏟아 질 것입니다. 운 좋게도 Mulholland 상사의 패

치에 있으므로 안전합니다. 그는 첫 시식에서 유리 병에도 2 리

터의 병을 얻습니다. 결국 커뮤니티 관계에 관한 것입니

다. Mulholland는 결국 Kerry Potcheen 제작자 세대의 후손입니

다.

요점은 당신이 나쁜 주부라면 혼자 집에 있기 때문에 쉽게 좋은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일하는 일과 집안일

사이에 일하는 일이 쉽게 알코올 중독에 해당한다는 것입니



다. 이제 가서 또 간식을 만들어야합니다. 큰 음식 대신 적은 양

의 식사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에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전히 뚱뚱하고, 당신은 너무나 잔인하고, 나는 고약 할 것입니

다.

3 일 동안 고생했는데보고 싶었나요 눈치 채 셨나요? 알았어,

거짓말이야, 데이트가 내 대화 중이니까 속일 순 없어. 플롯으로

돌아갑니다. 음모가 없으면 길을 잃을 것입니다. 따라서 음모는

좋은 생각이거나 연필과 봉투 뒷면입니다. 이것이 나쁜 주부가되

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글쎄, 당신이 목록을 가지고 있

다면 당신은 그것을 통해 당신의 방식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 어머니가 말하듯이 그것에 소금을 던지면 유지할 것

입니다. 목록이 없으면 영원히 미루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목록

에서 조금씩 hausfrau의 집안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집안일은 정

말 미국식이지만, 심부름은 영어에 더 가깝고, 조각은 Louise라

고하는 노부인이 사용할 수있는 일종의 단어입니다. 아니면 그냥

가게에 갈 거에요? 무엇보다도 내가 말하는 것인데, 소녀들은 항

상 CHOCOLATE에 대답합니다.

따라서 좋은 주부는 계획을 세울 것이고 쇼핑 목록을 가지고 있

으면 돈을 절약하고 쓰레기를 사지 않는 것이 이론입니다. 제 경



우에는 모든 제안을 구매하고 그런 식으로 돈을 저축하려고 노

력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나에게 너무 무겁기 때문에 밴에있

는 사람이 배달하는 것은 항상 좋은 선택입니다. 가슴 뼈가 갈라

진 후 매우 가파른 언덕 위로 가방을 들고 다니십시오. 그렇게

하면 4 년이 지난 지금도 아파요. 그래서 나는 좋은 주부처럼

내 한계와 예산 내에서 살아야합니다. 네, 짐을 나누기 위해 문

자 적으로나 비 유적으로 당나귀를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좋은 주부는 모든 경우에 대한 계획과 예비 계란을 가지고 있습

니다. 계란으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튀긴 계란, 스크램블 에

그, 삶은 계란, 프렌치 토스트, 계란에 빵을 넣으십시오. 그것은

4 가지 다른 것들과 맛입니다. 버섯이 조금 남았다면 버섯 오믈

렛을 만들고 남은 치즈 나 고기를 추가하면 스페인 오믈렛이됩

니다. 남은 감자를 추가 할 수도 있습니다. 주부는 동전을 절약

하고 돼지에게 먹이를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작

은 돼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아이들을 무엇이라

고 부르나요?

화면 반대편에서 방금들은 말을 반복하지는 않겠지 만 웃었

다. Hausfrau가되는 것은 바쁜 삶이고 다른 삶입니다. 그것은 내

가 평균적인 아빠보다 내 딸들과 10 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항상 가족을 원했다면, 당신이 할

수있는 모든 일을 할 수있는 충분한 돈이 없더라도 아이들과 함

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나쁜 주부입니까? 대답하

지 않겠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길 바라며, 내가 더 나은 작가라

면 당신 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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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에 나는 재미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제 딸은 그것이 "정

형적인 당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방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딸이 저를 이상하다고 부르나요? 꿈은 우리 집 사냥을 중심

으로 돌아 갔고, 우리는 이곳이 정말 좋은 곳을 찾았고 모든 것

이 잘 맞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모양의 침실

이 있었는데 침대가 공간에 잘 맞을까 궁금 했어요. 그래서 주인

의 침대를 반으로 잘라서 제공된 공간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침대를 반으로자를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케

이크도 치즈도 아니 었습니다. 우리는 집이 정말 마음에 들었고

아기가 죽을 품은 것처럼 옳았습니다. 원한다면 은색 자물쇠 대

신 Goldilocks라고 불러주세요. 그래서 주인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내가 그의 침대 중 하나를 반으로자를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너무 원했고 내가 나쁜 마

술사 였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단지 활기차고 집값을 망

치고 싶었습니다. 폴 다니엘스는 내가 아니었고, 당신은 내 집에

와서 내 침대를 반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된 침대 였고 당신의 집에 좋은 가격을 줄

게요.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반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말했지만 당신은 그것을 반으로 봤습니다. 그는 손에 공을 들고

계속 꽉 쥐고 손에서 손으로 전달했습니다. 배의 사령관이 그의

공, 즉 금속 공을 가지고 똑같이하는 옛날 영화처럼. 집주인은

자신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나는 그의 집을 사려고했는데 그는 오래된 침대에 대해 물어 뜯

고 있었다. 그것은 골동품조차도 아니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

을 반으로자를 수 있었습니까? 마법은 분위기를 밝게 해주기를

바라며 말했다. Magic, Magic, Magic 영국의 버밍햄 출신의 멍



청한 은발의 작가는 튀어 나와서 어떤 작가도 누구의 입에 넣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내가 그의 입에

말을하고 있기 때문에 말해야했고, 결국 내 꿈이다.

그 침대는 폴 다니엘스의 것이었고, 그는 그 안에서 태어 났고,

골동품 로드쇼에 올리려고했는데, 이제 PUFF가 깨졌습니다. 마

술조차도 영국의 버밍엄 출신의 어리석은 뚱뚱한 은색 머리 작

가가 다시 튀어 나온 것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너무 화가 나서 약을 먹었거나 필스 였고 아스피린도 복용

했습니다. 왼쪽 손바닥에서 아스피린을 입에 넣는 대신 오른쪽

손바닥에서 공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질식하기 시

작했습니다. 나는 그를 질식시키고 그의 과부로부터 더 나은 거

래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년 전에

CPNEC에서 응급 처치 훈련을했기 때문에 훈련이 시작되었습니

다. 전날 밤 TV에서 Mrs Doubtfire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잡고 짰지만, 완전히 남성적인 방식으로 그는

붉어지고 붉어졌습니다. 248 파운드의 남자가 당신을 쥐었을 때

갈색 곰조차도 붉어집니다. 그런 다음 나는 그를 뱃속에 두 드렸



습니다. 아마도 너무 세게 쳤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 내 감정을

상하게했다. 공이 튀어 나와 그의 아내가 테니스 라켓을 들고 창

밖으로 똑바로 두드렸다. 그녀는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그녀의 남편은 고통으로 땅에 쓰러졌지만 여전히 살아 있습니

다. 그녀는 실망한 나를 올려다 보며 속삭였다. 만약 당신이 버

거를 죽게 내버려두면 나는 집값을 할인해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환상적인 집을 샀습니까? 나는 2 시간마다하는

것처럼 뱀파이어처럼 깨어 났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일반적으로

꿈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꿈에 되감기는 없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농담하지 마세요. 왜 지금이 꿈을 꿨는지 궁금합니

다. 아마도 꿈의 사전이 설명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9

년 4 월 1 일의만우절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2000 년 정도에

추가 할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좋아서 Amazon에서 책

을 구입하십시오. 아니면 이것없이 계속 쓰는 것은 바보일까요?

어떤 보상?

https://www.amazon.com/MichaelCasey/e/B00571G0YC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amazon.com/MichaelCasey/e/B00571G0YC


밴드 설정 중 ©

으로

마이클 케이시

교황은 저주를했고 충분히 가졌고 이교도들은 그저 이교도들이

었습니다. 그는 묵주기도에 홀로 조용한 삶을 원했습니다. 아마

도 그것은 신성한 영감이었을 수도 있고, 신이 속임수를 쓰셨을

수도 있고, 꿈일 수는 없었고, 살아있는 악몽과 같았습니다. 그러

나 이것이 일어난 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푸틴도 그랬다면 즉시 사임하겠다고 말했고,

그의 손가락을 등 뒤로 교차 시켰고, 폭스는 손가락을 보여 주

었다. 프란치스코 교황 프란시스 교황은 도널드 트럼프가 또 다

른 거짓말을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의 정신을 위해 BBC를보고

있었다. 프란시스는 벽에 걸린 십자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주

님 트럼프와 푸틴이 지금 사임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 될 것입

니다. 하지만 나도 사임 할 가능성이 더 높고, 그때 우리 셋이

무엇을한다면 블루스 브라더스처럼 록 밴드를 결성 할 것입니

다.



Francis는 그 영화를 좋아했는데, 특히 수녀가 욕을하기 위해

통치자로 소년들을 때렸을 때. 프랜시스는 웃으며 람 엠마누엘은

곧 시카고를 떠납니다. 아마도 그가 우리 매니저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팝 밴드에는 항상 유대인 매니저가 있으며 Francis는

다시 미소를지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신비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방금 천국의

문에 들어간 마약 중독자를 돌보고 발을 씻고 자신의 흔적에 뽀

뽀하고 60 년대 밴드 멤버처럼 하얀 옷을 입으 셨으니 약간 재

미 있습니다. 그래서 꿈, 같은 꿈이 푸틴과 트럼프의 마음에 들

어 왔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동시에 다른 한 사람을 영국 버밍엄

에 초대했습니다. 하나님은 초현실적 인 것을 사랑 하셨기 때문

에 버밍엄 일뿐이었습니다. 언론 단은 트럼프가 마약을한다고 생

각했지만 웃으면 서 존 소팔이 정말 합창단을 이끌었나요? 푸틴

이 방금 똑같은 말을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실제로 확인했을

때 발표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푸틴도 마약을 했나요? 트럼프가 날개를 달았고, 어젯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꿈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여왕, 내 말

은 왕을 의미합니다. 꿈에서 그것은 버밍엄에서 푸틴을 만난다고

말했다. 제 아들 배런은 라파엘 전인들이 무엇이든간에 그가보고



싶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늘에서 뚱뚱한 은발 작가

마이클 케이시를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는 버밍엄에 있습니

다. 비밀 서비스가 그의 머리를 깎고 그 패배자 Jeff Bezo를 위

해 가발을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만, 그것은 그와 그의 실패한

Washington Post를 가르 칠 것입니다.

나도 그 생각이 마음에 들지만 제프의 가발은 내 갈기에 맞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케이시가 대통령을 존경하도록 가르

쳐 줄 것입니다. 트럼프는 그의 전화에 그 비트를 트윗하기 위

해 손을 뻗었습니다. 기자단 전체가 그가 방금 트위터에 올린 내

용을 읽기 위해 전화를 받았다. Jon Sopal은 웃고 방에서 뛰어

나와 신선한 바지를 찾아서 그냥 웃고있었습니다. 남자 화장실에

서두르고 트럼프는 혼자 방황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푸틴은 자신도 꿈을 꾸었다 고 말했다. 그는 벌거

벗은 채 말을 타고 숲을 가로 질러 나무가 흔들리고 모든 나뭇

가지에 매달린 시계의 전시물로 변했다. 그가 말을 쳐다 보면 언

젠가는 시간이 다가올 것임을 상기시키는 비유였다. 낙엽이 떨어

지자 시계가 떨어지기 시작하자 푸틴은 자신에게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의 비밀스러운 심장 문제는 결국 그를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버밍엄에서 트럼프를 만났고, 라파



엘 전인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들을 보는 것을 즐겼습니

다. 그는 보석으로 장식 된 이스터 에그를 박물관에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는 Cadburys 초콜릿 달걀도 맛볼 수 있습니다. 러

시아인이라면 무엇을 더 원할 수 있습니까?

교황은이 신성한 개입 이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는 방금 미국

가수라고 농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속으로 프란시스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있었습니다. 그는 버밍엄으로 가서 신앙 고백

서에서 뛰어 내려 두 사람에게 즉시 사임을 설득해야합니다. 어

쩌면 세상이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둘 다 사임하면 나도 사임

하고 락 밴드를 결성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속일 것입

니다. 그는 전날 밤 테레사 메이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녀가

욕을 그만 둔 후 그녀가 사임하고 록 밴드의 리드 싱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웃었다. 푸틴과 트럼프가 그렇게한다면

내가 할 것이다. Francis는 그녀에게 그것을 3 번 말하게했고

그는 그것을 녹음했습니다. Nixon은 결국 그의 옛 사제로부터

테이핑에 대해 알고있는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프랜시스가해야

할 일은 버밍엄 대성당에 몰래 들어가서 뛰쳐 나가 자신의 바

디캠으로 모든 것을 녹화 한 다음 웹에 업로드하는 것뿐이었습

니다. 그러면 트럼프와 푸틴 모두 사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그는 그렇게 할 것이며



Theresa May는 리드 싱어가 될 수 있습니다. 낙원에서 마약 중

독자는 그가 울 때까지 웃었다. 예,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불립니다.

프랜시스는 문제가 생겼고, 버밍엄 행 비행기를 타지 못했고, 모

든 것이 예약되었고, 온 세상이 버밍엄으로오고있었습니다. 다행

히 그는 풍선을 든 친구가 있었고 Richard Branson이 그의 이

름이었습니다. Richard는 그의 풍선이 충분히 빠르지 않을 것이

라고 설명했지만 그는 Musk라는 친구가있었습니다. 이제이 친

구는 로켓을 좋아했기 때문에 로켓을 바구니에 묶으면 80 일보

다 훨씬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다. 프랜시스는 감사의 표시로 머

스크에게 향초를주었습니다.

리차드는 밤에 풍선을 타고 성사에 도착하여 프란시스에게 빌린

뉴먼의 책을 돌려달라고 요청했고, 성사에서 프란시스는 난짓

탄짓이 운전하는 검은 택시를 탔습니다. The Butcher The Baker

와 The Undertaker, 당신은 약간의 조사를해야 할 것입니다. 그

리고 어둠 속에서 프란시스는 버밍엄의 세인트 필립스 대성당으

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트럼프와 푸틴은 평화를위한 촛불

을 켰다.



매우 작지만 아주 멋진 성공회 성당 이었기 때문에 Saint

Phillips에는 고백자가 없었습니다. 이 작가는 점심 시간에 3 년

동안 그곳에 숨어 있었는데 Jeff Bezo처럼 보이는 Verger는 내

가 거룩하다고 생각했고 Pinsent Masons 로펌의 Print Room의

열기에서 떨어진 곳에 앉아있었습니다. 프란시스는 고백 성 사자

처럼 작은 곳에 숨어 있었는데, 이중문 뒤에있는 교회 뒤편의

화장실이었습니다.

아침에 프란시스는 모두 무너진 백인으로 자신을 준비했습니

다. 비밀 국과 FSB가 대성당을 확인했기 때문에 트럼프와 푸틴

은 모두 혼자였으며 라이브 사진 만 보여주는 원격 카메라뿐이

었습니다. 프란시스는 종이에“불 순서”라고 적었으므로 아무도

화장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카메라를 향한 자세로 트

럼프와 푸틴이 말했다. COLUSION은 없습니다. 트럼프는 미소지

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타워가 세워지 자

마자 프레지 덴셜 스위트를 원합니다. 거래는 트럼프를 미소 짓

고 악수를했다. 양초가 켜지고 고개를 숙였다. Don Camillo는 두

사람에게 전능하게 엉덩이를 걷어 찼을 것입니다. 상트 페테르부

르크, 그들은 도시를 바꿨고,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상속인은 화

를 냈습니다.



프란시스가 뛰쳐 나와 불이 켜진 촛불을 움켜 쥐자 은유 인 한

쌍의 대통령이 뒤로 물러났다. 우리는 그들이 외치는 고스트를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신이 저를 보내 주 셨으니 이제 두 분

모두 즉시 사임하고 두 사람의 회장 인 락 밴드에 가입해야하는

데 여전히 은유가 웃었습니다. Theresa May가 리드 싱어이고 그

녀의 다리를 번쩍이면 우리는 그것을 할 것입니다. 좋아 우리는

둘 다 대통령, 심지어 더 많은 은유처럼 농담을 할 것입니다. 프

랜시스는 잠시 멈췄다. 만약 당신이 사임한다면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테레사 메이가 밴드에 합류하는 한? 예 예 예 그들은 동

시에 말했습니다. Francis는 이것을 Holy Friar 웹 사이트에 업로

드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 전 세계가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 다

음 그는 테레사 메이의 테이프를 틀었고 그녀가 기병처럼 맹세

했던 부분을 포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정치인이 탄생 한 방법입니다. Francis도 그

자리에서 사임했습니다. 그는 베네딕트와 그의 피아노와 바티칸

을 공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길을 치고 있었는데 그는 뒤돌

아 보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May 부인은 많은 사람들이 일어

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의장을 때렸지만 Bercow는 방금 미소 지

었고 우리의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용서하는 것은 신성하므로



용서합니다. May 부인은 지금 쯤 그녀의 감각을 깨달았 기 때문

에 그녀는 사과를 통해 그에게 프렌치 키스를했습니다. 키스는

9 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대변자가되는 것은 위험한

직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May 씨가 항상 Biggles의 안경 뒤에서 왜 그렇게 행복하고 약

간 당황해 보이는지 궁금하다면 연사가 설명해 줄 수 있습니

다. Vsign이 자신의 백 벤처와 헤어지자 May 부인은 방을 떠났

고, 이제 대변자는 그의 무질서한 서류 뒤에 행복하고 매우 당

황해 보였습니다. 그는 그를 살리기 위해 Stella Artois 파인트를

챔버로 가져 오라고 명령해야했습니다.

새로운 밴드 멤버들은 오래된 Waterworks Jazz 클럽 장소 인

다락방에서 만났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도 와인 한 잔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각각 Stella Artois의 파인트를 마 셨습니

다. Donald는 그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Theresa가

그에게 눈을 주었을 때 그는 그녀의 손에 퍼티였습니다. 그래서

Donald는 17 파인트의 Stella Artois와 치즈와 양파 칩을 먹었습

니다. 그의 평생 갈증은 끝났습니다. 관리인 Stan은 다른 배럴을

두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새 밴드는 리허설을 위해 Bell and

Pump 룸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해방 된 테레사는 무리의 리



더 였고, 피부에 딱 맞는 가죽으로 모두 옷을 입고 그녀는 이제

그렇게 해방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모든 ABBA 백리스트를 리허설했고, 그것이 그들이 모두

알고있는 한 가지였습니다. Francis는 훌륭한베이스 기타리스트

였고 Putin은 키보드에서는 것을 좋아했고 훌륭했지만 Classical

은 그의 장점이 더 많았지 만 모두가 ABBA를 좋아했습니

다. Donald는 어떻습니까? 글쎄 그는 킬트를 입고 팬티를 입지

않고 기타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는 소녀들이 록 뮤지션과 함께

자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몰래 연주법을 배웠습니다. 하

인들은 다락방의 소음이 그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

도널드였습니다. 그는 1970 년대에 와서 그를 가르치기 위해

Mick과 Keith에게 많은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십

년 동안 연습했습니다. 그는 재산을 알고 있었지만 기타로 뽐내

며 더 잘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공개 금지 계약에 서명 한

몇몇 여성을 제외하고.

그래서 그들은 경기를했고, Rahm Emanuel 의 새로운 매니저는

시카고 시장이나 전 시장 만이 할 수있는 것처럼 전화를 걸었습

니다. 그는 흑인 레즈비언 시장의 손에 시카고를 안전하게 떠났

고 이제 람 엠마누엘은 그의 가장 큰 시험에 직면하게되었습니



다. 길에서 가장 큰 돈을 지불하는 콘서트. Stones는 지연되어

Mick이 뛰는 것을 멈추는 동안 단계를 차지할 수있었습니다. 두

대통령, 교황과 총리. 람 엠마누엘은 그들을 The Four Golden

Peas라고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친애하는 친구 에스더에

게 말을 걸어 보안과 재정을 준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보

안은 쉬웠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군사 위성을 만들었고 많은 터

프가들을 알고있었습니다.

돈 쪽은 합법적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돈이 자선 단체에 갈 거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선 단체는 Médecins

Sans Frontières, 국경없는의 사회 또는 Doctors without Borders

입니다. 그 놈들, 정치인들은 그들 사이에 더 많은 전쟁을 시작

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돌려줘야했습니다.

그래서 Médecins Sans Frontières 가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람

은 10 억 달러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돕기 위해

Dan 신부는 El Chapo와의 고백을 듣고 그가 숨겨 놓은 모든 센

트를 다 마쳤을 때 Charity라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창녀가

아닌 Charity에 갈 것입니다.



Fr. Dan은 Confession을 듣는 방법을 알고 있었으며, 그가 감방

에있는 동안 El Chapo에서 ____를 이길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는 Voodoo를 사용하여 신에 대한 두려움을 El Chapo에 넣고

신은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로 마무리했습니

다. 이것은 30 분의 정상에서 어떤 남자를 깨뜨릴 것입니다. 자

비를 구하는 El Chapo는 모든 것을 드러 낼 것입니다. 그런 다

음 Esther는 그녀의 러시아 자금 세탁 연결을 사용하여 돈을 세

탁하고 각 자선 단체의 은행 계좌에서 반짝 반짝 빛나게 될 것

입니다. 밴드의 푸틴과 함께라면 어떤 질문도하지 않을 것이다.

람 엠마누엘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진짜 블루스 브라더스에 있

었어야했지만 하루는 영화 작업을했지만 너무 바빴다. Neo Nazi

Bastards에서 차를 운전 한 사람은 Rahm Emanuel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뛰어 내려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했지만 Rahm은 그의 영화 운전 경력에 대해 겸

손합니다.

첫 공연이 도착했습니다. 거미가 착륙 한 것처럼 보이는 버밍엄

의 NEC 아레나에있을 것입니다. 람 엠마누엘은 미소를 지었다.

단 신부는 IMed 차포가 말했었다. 사실 그는 카나리아처럼 노래

했다. 멀티 블랙 벨트 예수회가 당신에게 질문을하고 당신이 대



답 할 때. 댄 신부도 부두를 사용했고 차포는 1 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비원들은 그들의 휴게실에서 콘서트를 라이브로보

고 있었기 때문에 댄 신부는 고백을 듣기 위해 평화롭게 남겨졌

고, 람은 너무 바빠서 0을 세지 못했고, 미화 15,000,000,000

달러였습니다.

에스더는 미소를지었습니다. 그녀의 친애하는 친구 인 머피 부

인은 매우 기뻐할 것이지만 이제 그녀는 돈을 옮기느라 바빴습

니다. 정부의 은행 계좌 안팎으로도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듭니

다. 에스더는 그녀의 자선 단체 목록을 가지고 웃으며 그녀의 일

에 대해갔습니다. 한편 Artist Differences는 추악한 머리를 키

웠습니다. Theresa는 모든 것을 즐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옷을 벗고 그들 모두가 똑같이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음악

을 벗겨 내고, 달라졌 고, Bercow에게 키스를했을 때 혼란 스러

웠을 것입니다. 넥타이 도널드를주세요. 그래서 Theresa는 그의

빨간 넥타이를 아래로 감쌌습니다. 그녀는 겸손한 반을 덮었지만

뒤에서 놀고있는 Cher와 같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Donald

의 옷깃 배지를 잡고 왼쪽 젖꼭지를 가리고 Rahm은 오른쪽 젖

꼭지에 대한 배지를주었습니다.



그녀가 명령 한 날 빛나게했고, 그녀는 완벽한 글램 록 룩에 반

짝이는 스프레이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T 그는 교황은 흰색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실버 하이힐을 착용했다. 도널드와 푸

틴은 반짝 반짝 뿌려졌고, 도널드는 바지를 잃어 버렸지 만 다

시 킬트를 입었다. 푸틴은 자신의 업적을 강조하기 위해 매우 타

이트한 반바지를 입었습니다.

프랜시스가 플레이를 시작하고 우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 가고

테레사 메이가 무대에 올라 섰습니다. 압도적 인 박수. 그녀는

남편을 붙잡고 당신이 공개적으로하면 체포 될 그런 종류의 키

스를 그에게 주었다. 그들은 ABBA 히트 곡으로 관중을 매료 시

켰고, 모두가 놀랐고, 도널드 트럼프는 그의 퀼트, knickerlass에

서 세상을 돌면서 자신의 클래스와 그 이상을 세상에 보여주었

습니다. 푸틴은 피아노 연주로 공연을 중단하고 러시아 고전 몇

곡을 삽입했으며 파리도 없었고 셔츠도 필요하지 않았고 마음을

다해 연주했습니다. 키보드의 맨 위에는 쇼가 진행될 때 그가 비

웃는 Cadburys 크림 계란이 있었다.

성스러운 명령이 미쳐 버린 것처럼 Francis는 연기 속에서 사라

졌지 만 그의 Bass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베네

딕트는 약간 질투심이 많았고 바티칸에 갇혀 있었고 곧 그들은



3 대교황이 될 것 입니다. 푸틴이 부를 아바 노래가 부족했을 때,

수확기와 밀 수확량에 관한 러시아 전통 노래. 그러나 그는 아무

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 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고 다른

사람들이 엉망이 될 때 울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히트 였고,

청중 모두가 울고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은행까지 웃고있었습니

다. 40,000,000,000 USD는 Fr. 댄은 감옥을 둘러 보았습니다. 많

은 자선 단체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죄수를위한 스팽글 신발도

10,000USD를받을 수 있습니다.

더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Theresa May는 Rock Chic이었고,

그녀는 온 마음으로 흔들고 노래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BASTARDS로부터 자유 로워졌고 이제 그녀는 남편에게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줄 수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Beds4Politicians를 울리고 새로운 소파 세트를 주문했고, 그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청중 앞에서 땀과 알몸으로

덮힌 라이브 트리플 앨범의 제목이었던 Rahm은 확실히 좋은

제목을 알고있었습니다. 자선 단체에 100,000,000 달러를 벌었

습니다. T 그는 진정한 수치는 대중에게도 정부에 공개하지 않았

다, 에스더와 람은 자신의 비즈니스에 너무 많은 참견을 부른를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줄 것

입니다.



콘서트가 끝나고 Rahm은 밴드의 각 멤버에게 선명한 달러 지

폐를주었습니다. 비용 후에 이것은 당신이 얻는 것입니다. 1 달러

씩 교황은 그 반대를 보았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뢰합니

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울었고 그는 아기처럼 울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깨어 났고 모든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베개

밑에서 일어 났을 때 러브 람이 적힌 새 지폐가 있었다.

테레사 메이는 그녀의 새로운 소파 세트 인 Beds4Politicians를

깨웠고, 그녀의 남편은 아침 식사를 위해 부드럽게 담배를 피우

고 차와 크럼 펫을 탔습니다. 나는 그녀가 침대에 앉기 시작한

가장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러브 람이 베개 밑에있는 선명한

달러 지폐가 있었고 왜 그녀의 젖꼭지에 미국 국기가 붙어 있었

습니까? 그리고 아래에서 그녀를 짜증나게 한 것은 그녀는 빨간

넥타이를 뽑았고 남편은 결코 빨간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은? 그들은 The Plough와 Harrow에서 깨어 났고,

침대에 함께 누워 있었으며, 람 엠마누엘이 서명 한 달러 지폐

를 꽉 쥐고있었습니다. 지금 내가이 모든 것을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이 꿈 속의 꿈인가. Donald는 처음에 그가 Queens

보다 더 나은 꿈을 꾸었다 고 말했었다… ..



기분에 들어가기 ©

으로

마이클 케이시

Well Status Quo는 그들의 히트 곡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저는 춤추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에 있습니다. 누군가 Nolans

에게 문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저는 로큰롤을 할 준비

가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아인슈타인 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여러분은 사진을 봤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지, 계속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음이 너무 심합니

까? 토가에있는 당신, 그리고 기타를 가진 당신은 그냥 닫아도

돼요. 가디언에서 작가에 대한 글을 방금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의 글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나

는 또한 그들이 Crowdfund 작가를 발견했습니다. 언 바운드 나

는 청중에게 가할 준비가 된 17이 있습니다. Bezo 또는

Murdoch가 훨씬 낫지 만. 그러나 나는 내가받을 수있는 어떤

힘이라도 받아 들일 것이다.



내가 특대 점퍼를 입고 라떼를 마시고“문제”를 따를 경우를 대

비해서 다른 신문을 읽는다. 당신이 바다 코끼리에게서 그것을

훔치지 않는 한, 제 상사는 바다 코끼리 같은 콧수염을 가졌고,

40 년 전 나는 그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는 창녀 였지만 그의 사

생활은 충분했고 내가 그를 비방한다고 생각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는 사랑하는 삶을 위해 그들을 단단히 잡고있는 2 명의 정말

큰 남자들 사이에서 어울리 곤했다. 그런데 창녀는 럭비 용어이

고 그 도시에서 그들이하는 일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Writers에 대해 말한 내용을 설명합니

다. 저도 작가이고, 아시다시피 백만 달러를 썼는데, 이는 마일

하이 클럽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등산과 관련

이 있거나 크램폰 또는 많은 로프와 관련이 있습니다. 매우 길

고 어깨에 단단히 닳아 있습니다. 그들이 패션 스쿨에서하는 일

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작가는 막대기 끝에 촛불이 달린

술 취한 등불처럼 간단하게 설명하고 어디를 가든지 조명을 비

춥니 다. 역 겹게 들리지만, 그들이 그것을 비난하는 Guardian

편집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IT가 아닙니다. 모든

오타로 IT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작가들은 기분이 좋아야합니다. 그게 다 술에 취한 건가

요, 아니면 그냥 시인인가요? 그런 다음 그들은 냄비를 피우지

만 너무 가난해서 소변을 볼 냄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진

행됩니다. 그들이 집 화가가 된 이유는 그런 투쟁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바보 같은 콧수염을 키우고 막대기를 가지고 힘을

얻습니다. Charlie Chaplin은 (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습니

까? 그는 대신 집 화가로 생계를 꾸릴 수 있었지만 명성과 찬사

를 원했습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찰리와

조금 닮은 애덤이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술의 역사 또는 간

단히 할머니의 그림.

그러나 나는 다시 쫓겨났다. 그것이 작가들의 나쁜 습관이다. 측

면을 추적하면 항상 무언가가 떠오르며 나체 주의자 해변 옆집

에 살면 안됩니다. 발가락 사이 또는 모든 균열과 틈새에 모래로

글을 쓸 수 없으며 음부를 꺼내지 않아도됩니다. 난 그냥 내 보

지를 꺼내야 만했고, 토토로는 들어오고 나가기를 좋아하고 그

녀는 내가 도어맨이라고 생각한다. CPNEC 호텔에서 일할 때 10

가지 다른 일을했습니다.

그러니 난 가둬 야 해요, 모두 동의하지 마세요, 당신은 많이 술

에 취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당신은 이미 팝에, 한편 우리 작



가들은 그들의 작품을 써야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산만 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캐머런과 같은 창고를 가지고 Writer 's Block을

가지고 있거나 그가 쓸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캐

러밴 뒤에서 운세를 말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아내의 낡은

옷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브렉 시트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좋은 휘슬러이기 때문

에 새로운 Roger Whittaker로 밴드에 합류 할 수 있습니다.

제 딸이 모의고사 결과 소식을 듣고 학교에서 막 집에 돌아 왔

기 때문에 얘기를해야 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방해를 받고 또

다른 걸작을 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보십시오. 777은 숫자에

불과해서 7 명의 형제와 7 명의 사무라이를위한 7 명의 신부가

떠 오릅니다. 너무 많은 아이디어가 내 문제이지 Writer 's Block

이 아니라 카메론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이 작가, 나, moi, 나는 그냥 계속해서, 그냥 앉아

서 글을 쓴다. Status Quo는 록 밴드처럼 들리는 이명을이기려

고 소리를 지르며, Needles and Pins? 나는 어렸을 때조차 매치

스틱 맨이 아니었다. 난 그냥 내가 즐겁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

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정말로 로니 코베트와 조이스 그렌 펠

의 자식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는 방식입



니다. 아니면 정말 고통스러운 상태처럼 들리는 Gerard Wiley일

까요, 아니면 이명이 제 청력에 영향을 미치나요? 분명히 내 글

은 영향을받지 않았고 감염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

이메일은 악마의 작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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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또 다시 상처를 입었다. 우리는 가방 무게 인 24kg 상당의

고양이 사료를 대량으로 배달했다. 나는 그것을 조금씩 바꾸었지

만, 앞으로 며칠 동안 물건을 들어 올리면 사중 심장 우회로 이

후에 고통을 겪습니다. 이야기의 교훈은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포기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인 이메일은 악마의 작업입니다. 잠시 멈 추면

통증, 가슴, 어깨, 머리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이메일을 좋아하

고 20 년 넘게 열렬한 팬이자 사용자였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읽으면 나는 뉴스의 누군가에게 지원이나 사랑의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시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매우 친

절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에 발을 들여 놓으려고 이메일도 보냈지 만 안타깝게도 문을

닫은 가게 인 것 같아서 운이 없다. 하지만 오늘 아침 저는 파키

스탄과 한국에 독자가 있고 미국의 누군가가 제 책 중 하나의

아랍어 번역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왜 그들이 발로 문

을 막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끔찍한가요? 좋아요. 샤워를하

고 다시 올게요.

이메일은 내가 너무 존재하고 당신보다 더 잘 쓸 수 있다고 말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것은 닫힌 상점처럼 보이고 모

든 것이 너무 틈새 시장 지향적입니다. 달팽이 escargot 등에 대

해 블로그를 작성하기 전에 달팽이에 대해 글을 써야합니다. 그

래서 저는 이메일을 보내 스트레이트 재킷을 부수는 것을 좋아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신 풍자를 쓸 수 있고 쓸 수 있지만 나는

보는 인물을 봅니다.

SNL의 일부는 영국에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길들여 보입니

다. 그리고 나는 그런 포괄적 인 진술을하기에 충분한 SNL을 보

지 못했지만 미국인들은 무엇이든 웃으며 유머는 그들을 위해

전신을 보내야한다.



좋아, 화면에서 버드 와이저를 닦아 라. 진짜 남자가 스텔라 아

르 투아를 마시는 방식으로 내가 너의 감정을 상하게했다는 걸

알아. 야구 방망이를 내려 놓고 신디가 TV를 샀어. 진정하면 트

윙키를 줄게. 그런데 트 윙키는 무엇입니까?

트위터는 핑과 퐁이고 악취를 유발하며 사람들은 너무 공격적입

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만 금지되어야한다. 이

메일은 더 고려되고 차분합니다. 의심 할 여지없이 그는 작곡에

서 좋은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성적을 보호하기위한 소송

이있었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Donald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아닙니다. 그는 시작하기에 잘못된 성별이며 나는

금발이나 금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그가 자신의 성적

에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그는 그와 그의 세금

또는 그가 어떤 것도 지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다

른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한 공개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 선거에서 그를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흑인 여성이나

게이 남성을 상대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느 방향

으로 돌아야할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메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내 이메일에 결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가 대답

하기를 귀찮게했다면 그는 관장이 많지 않거나적일 수 있습니



다. 좋아, 그가 나에게 시간을주지 않을 거라는 거짓말이야. 하지

만 만약에?

그래서 Donald는 오늘 당신의 넥타이가 너무 짧아서 무릎에 닿

을 것입니다. 또는 더 길다면 일본 레슬링 선수처럼 몸에 묶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이 FAT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MIKE에게, 나는 당신이 MIKE라고 불리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

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MIKE는 항상 그럴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McCain처럼 패배자입니다. 나도 농담을

할 수있어. 내 넥타이, 진짜 실크, 중국에서 온 것을 어떻게 비

판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시어머니는 당신에게 할인을받을 수 있었고, 그녀는 상하

이에있는 그녀의 뒷방에서 그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녀는

회계사로서 당신의 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영어를합니까?

왜?



그녀가 영어를 읽을 수 없으면 IRS에 수치가 어떤 관련이 있는

지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이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Donald Trump와 저

는 이메일 펜 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내 머리카락을 질투

할 텐데 왜 내게 말을 걸었 을까요? 미국 밖에서 평범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있는 기회. 나는 그의 아버지처럼 독일에서 태

어 났다고 말할 수있다. 그것도 거짓말이지만 그의 아버지는 미

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트럼프를 거짓말로 떠나자. 이메일은 재미있다. 친구와 가족과

연결하고 사람들을 괴롭 히고 우리도 몇 개 덜컹 거리게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재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트위터를 선호하지

만, 트위터에서 할 수있는 일은 전쟁을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하

지만 누가 그렇게할까요? 예전에는 빅토리아와 앨버트가 편지를

썼고 나머지는 역사입니다.

아픔 때문에 지금 끝내야하는데 너도 느끼 니? 당신은 너무 잔

인하고 내 글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모든 이메일 은

History의 첫 번째초안 이므로 저장해야합니다 . FBI가 진실을 알아낼

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메일이 현대적인 일기, 현대적인

첫 사랑의 행위, 새로운 사업의 첫 시작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



이기 때문에 사업으로서의 사랑은 아니지만 FBI는 정말로 그렇

게 할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보고 싶어요.

무료 선물 및 무료 콘텐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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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나는 의사에게 갔고 거기에있는 동안 몸무게를 쟀습니다.

나는 옷을 입은 116kg입니다. 또는 255 파운드, 미국인이라면

영국에 있으면 18 돌이 넘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행 가방의 무게

인 25 킬로 더 가벼워 보인다. 이제 당신은 내 남자 다운 모습

을 바라 볼 수있는 모습을 가지게되었고, 내가 알몸이라면 내가

얼마나 더 가벼워 보일지 상상해 보라. 좋아, 당신은 모두 양동

이에 토할 수 있지만 누군가가 잠재 고객, 아마도 영안실에서

일하는 한국 소녀에 흥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포스트에서 예상치 못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 잉

글리쉬 컨트리 가든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씨앗이 실제

로 자라기를 바라면서 씨앗을 찔렀습니다. Chinese Poeny 또는

조랑말인지, 어떤 식 으로든 거름, 조랑말 또는 다른 방법으로



성장을 도울 것입니다. 당신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색이 튀어 나

와 와이파이 보안 카메라에 미소를 짓고, 나는 나중에 그것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봉투 바닥에서 사은품을 발견했을 때 포장을 정리하고있었습니

다. 잇꽃 씨앗의 작은 패킷. 홍화를 봤는데 엉겅퀴가 잎사귀처럼

싫으니까 뒷마당 바로 뒷마당에 심었습니다. 그들이 자라면 그들

은 정원 울타리를 숨기고 색을 더할 것입니다. 3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Google에 직접 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뒷뜰

울타리가 다채로운 수풀 뒤에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늘 공짜 선물 이었지만 일반적으로 공짜를 얻

을 때 그것은 단지 tat입니다. 40 파운드의 가치가 있지만 실제

로는 상하이나 홍콩의 시장에서 5 파운드의 가치가 있습니

다. 아이디어는 마케팅 회사가 당신을 사랑하고 그들이 당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저것이 너무 많았 기 때문에 그들은 대량으로 사서 2 파운드를

지불했고 실제로 서양에서 팔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완

벽한“사은품”이므로 생명 보험에 가입합니다. 95가 넘게되면 40

파운드 상당의 무료 선물을 받게됩니다.



나는 방금 Heinz 샐러드 크림을 얹은 통밀 빵에 쇠고기와 토마

토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지하철은 배달하지 않습니다. 무

료 물을 보충하기 위해 부엌에 갔고 의사는 내 신장이 건조하다

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물을 마실 것입니다. 단어도 무료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사용하고 여러분 모두가 내 무료 단어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 17 권 중 하나에 돈을 지불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말은 무료입니다.

부엌에서 한 가지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쓰레기통 옆에

있는 여분의 부엌 의자 아래 바닥에 그늘이 숨어있는 것을 발견

했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잃어 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되

찾았으므로 이제 승리를 느낍니다. 그것은 무료 선물, 내 최고의

색조의 반환과 같습니다. 그들은 Tommy Hilfiger의 것입니다.

2013 년에 집으로가는 길에 몰타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들은 관절염과 다른 모든 것이 나를 해치기 전에 휴가 추억을

요약합니다.

자유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흥분 되십니까?

아니면 캐치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는 어린 아이처럼 행복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냉소적입

니다. 사랑은 무료 여야하지만 비용이 듭니다. 비용 측면에서뿐

만 아니라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너덜 너덜 한 감정으로 자녀

의 비용을 지불 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Free Love는 재미있을

수도 있고, 해변이나 옷장, 또는 다른 곳에서 섹스 할 수도 있지

만 결과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해야만했고, 당신은 그것을해

야만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 누구도 이렇게하지 않았고 다른

일을하기에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공짜 선물은 아기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되돌려 보내거나

은유 적 인 편지함으로 밀어 넣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처리해야합니다. 침대를 정리 했으니 이제 그 안에 누워 야합니

다. 옷장 꼭대기에 붙어 있으면이 공짜 선물이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 몸과 영혼, 자동차 열쇠와 집

자체에서 모든 것을 훔칠 무료 선물의 평생을 갖게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집을 떠나고 당신은 모두 혼자입니다. 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문하기를 바랍니다. Wi-Fi가 당신을 함께 유

지하기를 바라며, 더 이상 전원을 끌 필요가 없으며, 브라질이나

상하이 또는 우주 정거장에서 대화 할 수 있도록 켜져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아들이나 딸이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 가고, 그



들은 가족의 첫 번째 우주 비행사 인 우주에 도착하고,이 아름

다운 러시아 우주 비행사를 만납니다. 그런 다음 Nature는 코스

를 선택하고 잠수 할 침대가 보이는 높은 옷장을 잊어 버립니

다. 인류를위한 첫 번째, 우주에서의 첫 번째 결합 인 당신의 손

자는 말 그대로 우주에서 창조되었으며, 동양과 서양의 결합으

로 창조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완벽한 무료 선물입니다. 사랑

은 세상의 두 반쪽을 하나로 묶어야합니다.

거짓말 쟁이 ©

으로

마이클 케이시

며칠 동안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 주겠다고 협박했지만 왼쪽 어

깨가 며칠 동안 콘크리트 십자가를 들고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내가 아니더라도 당신은 살아 남았습니다. 아니면 거짓말입니

까? 글쓰기는 거짓말이지만 종이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스토리 텔링은 평범한 낡은 거짓말이거나 정치인이나 트럼프라

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그의 그림자는 너무 커서 그

는 모든 잘못된 이유로 모든 역사 책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충분한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오늘 줄리안은 대사관을 떠났습니다. 저는 Duncan의 Julian과

Sandy 명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줄리안과 Sandy라

는 단어를 섞어서 Around the Horne에서 온 것입니다. 이제 내

미국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Google로 가야합니

다.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안이고 이쪽은 제 친구 샌디입니다. 우

리는 비밀이라고 말할 수없는 위키, 위키입니다. 하지만 쥘 스와

나에게 쓴맛을 사면 맥주가 아니라 내가 마시지 않는 쓴맛의 과

자 한 봉지, 그 레몬을 아시면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컴퓨터를 부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할 수 있습

니다. 조롱하지 마십시오. 모퉁이 상점의 Madge가 우리 손바닥

을 가로 지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아니요, 펠트 팁으

로 쓰지 마세요.은을 좀주세요. 제빵 용 깡통에 은박을 씌우는

것도 아닙니다. 실링 좀주세요. 가스 계량기를 공급해야합니

다. 이제 훨씬 더 따뜻하지 않습니까?

여기 내 망원경을 통해보세요. 은유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런 더

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 했나

요? 당신은 당신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했는지 알죠. 저를 죄 짓



게 만들지 마세요. 하지만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자, 대본을 고수

합시다. 당신은 정말 멋진 손글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Sylfaen,

예, 정말 좋습니다. 청중은 따라 잡습니다. 당신은 술에 취한 정

치인들이 맥주 맥주라고 말하는 군중과 같습니다. 아니면 제 귀

를 다시 왁싱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다리일까요?

그래서 Madge는 최고 선반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가

더러운 책을 비축 해 놓은 것을 결코 몰랐습니다. 그녀를 방문

해야 할 것입니다. 거미줄로 덮인 오래된 책 몇 권을 얻었거나

내 거미줄이 있는지, 어쩌면 Madge가 내 오래된 거미줄을 튕겨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은유, 나와 Madge 거미줄 튕기

는. 중지. 나는 나와 매지가 카운터 뒤의 바닥에서 우리 거미줄

을 휙휙 휙휙 휙휙 휙휙 휙휙 휙 휙휙 휙 휙휙 휙휙 휙 휙 넘겼

다. 나는 봄 청소를 좋아한다. 내가 무슨 말을했다고 생각하

니? 역겨워 요. 당신이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상관 없어요. 이교

도들이 고백에 가야 해요. 거미줄은 많은 사람들을 깜박입니다.

다른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에콰도르가 어제 저를 읽고 있었는

데 오늘 줄리안이 쫓겨났습니다. 국가가 제 말을 읽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들이 줄스 어 산지를 쫓아 냈습니다. 뉴스에 나올 때



가 크리스마스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7 년 동안 쪼그리고 앉

으면 그는 식단을 개선해야합니다.

거짓말 쟁이가되는 것은 모든 거짓말을 기억하기 위해 좋은 기

억이 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나 나는 내 인생에서 거짓말을 한

적이 없지만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오 그래 그래, 오 안돼,

난 어지러워,이 모든 거짓말이 내 머리를 돌고 돌아 다니게 해

엑소시스트에 참여하세요.

저를 제외하고는 아이들에게 성탄절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우리

모두 거짓말을합니다. 성서가 아닌 성탄절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은백색 자물쇠를

가지고 있고, 내가 흰 수염도 면도하지 않을 때 알 수 있습니

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모두 빨간 옷을 입은 것을 보았습니

다. 나는 성탄절 아버지이거나 그것이 내 생각이 내게 말하는 방

식입니다. 그러니 일반 갈색 봉투에 돈을 좀 보내 주시면 선물을

사 드릴게요. 7,000,000,000 명의 사람들이 공유 할 하나의 롤

리팝. 당신의 돈은 내가 간직하고 믿고 현명하게 쓰겠습니다. 나

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고통의 괴물이 내 몸을 떠나는 것입니

다. 의심 할 여지없이 자주 돌아옵니다. 당신이 다른 것을 기대

하고 있다면 우리 중 한 명이 지옥 불에서 불타 오르는 거짓말

쟁이입니다.

보드카보다 가치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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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정이나 사냥꾼이라면 총처럼 금보다 더 가치가 있지만

금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까? Lech, Boris 및 Gregorgi에게 보드

카보다 더 가치있는 것이 무엇인지? 요 전날 저를 찾아 왔는데

토토로 고양이를 제대로 돌보고 있는지보기 위해서 였다고합니

다. 그들은 Warley Woods에 새로운 스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

에 한 돌로 새를 죽이려고했습니다. NASA의 친구 인 에스더의

아들 인 위성 녀석 인 그는 스틸에서 뉴스를 문자로 보내기 시

작했습니다. 보드카가 옳은지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수십억 달러

의 기술. 방법을 묻지 말고, 블랙홀의 스마일리 이미지를 만든

멋진 부인 Dr. 그녀만큼 밝은 사람 만이 설명 할 수 있지만, 내

가 앉아있는 유일한 블랙홀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년들은 공성전을 견딜 수있는 충분한 수프와 콩을 내

찬장에 비축하고 차이코프스키 를 휘파람으로 불렀 습니다. 그들

은 어둠이 내리고 헐떡이며 레흐는 양가죽 밑에 무언가를 가졌

습니다. 제대가 아직 붙어있는 아기였습니다. 의사에게 빨리 전

화를 걸어, 그는 거의 겁에 질려 보였다. 전화를 받았지만 그 순

간 간호사 비키가 차를 마시 러 들어 왔습니다. 비키는 은퇴 한

조산사 였고 때때로 신이 당신에게 물건을 보내 주 십니다. 그녀

가 주문한 코트 아래에 그를 다시 넣으십시오. 그런 다음 그녀는

부엌에서 은박지와 나의 오래된 겨울용 긴 바지를 집어 들었습

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아기를 감싸고 레흐에게 온난화를 재개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금 구급차를 부를 게요, 아이는 괜찮아 보이지만 어머니는 어

딘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을 수 있습니다. 아기는 어디에서 찾았

습니까? 숲에서. 그래서 엄마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까? Lech,

Boris 및 Gregorgi에게 슬라브 가족의 감각이 전면에 등장하도

록 요청했습니다. 엄마를 찾으러 가야 해요 그들은 문으로 향했

고, Vicky는 방해했고, 어머니는 어디에나있을 수 있지만 당신은

한 가지를 잊었습니다. 지금 아기를주세요. 그래서 Lech는 조심

스럽게 아기를 Vicky에게 넘겨 주었고, Vicky는 자신의 거대한

가슴에 맞서고 사랑과 따뜻함으로 신생아를 질식 시켰습니다.



구급차의 파란색 번쩍이는 불빛이 밖에서 번쩍이고 소년들은 내

뒷뜰 울타리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보드카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찾아야합니다. 아직도 그 온기가

아기를 구했지만 이제는 어머니를 찾아야하고 어머니를 찾아야

합니다. 그들의 NASA 친구는 문자를 보냈지 만 답장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머니에 대한 걱정의 블랙홀에서 그들

은 그저해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합니

까?

메리를 찾는 세 왕. 그는 자신이 영리하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

다. 그래서 그들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메리를 찾는 세 왕. 아기

는 City Hospital에서 안전하고 따뜻했으며 Vicky가 잊은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있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아기는 마이클

이라고 불렸고 그녀는 나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소년이고

우리 집이기 때문에 작은 마이클이었습니다. 경찰은 어머니가 숲

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오래 전에 사라 졌을 것이

므로 혹시라도 햇살까지 수색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소년들에게 NOW는 NOW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였

습니다. 딸 중 하나라면 어떨까요? 그들은 봐야했고 봐야했습니

다. 그들은 곤경에 처한 딸이 사랑 받아야하고 사랑 받아야했던

슬라브 인이었습니다. Nasa에서는 제한된 번호에 대한 메시지가



크게 표시됩니다. 모든 스파이 기관이 사건에 참여했습니다. 그

리고 메리를 찾는 세 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친구는 러시아 / 폴란드와 우크라이나가지도에서 사랑을

나누는 고향에있는 학교에서 3 명의 친구라는 것을 즉시 알았습

니다. 그들은 분명히 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리는

누구입니까? Mary는 새로운 엄마 였기 때문에 새로운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새로운 엄마를 찾으십니까? 아마도 그

들이 그녀의 아기를 찾았 기 때문일 것입니다. 버려진 아기입니

다. 그것은 틀림 없다. Lech, Boris 및 Gregorgi는 자신이 영리하

다는 것을 알고 결국 Nasa에서 일했습니다.

Lech의 전화가 울 렸고 Nasa였습니다. 친구가 어머니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그들의 친구는 그를 쳐다 보는 최고

의 Nasa와 스파이 기관 사람들을 보았다. 내가 여기서 일하기

위해 동쪽을 떠났어. 네 마음이 있다는 걸 증명해. 양복 입은 남

자는 전화기를 꺼내고 새로 태어난 사진을 보여 주었다. 어제 영

국에서 태어난 첫 손녀입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두 마디를했

다. 해!



이것이 10 억 달러 규모의 인공위성이 마리아를 찾고 세 왕이

그녀의 헌금을 가져 오는 데 사용 된 방법입니다. 숲이 어둡고

우주에 열만 나타날 때 새로운 슈퍼 듀퍼 위성이 테스트되었습

니다. 많은 소년들을 쉽게 발견했습니다. 검색 영역과 그리드 패

턴이 할당되고 위성이 작동하게되었습니다. 블랙홀 발견 팀의 소

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공간을 찾아 노트북을 열고 우주 마법을 펼쳤습니다.

숲속의 여우 몇 마리가 발견되었고 길 잃은 새 몇 마리가지나

갔다. 그러나“Mary”어머니가 쓰러졌다면 그녀의 시그니처 우드

는 더 작습니다. 부인 닥터는 노트북에서 일했습니다. Lech Boris

와 Gregorgi는 미친 듯이 사냥을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

다. 그들은 피 묻은 가방을 발견하고 우주로 손을 흔들고 뉴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것은 플롯에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숲이 너무 컸던 두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Saint Jude는

Gregorgi가 그들의기도를 반향하는 것과 함께 Lech와 Boris를

외쳤습니다.

우주 정거장에서 러시아 승무원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했고 모두 성 주드의기도를 전했습니다. 더

높은 곳에있는 친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 둘, 셋,



넷이 아니라 우주 정거장을 포함하여 다섯 개의 생명과 빛의 불

꽃이 우주에서 나왔습니다. Saint Jude는 엉망이 아닙니다.

블랙홀 닥터 레이디가 뛰어 올라 벽 크기 화면을 가리 켰습니

다. 폴란드어 / 러시아어 및 우크라이나어에서 Nasa 사람들과

Spooks는 Lech, Boris 및 Gregorgi에게 지시를 외쳤습니다. 세

왕은 메리가 전 세계 위성에 번쩍임을 발견했습니다. 옛날 농담

은 미국인들이 먼저 달에 도착한 이유였습니다. 러시아인보다

독일 과학자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부에서 온 세 왕

이 마리아가 숲에서 길을 잃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소녀는 정말로 치료가 필요했고 그녀의 이름은 정말로 Mary

였습니다. 스파이 사람들은 대기중인 헬리콥터를 가지고 있었고

Lech, Boris 및 Gregorgi는 손을 흔들었고 블랙홀로 내려와 그

녀를 다시 빛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물은 잃어 버

릴 것이고 경찰은 코를 찌를 것입니다. 영국의 GCHQ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직업입니다.

윌리엄 왕자는 커피 머신으로 그를 만나면 당신에게 말할 것입

니다. 운 좋게도 GCHQ의 새로운 책임자는 스코틀랜드 위스키

제조업체의 매우 긴 라인에서 Havis McTavish라고 불렀습니

다. 그가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에게도 알려줄 것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코코아를해야하고, 나는 반복해야한

다. GCHQ는 모든 것에 대해 30 년 규칙으로 D 통지를 쳤습니

다.

무슨 일이 일어 났는지 아무도 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한

남자가 아기를 발견하여 영국에있는 버밍엄 출신의 뚱뚱한 은발

작가 마이클 케이시에게주었습니다. 그의 친애하는 친구 인 조산

사 인 Vicky가 그것을 병원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개를 산

책하는 또 다른 남자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미국인이 말한 것

처럼 풀 스톱, 기간. 또는 정보원이 말했듯이. 자신의 사업을 생

각하십시오.

이 이야기에 ps가 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는 새로운 손자를

보러 영국으로 왔고 분명히 그는 너무 높아서 경찰의 호위를받

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신선한 보드카 2 리터 병이 들어있는 갈

색 종이 봉지를 건네 주었다. 수하물 라벨에 병에 묶인 것은 폴

란드어 / 우크라이나어 및 러시아어로 쓰여져 있으며 The Three

Kings와 아기 Michael의 사랑을 담았습니다. 나는 GCHQ의

Havis McTavis도 하나를 얻었다 고 들었다. Prince William이 커

피 머신에서 내게 말했다. 그가 직접 배달했다.



매 순간이 최고의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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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문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고 몇 가지를 발견했고 그 결과

로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여성 기자들이 썼는데, 둘 다 정말

예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용하는 바로 그 문구가 나

를 비난하고 토론합니다. 둘 다 분명히 훨씬 더 똑똑해서 나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작품은 또 다른 위대한 여성 인

Jackie O에 관한 것이 었습니다. 제가 읽은 두 개의 논문이 무

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요점은 우리 삶에 특별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코

틀랜드 사람이라면 우리는 드램을 가지고 있거나 나머지 우리를

위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오타를 사용하여 어떻게 추가

했는지 확인하세요. 바위, 벽처럼 유지하세요. 내 말에 영향을받

지 않습니다. Jackie O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책 편집은



그녀에게 가장 큰 기쁨을주었습니다. 그녀는 64 세에 세상을 떠

났습니다. 나는 그녀가 비밀 흡연자였던 곳에서 읽었 기 때문에

그것의 일부가 될 수 있었다. 내 요점은 책이 그녀에게 가장 재

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기자에게 돌아 가면 그녀는 너무나도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했고 그녀는 모든 것을 계획했고 그녀의 남

자는 그녀를 실망 시켰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전형적인 녀석. 오

늘은 사려 깊은 글을 쓰고 싶었지만 왼팔을 내밀고 몇 초 전 그

간단한 행동으로 어깨와 목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멈추고 여러분 모두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진통제 젤

Movelat을 때리는 동안 제가 그 기자의 녀석만큼 쓸모가 없다

는 것을보세요.

그러나 그것은 요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갑작스런 전

환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모퉁이에 무엇이 있는지 결

코 알지 못합니다. 출판 계약은 희망적입니다. 좋아 나는 드램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꿈을 꾸어야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즐기고, 매 순간이 당신의 마지막 인 것처럼 대해야합

니다.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마음 챙김은 유행어이지만

평범한 영어를 고수합시다. 너무 많은 일을하려고 너무 바쁘면



모든 것을 맞추기 위해 화요일에 미국인이라면 파리 일 것입니

다. 그런 다음 버킷 목록에서 항목을 표시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는 아무것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전화기를 멈추고 끄고, 셀카 찍고 모든 것을 라이브 스

트리밍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30 년

전 제 사진 작가의 머리와 얘기를 나눴을 때 카메라 뒤에 있으

면 각도가 다르고 경험도 다릅니다. 스냅으로 상을받을 수 있지

만 이벤트를 놓쳤습니다. 참여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지만, 나는 아마도 평생 동안 항상 관찰자 였을 것입니

다. 그것이 내가 작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 하는가?

당신은 내가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상황이 무엇이든 생각해

야합니다. 제가 화장실 청소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호

텔에있는 동안에, 당신은 행복한 얼굴을해야만합니다. 그리고 두

번 플러시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에 대한 원한이 있으면

상처를 입을 것이므로 양 어깨의 칩을 가져 가십시오. 당신이 라

인을 따라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당신은 당

신이 이야기하고있는 적절한 수준에서 연결되어야합니다.



해리와 오페라는 시리즈를 할 예정이지만 한 가지 관찰은 너무

많은 허세의 PR 연설로 발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그들이 평범한 영어로 만들 수있는 한 가지 방법입

니다.

만약 당신이 _ 일어나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어떤 신체와 대화를함으로써

덜 일어나도록 도와주세요. 가슴에서 떼어 내면 기분이 훨씬 좋

아지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 만의 강렬한 단어를 삽입 할 수 있지만 해리가 군대 친구

들과 함께 오페라 원에 대해 내 문단을 실행했다면, 나는 젊은

이들이 내 말을 훨씬 더 잘 이해할 것임을 압니다. 당신은 인생

이 하나뿐이므로 그것을 즐기고 더 즐기십시오.

내가 쓰는 모든 것에 평범한 영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이해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60

개국 이상에 여러 언어로 제 자료를 읽는 독자가 있습니다. 예,



아직 수백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Google 번역이 완벽하지는 않

지만 기계 번역에서도 글이 이해할 수 있고 아마도 잘 쓰여 졌

음을 증명합니다.

나는 그 때 다른 지점 인 터널 비전으로 이동하는 길을 잃었습

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무언가를 즐기는다면 한국 게이머처럼

먹는 것을 잊을 것입니다. 한국 여자들이 너무 예뻐서 게임은 잊

고 있었지만 그냥 구식이에요. 30 년 전에 Atari 용 게임을 썼던

젊은이들을 잊기 전에 10k를 받았지만 다른 게임은 한 번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오사카의 가족 친구가 게임 학위를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내 이야기가 게임 자료로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이 연락을 취합니다. 별 5

개를 모두 지불하면 방문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요점은 당신의 신, 가족, 씨족에 대한 헌신입니다. 1 분

동안 당신은 북미, 아프리카, 호주, 뉴질랜드에서 의식 춤을 추

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곳에서 독자들이 있

습니다. 다음에 당신이 죽으면 교통 사고로 끝납니다. 인생은 너

무 짧고 우리 모두는 삶에 대한 미약 한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있

으므로 우리 모두는 말해야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자매, 형제, 남자 친구, 여자 친구, 이성애자 또는 게이 또

는 미정, 또는 그냥 나는 내 개를 사랑합니다.

순간을 즐기고, 고통없이 하루를 즐기십시오. 당신은 항상 결코

돌아 오지 않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지쳐서 잠들

기를 즐기십시오. 그리고 이명조 차 당신을 깨어있게 할 수 없

습니다. 시계 태엽 뱀파이어처럼 깨어날 때까지 2 시간 또는 90

분의 수면을 즐기십시오. 내 동생은 흡혈귀 손이 나오는 돈통을

가지고 있었고 슬롯에서 6 펜스를 꺼냈다. 그게 50 년이 넘었는

데 방금 기억이 났어요.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씁쓸하고 괴팍하게 만들 수 있

습니다. 나는 씁쓸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Movelat 진통제 젤이

나올 때까지 괴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해야합니다. Elvis의 노래 In the Ghetto에 나오

는 아이처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은 당신이 가진

것이므로 당신이 가진 것을 사용하십시오. 나는 종이 클립을 자

동차로 사용했고 벽돌 사이의 박격포는 레프리 콘들이 운전할

수있는 길이었습니다. 나를 믿지 않는다면 Derek McK에게 물어

보세요. 그것은 50 년 전 일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일을하고 싶지 않고 너

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예, 우리 모두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저는 30 년 전 1989 년에 연극을 받아 들였습니다. Rocky

Horror와 같은 컬트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쓰지 않습니다. 쓴

맛은 영혼을 파괴하고 항상 희망과 세인트 주드가 있습니다. 당

신이 생계를 위해 화장실을 청소하는 곳에 머 무르더라도 그것

은 당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정의하고, 당

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밝은면을 계속 바라 봅니다. 어두운

면은 영혼의 죽음입니다.

나, 내 이야기가 한국과 일본에서 컬트가되는 꿈을 꾸고, 다음

강함 스타일이 될 것이지만 영국에있는 버밍햄 출신의 뚱뚱한

은발 작가가되어 Kpop 소녀들에게 둘러싸여 여행을 떠난다. 116

킬로로, 그 Sumos를 이길!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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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 무슨 얘기를해야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해가졌

고, Movelat 진통제를 두 드렸고, 이제 왼쪽 어깨가 찰칵하는 소

리가 들리지만 금이 간 기록처럼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야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나를 사용하는 동안 내가 침대에 누워 있기를

원합니다. 뭐? 슈렉이 말하는 것처럼 전화를 잡으십시오. 지금 주

목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밤 질문은 당신이 신경 쓰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로봇이되어 당신의 입찰을하기를 원합니까?

나는 파운드 랜드가 내가 사용하는 유일한 상점이지만 상점의

셀프 서비스 경운기를 싫어합니다. 셀프 서비스는 서비스가 아닙

니다. 직원들과 웃음과 농담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영혼없는 로봇이됩니다. 사람은 개성이 있고 우리는

모두 상호 작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게 구석에있는 의자는

이유가있어서 거기에 가십이 있고, 친구의 친구는 합리적인 가

격에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있는 누군가를 알고 있습니

다. 또는 전화 박스, Mandy Personal Services에서 카드를 찾으

실 수 있습니다. Mandy Personal Services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클리닉 방문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무실에 와서 우리의 엉망진창을 정리하는 청소부

와 같은 다른 사람들을 당연시합니다. 내가 항상 Twilight 교대

근무를했기 때문에 청소부와 최고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네,

알아요, 제가 뱀파이어 여야합니다. 당신은 모두 아주 분명합니



다. 이명이라고 불리는 보초를지나 치면 뱀파이어처럼 2 시간마

다 깨어납니다. 그러니 저 한테서 가져 가서 청소부에게 말하세

요. 그들이 와서 당신 집도 청소 해주고, 다림질을 해줄 지, 아

니면 그들이 당신을 위해 해줄 지 몰라요. 네, 돈을 지불해야하

지만 맨디 인 척 남자 친구와 함께 위층에있을 수 있습니다. 완

벽한 원을보세요.

꽃이 자라는 것을 어떻게 눈치 채지 못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변의 실제 생활을 보는 대신 게임을하는 휴대 전화로 너무 바

쁩니다. 그것은 17의 일봄이 튀었 지금 2019년 4월. 나는 내가

심은 꽃을보고 우리의 덤불이 싹이 트고 새로운 삶과 희망을 바

라 봅니다. 죽은 나무의 녹지, 생명이 새롭게 돋아납니다. 정말

멋진 일입니다. 새 집에서 첫 번째 과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식

된 토끼풀이 집 뒤에서 자라기 시작했고 앞 정원에서도 자라는

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 팬이 퇴색하기 시작했지만 일부 장미

줄기가 자라는 것 같습니다. 내 딸은 발렌타인 데이에 꽃을 피

웠기 때문에 2 주 동안 꽃병에 담은 후 줄기를 벗기고 다진 다

음 앞 정원에 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자라는 것처럼 보

입니다. 모든 것이 작동한다면 앞 정원에서 빨간 장미가 자랄

것입니다. 어머니의 초록색 손가락을 물려 받았습니까?

꽃은 무생물이지만 희망과 사랑으로 채워줍니다. 그러므로 우정

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십시오. 버스에있는 작



은 할머니에게 인사하거나 매일 그 트롤리를 밀고있는 할머니에

게 인사하세요. 벽이되지 마십시오. 집 밖에 주차하는 맛있는 아

시아 소녀, 큰 흑인 보디 빌더, 또는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수염

을 가진 빨간 머리 게이 소년에게 인사를 전하세요. 아니면 그

사제를 막고 정육점 밖에서 그의 고백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호 작용하고 우리의 고통과 사랑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만

약 하나님이 노틀담을 구 하느라 너무 바쁘신다면, 하나님이 스

스로 돕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도와야합니

다.

우리는 어떻게 돌과 같을 수 있고,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

까? 휴대 전화를 끄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청소부에게 사랑을 나

누세요. 말 그대로 그리고 비 유적으로. 우리가 돌에 만드는 유

일한 표식 앞에는 우리의 생년월일과 죽음의 날짜, 돌과 같은

공허한 삶이 있습니다.

나는 요정의 왕 (c)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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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포르투갈

미국

벨기에

독일

영국

멕시코

폴란드

이건 내 사이트 중 하나에있는 오늘의 독자 중 일부에 불과합

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정의 왕이 아닙니다.

그의 날개를 떼어 내라.

그의 마술 지팡이를 거기가 아니라 그의 손에 멍청하게 가져

가라.



코를 흙에 문지르고 마법 가루 대신 비듬을 뿌려

그의 주문을 뒤집기 위해 거울을 들어

나는 당신에게 주문하는 요정의 왕입니다

부활절 달걀을 찾을 수 없도록 숨 깁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지만 Fairy High

Council에 말하지 말자

우리는 엘프의 주문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엘프와 음모하지 않

습니다.

그냥하세요,하세요, 그냥하세요, 아니면 제가 스스로 날개를 떼

어 낼 게요.



아이들은 내가 일직선이고 좁은 길에 있다고 생각하고, 병에

걸린 이익을 위해 수레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장난감 마을에서 사악한 주문을 걸고 수수께끼 제작자를

죽이지 만 여전히 날 사랑할거야

빨리 해, 해, 해, 내 노예가되어, 난 절대로 행동하지 않아, 왜

그래야 해.

요정의 땅에 어둠이 내리고, 요정의 모든 날개가 떨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불 장소 위에 돌로 쓰여진 성탄 주문 뿐이었다.

한 명의 좋은 요정이 그것을 읽도록 남겨두면 모든 것이 구원

받을 것입니다.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행

을 가르치고, 요정 가루를 공유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한 숙녀, 자유의 여신이 벽난로로 걸어 가서 말을했습니다.

"나에게 당신의 피곤하고, 당신의 가난하고,

자유롭게 숨 쉬고 싶어하는 당신의 뭉쳐진 대중을 주시고, 당신

의 넘쳐나는 해안의 비참한 쓰레기.

노숙자, 폭풍우에 휩싸인 이것들을 내게 보내십시오 .

나는 황금 문 옆에 내 램프를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요정의 사악한 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그리고 Fairy Land는 다시 한 번 자유 로워졌고, 마침내 자유

로워졌습니다.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습니까?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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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2019 년 성 금요일, 나는 소녀들이 초콜릿을 수정하고

먹는 동안 나 혼자 집에 있습니다. 내 큰 딸은 약간의 정원 햇살

을 위해 한 쌍의 그늘을 훔쳤습니다. 70 년 만에 가장 뜨거운 부

활절입니다. 나는 이것을 색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

군가가 영국 버밍엄 출신의 뚱뚱한 은발 작가 마이클 케이시의

작품에 대한 박사 학위를받는 경우를 대비해서 말입니다. 제가

박사 학위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대신 우리 정원의 풀을 깎는

것과 같은 유용한 일을하려고합니다. 어떤 대학에도 논문이 남지

않을 것입니다. USB 스틱만으로도 충분하거나, 발톱을 뽑은 크

기의 작은 칩으로도 충분할 것이며, 아마도 유용 할 것입니다.

WPS2019, Word, LibreOffice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다른 무료

Word에 직접 글을 쓰는 것을 설명해야합니다. 우리는 몇 년 전

에 구입 한 Word 사본이 있지만 무료 버전은 매우 좋습니다. 저

는 WPS2019와 함께 그린 스크린을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원하

는 것을 사용합니다. 눈의 피로에서 눈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

서 내가 그것을 쓸 때 내 문서 폴더에 간 다음 4 번 게시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걸작을 잃지 않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괴

롭 힙니다.



그런 다음 백업하고 나에게 이메일을 보내면 Blogger와

Wordpress에서 사본을 보냅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종이가 없습

니다. 나는 때때로 내 걸작을 몇 개의 신문에 이메일로 보내지

만, 그들이 그것을 출판하지도 않고 편지 페이지에 올리지도 않

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7 드레스를 입은 남

자를 기억하세요. 그는 그렇게 지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웃으며 그것을 삭제하기 전에 그와 같은 누군가가 내

쓰레기를 읽는 것을 상상합니다. 나는 쓰레기통에서 나온 그 미

소, 아니면 쓰레기통으로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

는 종이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제 매일 독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오늘 멕시코는

저를 읽고 있고, 어제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제 독자 중 하나였

습니다. 내가 집계했을 때 60 개국이 나를 읽고 있었지만 내가

발견 한 흥미로운 것은 What are you Reading?

당신은 모두 순서대로 읽지 않으며 모두 영어로 읽지 않습니

다. 그것은 내가 "외국인"을 더 많이 읽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얼마 전에 결정했던 나의 "결함"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

두 구글 번역문을 읽습니다. 저는 다국어가 아닙니다.하지만 친

구도 있고, 제 오빠는 한 번에 8 개 언어를 알고있었습니다. 우

리는 독특한 가족입니다. 트럼프가 완전히 "고유"하고 그가



2020 년 이전에 사임하는 신을 기쁘게하는 것처럼 "고유"라는

단어에 자신의 뉘앙스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매일 독자들을 살펴보면 오늘 BBU의 아랍어 번역본과 같

은 것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The Butcher, The

Baker, The Undertaker의 속기입니다. 어제 미국에서 읽고 있습

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읽으십시오. 멕시코에서는 스페인어

로 된 50 개의 짧은 샘플을 읽고 있으며 누군가 BBU의 이탈리

아어 번역을 읽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매우 만족 스럽지만 가장 좋은 점은 발견 할 수있

는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의 대작 BBU가 아

닌 오래된 작품을 읽고있을 때입니다. 나는 멈추고 그 내용을

기억해야합니다. 클릭해서 읽어 보면 생일 선물이 공개됩니

다. 예, 부활절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유 때문에 다른 두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운동을해야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에

게 뮤즈 할 모든 것을 주어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맨홀 뚜껑에 대한 글을 읽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글을 쓴 기억이 없습니다. 결국 제 메인



Blogger 사이트에는 2000 개의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것을 읽고 기억을 되살립니다. 각각의 이야기는 저를위한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마치 제 마음의 포토 앨범처럼 과거와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나는 각 이야기가 비슷한 일을했을 때,

또는 어리석은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좋아,

내 경우에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멍청 할 수 있었는지.

그러나 나는 그들이 오 너무 완벽하고 나머지 우리를 조롱하는

척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어리석

은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차이점은 제가 그들에 대해 쓰고 계

속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 기반 이야기가 떨어

지면 Total Fiction을 쓸 것입니다. 내가 대변인이되어야 할지도

몰라.

저도 글을 썼을 때도 실망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독서 수치

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Reality는 부랑자에 대해 저를 깨 물

지 만, 우리의 오래된 전기 기술자는 밴드에 있었고 그는 자신

이 너무 행복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 중 일부를 나

에게 말했고 반대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노래를 정말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중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결코 알 수 없으므로 결

국에는 자신을 기쁘게해야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유머가 전 세



계를 여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책을 사도록하는 것은 불가

능한 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에게 내가 BS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가 Barron이 PC에서 나를 읽는 것을 잡으면 SNL

이 그것을 집어 들고 나는 아마존 베스트셀러 목록의 최고인 책

을 팔 것이다.

그러나 Barron Trump와 Press Corps가 보안 장치에 대해 실제

로 나를 읽고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때

만 알고 트럼프가 "당신은 항상 BS였다"라는 카드를 보냈지 만

적어도 나는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대통령의 카드. 그리고 주님

자신은 무엇을 말씀하실 것입니까? 그 번개는 경고 였지만 전기

적 자극은 당신에게 완전한 회상을 주었을뿐입니다. 당신은 정말

거절당한 돌 이었어, 마이클하지만 여기 천국에서…

내 책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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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상점에서 돌아 왔고 그늘에 돌아와서 기쁩니다. 나는 내 책

상에있는 것에 대해 써보겠다고 말했어. 그래서 여기로 가면 어

디든 참여할 수 있고 버밍엄의 뚱뚱한 노인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너무 잔인합니다. 거울,

빗, 면도기를 소유하지 않았거나 면도기를 소유하고 있다면 정

말 그것을 필요로하는 여성입니다. 그러니이 작가가 로라가 말했

듯이 당신이 아는 물기를 조심하십시오.

이제 가짜 미소를 되찾은 나는 결국 정치인이다. 책상을 보면 무

엇을 볼 수 있습니까? 너무 어지러워서 책상의 색도 보이지 않

나요? 그렇다면 멈춰서 양동이를 가져와 쓰레기를 먼저 버리십

시오. 예, 그 패스트 푸드 용기, 커피 또는 차 찌꺼기가 들어있는

머그잔, 안에 반쯤 먹은 바나나가 들어 있습니다. 현대 미술의

마이크로 조각과 같은 더미에 연필을 갈아서 책상 가장자리를

따라 표시되는 모든 표시는 무엇입니까? 너 더러운 돼지, 너는

티슈를 요구하기에는 너무 게으 르기 때문에 책상 가장자리를

따라 코를 닦았다. 그리고 그 침은 모두 종이에 싸여 있습니

다. 그리고 뮬러 보고서의 내용 페이지는 정확히 어디에 있습니

까? 당신의 침으로 가득 차있어 독성 보고서라는 것은 당연합니

다.



좋아, 일단 당신이 당신이 얼마나 바쁘다는 것을 증명 해야하는

종이 더미를 책상에서 정리하면 실제로 당신이 돼지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럼 시작할 수 있습니다. 40 년 전 초창기 컴퓨터

실에서 DEC PDP 1170s에서 야간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15 분

동안 정리를해야했지만, 이제 젊은이들은 모두 고위 IT 직원 일

것입니다. 내 인생의. PC라고 불렀을 때 그는 자신의 컴퓨터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PC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매우 럭키 호스 슈입니다.

책상과 서랍이 더 많이 드러나므로 먹지 않은 샌드위치를  

내부에 두지 마십시오. 서랍을 잠그면 모든 젊은이에게 좋은 조

언이 될 수 있습니다. 책상이 완전히 엉망이라면 돈으로 누군가

를 믿으시겠습니까? 미친 과학자일지도 모르지만 은행 관리자

나 열쇠를 잃어버린 자물쇠 제조공, 또는 자녀 양육자? 아니면

사방이 엉망이 된 더러운 카페에서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당신

이 어딘가에 있으면 테이블 위에 손가락을 문지르고, 기름기가

느껴지면 일어나서 그냥 거기에서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 나

는 식중독이 가장 인기있는 특산품 인 식탁에 더러움이 묻어있

는 그런 곳 몇 군데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예, 저는 식중독에 두

번 걸렸고, 일주일에 7kg을 잃는 것은 재미가 없지만 허리 둘레

를 개선합니다.



다시 제 책상으로 돌아옵니다. 제 책상에는 9 살짜리 오래된 TV

가 있습니다.하지만 여기“Study”에 있으면 웃지 마세요. 제가

글을 쓰는 곳이고 딸이 BF에 전화가 없을 때 공부를합니다. 그

전화는 전반적으로 그녀의 성적을 잃을 것이지만, 그녀는 나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래된 TV는 TV이지만 컴퓨터 용

으로 매우 큰 화면이기도합니다. 버튼을 누르기 만하면됩니

다. 컴퓨터 사용을 통해 TV 사운드를 너무 오래 켜두면 TV 사운

드가 재미있어 지므로 여전히 음질이 좋은 오래되었지만 매우

저렴한 스피커를 사용합니다. 나는 항상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딸이 방에 없으면. 그러나 내 책상 아래에는 30 년 된 Memorex

헤드폰이있어서 공부하는 동안 딸이 귀찮게하지 않도록 착용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매우 밝지 만 이것을 읽지 않을 것이므로

내가 말한 것을 결코 모를 것입니다.

또한 책상에 케이스에 2 쌍의 음영이 있습니다. 어두운 컴퓨터

실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다는 것은 저조한 햇빛 아래에서 밖에

나갈 때 눈을 찡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면 내가 단지

POSER, moi, poser라고 생각하십니까? 실망 시켜서 죄송합니다.

저는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허세 한 작가가

아닙니다. PC 앞에서 장시간 사용하여 눈의 피로를 방지하기 위



해 쉐이드를 착용합니다. 직장에서 끊임없이 PC를 사용하고 "하

루 동안 눈을 멀게했다"는 것은 10 년 전 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조심 스럽습니다.

내 책상에 또 뭐가 있어요. 커피 한 잔, 그리고 차는 너무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그 아래에는 스크랩 페이퍼가있어서 책상에 표

시를하지 않고 낙서 할 때도 사용합니다. 분명히 나는   그 종

이 조각에 침을 뱉거나 코를 닦지 않고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이웃에게 그것을합니다. Garde de L' eau와 그 모든 것. 전 세계

에서 모두 YUCK를 외치는 소리를들을 수 있습니다. 내 말의 힘

과 당신의 상상력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내 책상에있는 모든 것에 관한 것입니다. 아니면

내 상상력을 추가해야합니까, 아니면 허식일까요? 키보드는 일반

적으로 내 무릎에 있고 마우스는 손바닥에 있으므로 오타가 있

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제 책상에있는 모든 물건에 대해 2

분 동안 이야기하도록하려고했습니다. 하지만 숙제를 위해 먹었

으니 책상 위에있는 5 개의 물건에 대해 2 분 동안 말씀해 주

셨으면합니다. 번갈아 가며 서로에게 긍정적 인 피드백을 제공하

십시오. 그것이 제가 1998 년 4 월에 말하는 법을 배웠던 방법



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오랜 펜 친구를 방문하여 체코에

서 체코 이야기에 대해 썼습니다.

그리고 강함, 네, 신디가 당신 책상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녀에 대해 글을 쓰지 않고, 너무 많은 서울이 나머지

단어를 붉게 만들 수 있습니다.

Mrs Tins ©

으로

마이클 케이시

Mrs Tins는 이유 때문에 Mrs Tins라고 불렸고, 그녀는 High St

에서 두 개의 무거운 쇼핑백을 영원히 들고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통조림 음식을 좋아했고, 신선한 것보다 훨씬 저렴했고,

그녀의 연금은 그리 멀리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고양이

토마스는 묘지 근처에 살면서 신선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토마

스는 무덤 돌 사이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는지보기 위해 몸을



벗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Tins 부인과 Thomas는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Tins 부인은 High St의 저쪽 끝에있는 Canning-Hanson Park

근처의 통조림 공장에서 일했었습니다. 그곳은 너무 시끄러 웠

지만 모두가 잘 관리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말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토마스는 입술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녀가 뒤의 운하에 던져진 비닐 봉지에서 그를 구해준 새

끼 고양이였습니다. 그것은 고양이 피임법이었습니다. 비닐 봉지

가 운하에 던져졌습니다. 운 좋게도 Thomas Mrs Tins는 우산 끝

으로 그를 떠났습니다.

토마스는 그의 수염이 그를 틴스 부인에게 통조림 공장의 감독

인 토마스 씨처럼 보이게했기 때문에 토마스라고 불렸다. 그리

고 모든 소녀들은 너무 웃어서 새끼 고양이를 토마스라고 불러

야 만했다. 물론 수년 동안 토마스가 오늘 어땠는지에 대한 농담

이 있었지만, 내가 고양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자

통조림 공장이 문을 닫고 모든 웃음이 끝났지 만 적어도 토마스

는 좋은 집이 있었어요, 고양이 토마스. 저는 감독 토마스에 대

해 잘 모릅니다. 콧수염이 가장 큰 마을 사람들로 포먼 토마스가



트리뷰트 밴드에 합류했다고 들었는데. 그들은 캔에서 캔 캔에

이르기까지 The Kats Whiskers라는 밴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계속됩니다. Tins 부인은 Brights Furniture 매장

에서 구입 한 아주 오래된 러시아 냉장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러시아인이었고 모든 러시아 물건처럼 영원히 지속되었

습니다. 이제 30 년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통조림 식

품으로 살았 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녀는 루 코자 드와 우유를 그 안에 보관했고, 반쯤 먹은 통조림

식품과 같은 몇 가지 다른 것들을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같이 무거운 쇼핑백 두 개를 집으로 가지고 갔고,

빨간 가죽 가방 두 개가 넘쳐났습니다. 상점 주인이나 현지인이

불쾌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가 그것을 운반하도록 도와주지 않

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그녀의 모든 통조림 재료가 1 톤에 달

하는 무게를 가졌고, Tins 부인은 매우 강했고, 한 어린 소년은

한 번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거의 모든 허핑과 숨을 쉬고

긴장을 풀고 거의 장난을 쳤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미소를 지으

며 손을 흔들고 그녀가 계속하도록했습니다. 누군가가 바퀴가 달

린 트롤리를 제안했지만 Tins 부인은 웃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할머니라고 생각합니까?



화창한 4 월 날이었습니다. 오늘처럼 모두가 행복했고 트럼프가

사임 했으니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Mrs Tins는 가방에 깡통을 꽂

은 채로 High St.를 우아하게 걷고있었습니다. 묘지 옆에서 그녀

는 이상한 것을 볼 수 있었고 너무 멀리 떨어져서들을 수 없었

지만 멈춰서 안경을 쓰고 이제는 입술을 읽을 수있었습니다. 시

계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때릴 게요 그리고 내가 당신의

여자 친구를 먼저 때릴 게요. Tins 부인은 격분했습니다. 이것은

멋진 지역이었고 그녀의 고양이는 그것을 좋아했고 그녀도 그랬

습니다. 누군가를 공격하고 묘지에서 누군가를 강탈하는 것은 좋

은 일이 아니 었습니다.

Mrs Tins는 깡통의 클 랭킹과는 거리가 먼 스텔스처럼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멈춰서 조준, 발사 1, 발사 2,

발사 3, 발사 4. 스팸, 연유, 과일 칵테일, 콩, 더 많은 콩, 콩, 그

녀는 다시 콩을 좋아했습니다. 강도는 폭행을 당했고 연유가 열

리고 그의 코트 전체에 쏟아졌습니다. 강도는 빈 손으로 도망 가

려고했지만 그는 그것이 그에게 깡통을 발사하는 작은 노부인임

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남자 였고, 어린 노파가 감히 그를 공격

했습니다.



그는 그가 충분히 가까워 졌다면 그녀를 정말 다치게했을 것이

라고 기소했습니다. 거리 만이 비명을 듣고 그녀를 도우러 왔습

니다. Th Mohan 형제 크리켓 팀은 연습에서 방금 돌아 왔습니

다. 그래서 감자와 바나나, 참마, 양파, 그리고 외부의 전시물은

모두 나무에 던져져 공격자가되었습니다. 그들은 Black Country

Cricket League에서 최고의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야채가 목표

를 놓쳤다 고 생각하십니까? Singh Sisters 넷볼 팀도 연습을 마

쳤으므로 공이 공격자에게 던져졌고 Singh Sister가 최고의 웨딩

드레스를 디자인하고 만들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넷볼과 관련된

포로를받지 않습니다.

괜찮 으세요, Mrs Tins 모두 물었습니다. 지역 역도 챔피언 Sam

Singh이 공격을받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괜찮아요, 그녀는 맹세

하려고했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멈추고 묘지 밖에있는 멋진 커플

을 털려고 했어요. 윈스턴과 글로리아는 모두에게 감사하기 위해

지금 쯤 길을 걸어왔다. 그들은 공격자가 공격을 받았을 때

Winston의 할머니의 무덤에 꽃을 깔고있었습니다.

Sgt Mulholland가 도착했습니다. 안녕 Winston, 그는 Gloria를

뺨에 키스했고, 모두가 그가 어떻게 아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나

는 그들을 소개했고, 그들은 몇 달 후에 결혼 할 것이다. 윈스턴



은 법의학을, 글로리아는 보호 관찰을합니다. 이 작은 BBB, Sgt

Mulholland 중령은 자신을 멈췄습니다. 윈스턴과 글로리아는 모

두에게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가방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

까? 모두 웃었지만 윈스턴은 그의 말만큼 좋았습니다. Singh

Sisters는 Gloria가 필요한 경우 웨딩 드레스를 할인해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inston과 Gloria가 Mrs Tins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차를 마시

고 주위를 둘러 보는 동안 컵파를 위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러자 글로리아는 소리를 지르며 컵을 떨어 뜨 렸습니다. 토마스

가 집에 쥐를 가져 왔나요? 죄송합니다, 저 사진은 내 nan입니

다. 집에 내 nan 사진이 있습니다. 오, 버니 스입니다. 우리는 통

조림 공장에서 함께 일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했습니

다. 그들은 수년 동안 가장 친한 친구 였지만 마침내 Bernice의

아들이 그것을 크게 만들어 그녀에게 은퇴하고 그와 함께 살 것

을 요청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잃어 버렸다.

글로리아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난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녀와 그녀의 아름다움을 구타로부터 구했습니다. 분명

히 그녀는 결혼식 초대장을 받았으며 Singh Sisters는 원래 드레

스가 파산하고 달빛이 날 때 마지막 순간에 웨딩 드레스를 만들



었습니다. Mrs Tins는 더 이상 통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

다. Bernice의 아들은 새 냉장고를 배달했고 Occado는 격주로

신선한 음식을 채우기 위해 왔습니다. 그의 냉동 사업이

Occado를 위해 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양이 토마스는 고양이 였기 때문에 원하는대로했고 고양이들

은 스스로를 기쁘게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강도가

될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는 훈련생 요리사로 자

리를 잡았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너무 많은 재료를 던지는 것이

그의 두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방식

으로. 나는 그가 결국 유명 셰프가되었다고 믿고 그에게 무엇이

든 던지고 45 분 안에 환상적인 식사를 접시에 담을 수있을 것

입니다.

어떻게 들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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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늦은 쇠고기 샌드위치를   먹고 부엌에 있었는데 결국

내 귀에 좋을 것입니다. 맞아 들었습니다. 쇠고기에는 아연이 들

어있어 내 귀에 좋거나 오히려 내 이명에 좋습니다. 우리 토토로

라는 고양이는 곧바로 이해했고 바깥 정원 울타리에 앉아 있었

지만 플라스틱 필름이 열리는 소리를 듣 자마자 그녀는 울타리

를 따라 부엌 창문 위로 올라 갔다. 그 소리는 항상 우리가 그녀

와 공유하도록 설득 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을 의미합니

다. Totoro는 영어, 중국어 및 플라스틱, 모든 언어의 음식을 이

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오늘 밤의 글을 쓰거나 듣는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내 말에 눈이 아닌 귀를 사용하기를 바랍니

다. 이 모든 것은 피카소처럼 들리는데, 술취한 사람이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모든 곳에서 왜곡 된 것입니다. 또는 당신이 잔인

하다면 전형적인 마이클 케이시 글을 쓰십시오. 우리는 항상 페

이지의 맨 아래로 이동하지만 페이지를 흔들면 괜찮아 보일 것

입니다.



그래서 소리 또는 느낌. 우리가 집에있을 때 익숙한 소리, 시계

의 째깍 거리는 소리, 바닥에있는 PC의 윙윙 거리는 소리, 심지

어 들어 오려고하는 Totoro miaowing도 있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딸이나 아들의 끔찍한 윙윙 거리는 소리, 그 소리 부엌

의 라디오에서. 요즘에는 컴퓨터 또는 저렴한 wifi 무선 스피커

에서 Spotify입니다. 소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 삶의

일부이며 침묵 만 있다면 무엇을해야할지 모를 것입니다.

소리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닻입니다. 공장에서 소음을 냈는데,

총 귀머거리 소음이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남성과 여

성이 입술로 읽는 법을 배웠거나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기도했습

니다. 선생님들도 그런 싸움을했고, 우리 중 4 명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가르침을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아이들의 소음을지나

쳐야합니다. 그러니 그만두 셔도됩니다. 한 선생님이 예전에 춤

을 췄다 고했고 소음이 가라 앉았을 때 다시 가르침을 주셨습니

다. 아마도 그녀는 볼룸 댄스와 수학을 동시에 가르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드 참조와 수학은 댄스 플로어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상황에서 소리는 안전을 의미하고 부드러운 랩핑은 고양이

가 바닥에서 우유를 마시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기가 행복하게



졸지 않고 방해를 받으면 TV 나 아기를 돌보는 남자 친구를 찾

아야합니다. 소리에는 루틴,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깨지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세탁기는 가수와 마찬가지로 범위가 있습

니다. 고음과 저음이 소리 순서를 따르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정비공은 자동차의 소리와 잔디 깎이의 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모든 기계식에는 자체 리듬, 자체 틱 및 톡이 있습니

다. 사운드가 범위 내에 있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들, 당신 또는 저와 함께합니다. 침묵이 있다

면 왜 침묵이 있는가? 우리는 모두 조용히 식사하는 동안 애보

트가 축구 결과를 읽어주기를 기다리는 모든 수도사들이 아니

다. 또는 Coronation St. 또는 Archers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 물론 당신도 성경을 읽지 만 Abbot은 이

탈리아 사람이므로 축구 점수도 들어야합니다.

소리는 정상이며 멀리 떨어진 드럼 소리는 Jim Reeves가 열린

창문을 통해 이웃 레코드 플레이어에서 노래하는 것일 수 있습

니다. 또는 그 소리가 부족하면 이웃이 우스운 방향으로 돌아

갔을 수도 있습니다. Glen은 항상 일요일에 Jim Reeves를 연기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의 목숨을 구하고 그의 목숨을 구하지



만 Glen이 그의 엉덩이가 부러진 상태로 병원에있는 동안 적어

도 한 달 동안은 조용히 있습니다.

소리는 정상이며 소리는 문제의 경고입니다. 소리는 행복의 소리

로, 식사 후 주변에 앉아 방귀를 뀌는 것입니다. 사랑과 웃음의

소리. 남자 친구가 다른 남자 아이가 남긴 자동 응답기의 내용을

들을 때 분노의 소리. 두 명의 게이 남성이 논쟁하는 것은 결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또는 어떤 조합의 두 사람. 그리고

서로 말을 거부 할 때 침묵의 소리가납니다.

거의 함께기도 할 때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을 때 침묵의 소리,

사랑의 소리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영원히 함께 잠들고 서로 함께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영원히

평화롭게 쉬십시오.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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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은

키가 더 크고, 당신에게 대머리 패치가 있다고 말하고, 그들은

당신의 선글라스를 훔칩니다. 이것은 제 경우에 큰 문제입니

다. 그들은 이것 저것을 위해 더 많은 돈을 필요로합니다. 그리

고 당신은 NEC에서 2003 년 보안 회의에서 공짜 인 16 년 된

이전의 양털을 입고 더 뻔뻔스럽고 더 칙칙해 보입니다. 이웃 사

람들은 내가 양털에 쓰여진 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경

비원이나 할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사이트의 최신 사진에서 직접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를 혼동하기 위해 나는 그들에게 밴드의 이름을 말하고, 나는

COOL을 제외하고 아무것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 25 %를 차지

하는 매니저이다. 그래서 분명히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아서 나는

지역 상점의 보안 카메라 앞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

지 보안을 부르지 만 보안 요원 사이에는 유대감이 있습니다. 그

래서 나의 깔끔한 그늘을보고 나를 포장 도로에 던질 4 명의 경

비원들은 그들의 그늘에 손을 뻗고 나 옆에 줄을 서서 함께 춤

을 춥니 다. 그래서 이제 나는 가게의 유명인이되었고, 젊은이들

은 Stella Artois를 위해 제게 돌아 왔습니다. 사람들은 내 Stella

Artois를 마실 때 우리에게 충분한 존경심을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늘날의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안 요원과의 댄스 루틴은 내 머리카락처럼 입소문입니

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지역에서 훨씬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 딸들은 더욱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모두가 그것

을 선언했습니다. 세 번이나 거부하고 학교 화재 경보기가 울립

니다. 학교 전체가 줄을 섰을 때, Mr Tonks from 5A, 그는 쉐이드

를 제거하고 머리를 뒤로 밀었습니다. Utube에서 이것을 봤습니

다. 우리는 약간의 운동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Tonks

씨는 아버지의 춤을 자신의 버전으로 시작합니다. 모두가 웃지

만 학교의 선생님을 비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미스 스

트레이트 니 커즈는 머리가 모두를 제외하고 모두가 춤을 추도

록 강요합니다. 480 명의 학생 아빠 춤. 그녀는 학교 옥상에서

촬영하는 관리인에게 윙크합니다. 그 중국인 머리는 그가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버밍엄은 일주일 중 언제든지 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기적, 머리가 단계를 바꾸고, 그녀는 나

이에도 새로운 남자 친구가 있고, 그녀는 미국 마칭 밴드 코치

남자 친구가 있습니다. OH MY GOD, Miss Straight Knickers는

정말 움직일 수 있으며 학교 전체가 따라옵니다. 그녀는 행진하

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코치에게 이야기를 들려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먼저 아빠에게 당황하게되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학교에 의해 미스 스트레이트 니 커즈는 모두를 놀라

게했지만, 희망적으로는 그 중국인 수석 교사가 가장 당황했습

니다.

작가가 글을 쓰지만 내가 아닌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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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아니, 방종하는 또 다른 작품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원합

니다. 글쎄, 당신이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무언가를 발견하면 당신은 Nannie McFee처럼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작가는 아이디어로 시작하여 스케치

한 다음 첫 번째 단어를 페이지에 올립니다. 저는 30 년 전

1989 년에 페이지를 포기했습니다. 나는 컴퓨터에서 물건을 원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지구 비용이 300quid, 아마도 한 달 임

금 인 Atari 520을 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독신이었고 아내 나

아이가 없었습니다. 게이나 레즈비언이되는 것과 비슷했습니



다. 명확한 영어로 가족이 없으므로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게이

와 레즈비언은 가족이 돈이 들기 때문에 가장 부유합니다.

저는 타자기에 238 페이지를 썼습니다. The Butcher The Baker

와 The Undertaker는 1988 년 윤년의 날에 끝났습니다. 작업을

마친 후 나는 비닐 봉지에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두 장의

사본을 만들었습니다. 원본이 손실됩니다. 그런 다음 Atari를 얻

었습니다. 사실 1989 년이 아니라 1988 년 말에 얻은 것 같습니

다. 어쨌든 저는 제 걸작이 컴퓨터에 있기를 원했고 그 당시에

는 스캔이 생각조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복사하

여 컴퓨터에 보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지루한 과정이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형성되어

The Butcher The Baker와 The Undertaker의 확장 버전을 썼습

니다. 그 후 616 페이지 정도가되었고 Shoplife에 저의 코믹 플

레이 걸작을 썼는데,이 작품은 전문 극장에서 받아 들여졌지만

마침내 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BBU의 한 장을 기반으로 한

They Are Knocking Our Street를 포함하여 몇 편의 연극을 더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The Butcher The Baker와 The

Undertaker의 확장판을 쓸 때 나는 그 연극을 책으로 돌아 가



기위한 자료로 사용했다. 8 장에서 재생 한 다음 8 장으로 돌아

가는 원입니다.

나는 어떤 재 작성이나“초안”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쓰는 모든 것이 초안입니다. 예, 저는 Jeffrey Archer처럼

벽에 모네가 없습니다.하지만 그는 제가 믿고있는 13 번의 재

작성을합니다. 그것은 저의 말에 대한 사랑을 죽일 것입니다. 그

가 이것을 읽으면 그는 내 벽에 걸기 위해 사본을 보낼 것입니

다. 내가 Monet을 좋아한다고 가정하면 그는 먼저 사진이 들어

있는 이메일을 보낼 수 있고 승인되면 그는 액자에 사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야기꾼입니다.

나는 당신이 내 입술을 적실 수 있도록 불 옆에 앉고 Stella

Artois 한 잔을 주길 바랍니다. 나는 여기 화면 앞에 앉아 단어

가 지시하는대로 이야기가 튀어 나오거나 뚫어지게 내버려 둔

다. 내가 통의 탭을 돌리면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

다. 나는 통이 얼마나 큰지, 심지어 통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

다. 나는 그것이 맛이 좋고 맛이 씁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나이 때문에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또는 BBC Radio4에서 이

야기를 듣고 수백 편의 영화를보고, 100 대 또는 심지어 수천 권

의 책을 읽거나 다락방에서 공연하는 100여 개의 밴드를 시청

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는 지. 미사에 가서 낭독

과 사제를 듣는 일생조차도이 모든 것이 내가 말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아마도 화려 하긴하지만 어쨌든 말하겠습니

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자동차, 전기, 벽돌 쌓기, 목공, 나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케리 대장장이의 아들이다.

내가 글을 쓰기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라디오 청취자 였다는 것

은 20 년 동안 끊임없는 음성 라디오를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단어를 알아 차리고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나에게 더 많은 의미

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비공은 배관공이나 난방 엔지니

어도 알고 있듯이 자동차가 잘못되었는지 소리로 알고 있습니

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기술입니다. 이제 내 건강은 이명과 다

른 모든 건강 문제 덕분에 고통스러운 날, 좋은 날, 잠 못 이루

는 밤을 의미하므로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은 평범한 문맹 블로

거보다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의 뉘앙스가있는 것처럼 단어의 뉘앙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고수합시다. 나는 글을 쓰고 쏟아 붓습니다. 일반적으로 나



는 여기에서 한 마디, 거기에서 한 마디를 위해 내 머리를 멈추

지 않습니다. 단어가 오지 않으면 이야기를 끝내십시오. 나는 내

가 쓰고있는 내용이 흐르는 지 아닌지 알기에 충분히 나이가 많

고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야기에는 고유 한 삶이 있고 고유 한

풍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문자 그대로 할 수있는 달걀을 가져 가

세요. 계란 1 개를 삶고 계란 1 개를 스크램블하고 계란 1 개를

데친 다음 계란 1 개를 볶습니다. 이제 맛을 시험해보세요. 할머

니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할 수 있습니다. 계란마다 맛이 다릅니

다. 스크램블과 튀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고, 삶은 음식

은 세 번째로, 데친 음식은 고양이에게 줄 것입니다. 계란을 스

크램블 할 때 Heinz 빈을 섞으면 다른 맛이 나옵니다. 또는 계

란을 튀기기 전에 빵에 담그면 1980 년 Boston Mass에서 발견

한 프렌치 토스트가 있습니다.

이제 우연히 요리 수업을주었습니다. 한 단락 전에는 내가 그것

을 쓸 줄도 몰랐습니다. 페이지 맨 아래로 이동하는 SatNav가

있습니다. 단어의 경로가 길을 안내하고 이야기를이 끕니다. 내

가 단어의 길을 쓸 줄 알지 못했던 것처럼, SatNav는 단어의 길

을 선택하게되었습니다. 예, 정말 빠르고 무작위입니다.



오늘 아침 아침에 나는 내 몸이 험티 덤티처럼 고통으로 부러지

고 갈라 졌다고 소녀들에게 말했다. 나도 다시 온전하고 고통없

이 다시 합칠 수 있을까? 한 딸은 큰 소리로 웃었고, 그녀는 A

레벨을 수정하는 Little Jack Horner처럼 구석에 앉아있었습니

다. 나는 부활절이기 때문에 아침에 Humpty Dumpty 라인을 추

가했고 우리는 이스터 에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잠

재적 인 라인이었습니다. 마치 리틀 잭 호너가 두 번째 전처럼

말입니다.

잠재 의식의 영향은 내 상상의 불을 공급하지만, 50 년이 넘는

기억과 그 이상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동생이 신생아 때

병원에서 집에 왔을 때 기억할 수있는 56 년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뽑을 기억의 웅덩이가 있거나, 제 경우에는 바다가있

어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해변으로 끌어 당긴 다음 페이지

와 모든 독자에게 먹이를줍니다. 그게 내 배가 먹이를 필요로하

기 때문에 지금 말할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Birds Eye 물

고기 손가락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추신 항상 스마일 라인으로 끝내려고 노력하면 기억 될거야



거짓말을 가지고 ©

으로

마이클 케이시

글쎄요, 방금 거짓말을했고, 여러분들과 이야기 할 시간이 없었

기 때문에 거짓말에 대해 글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나는

실제로 낮잠을 잤고, 가슴은 우회로를 위해 가슴 뼈가 부러진

곳에서 통증을 느꼈습니다. 4 년이 지났지 만 여전히 고통스럽

기 때문에 잠자리에들 필요가 있지만 적어도 글에 대한 아이디

어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거짓말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 여

자 친구도 함께 누울 수 있다면 John과 Yoko는 침대에서 일주

일을 보냈습니다. 드라이 클리닝이 늦게 배달되었다고 생각합니

다. 그들은 더 나은 호텔을 선택 했어야했습니다. 거짓말은 편안

함과 휴식,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고 낭비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애완 동물을 키우면이 모든 것이 바뀌면 개를 산책 시키

거나 정원 주변에서 푸우를 모아 오래된 감자 자루에 넣어야합

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여자 친구와 거짓말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채널 4 TV 쇼의 모든 자세를 연습하고 허리를 다친 다음

일주일 동안 혼자 침대에 있어야합니다. 물리 치료 남자 간호사

는 침대에 혼자있는 동안 일하러 채널 4 TV 프로그램의 나머지

시리즈를 시청합니다. 연습, 예방, 오줌, 나쁨, 성능 그래서 그들

은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등이 좋아지는 동안 모든 에피소드

를 연속해서 봅니다. 허리가 치유되면 다시 잡히지 않을 것입니

다.

거짓말을하는 것은 휴일 또는 주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래층

으로 달려가 커피 한 병을 만들어 침대 옆의 낮은 테이블에 놓

은 다음 BBC Radio4의 Today 쇼를 DAB 라디오에 올려 놓을

것입니다. 닉 로빈슨은 침대의 따스함에서 벗어나 자신을 정치인

이라고 부르는 거짓말 쟁이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신의

부랑자에있는 부분을 볼 수 있다면 그는 라디오로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또는 그가 그 모든 영광스러운 곡선을 볼 수 있다면,

그는 목소리를 잃거나 말을 더듬고, 당신 앞에서 누군가를 벗은

채로 직업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상상할 것입니다. 매춘

부는 항상 프로페셔널하지만 닉은 매춘부가 아닙니다. 그는 단

지 라디오에서 일하고,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닉과 존이

함께 누워서 거짓말을했다면 어떻게했을까요? 일어나서 고문할



까요? 정치인 한두 명? 아니, 그 신문을 껴안고 안아주지 마십

시오. 나는 그들 둘이 1970 년대에 Eric과 Ernie와 같았다는 것

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누워있을 때 가능한 한 오랫동안 침대에 머물고 싶지만 커피 한

잔을 마신 후에는 방광을 비워야합니다. 그런 다음 서둘러 잠자

리에 들지 않으면 따뜻한 곳이 사라지거나 이불 위로 넘어져 커

피 주전자를 넘어 뜨릴 때 장난 꾸러기 조각을 태울 수 있습니

다. 그것은 당신의 이웃들에게 광경이며, 당신은 소리를 지르고

당신의 knackers를 잡고 있습니다. 운 좋게도 남자 친구는 남자

간호사이기 때문에 그는 당신의 멍청이를 검사하고 병원 치료가

필요한지 조언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당신의 비트를 급속 동

결의 냉동 상자에 넣습니다.

당신의 남자 친구가 후면 사진을 찍어 FB에 올려 놓고 대리 임

신을 위해 준비된 정자를 구하는 것이 캡션입니다. 그리고 그가

웃음을 멈추고 나서야 그는 당신의 2가 당신의 3이되어야한다

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당신의 knackers를 태우는

것은 사실 당신의 관계에서 전환점이었고, 모두 당신이 거짓말

을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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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나는 방금 WPS2019를 마스터했고, 오른쪽을 클릭했고,

메뉴가 약간 달라서 나를 던졌다. 예, 저는 어리석지 만 베타 버

전이 아닌 버전이 더 깨끗하므로 Blue Home 버튼에서 옵션을

드롭 다운하도록 지시해야합니다. 네, 두 살짜리 아이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하지만 저는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음식과 같은. 예, 저는 얼간이입니다. 근무 시간과 시간표와 같은

냉동 식품으로 살았습니다. 냉동 식품의 MSG로 인해 혈관이 굳

어 4 년 전에 계획되지 않은 4 중 심장 우회로로 이어질 수있

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들이 유행하고 모든 곳에서 흡

연을 금지하기 전에 수년 동안 매우 연기가 자욱한 바에서 밴드

를 보곤했습니다. 인쇄실 초기에 소음이 많고 더러운 프린터로

작업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나쁜 식단

이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는 완벽한 음식입니다. 나는 아이슬란드 냉동 치킨

키예프를 준비하고, 아일랜드 소시지, 리치몬드 소시지, 그리고

시드 빵을 곁들인 달콤한 옥수수를 저녁 식사를 위해 모두 준비

했습니다. 저에게는 완벽한 저녁입니다. 우리 집에서 운이 좋은

이유는 내 작은 딸이 음식이 아닌 작은 요리사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그녀는 정말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있는 멋진 칼이 있습니다. 아마도 Delia

Smith가 앞으로 그녀를 입양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DIY 저

녁 식사를하지 않을 때 제 작은 딸이 인상적 일 것입니다.

지금은 요리를하고 저녁을 먹는 동안 잠시 멈춰 있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집에 돌아 오면 저도 딸과 함께 가십을 할 것입니

다. 그리고 네가 관심이 있다면 내 왼쪽 어깨가 오늘 연주하러

나왔고, 접시 위의 고통은 넉넉한 위닝, WINCING, MINCING이

아닌, 내가 어떤 종류의 작가라고 생각합니까? 살상 추가 남았다

면 다리 뒤를 때리고 먹을 때 Google Larry Grayson으로 가세

요.



그 7 시간 후, 아니 나는 그렇게 오래 먹는 욕심 많은 돼지가

아니었다. 그러나 옛날에는 때때로 왕이 하루 정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절기들이었다. 나는 음식을 먹었고 통증으로 인한 낮잠을

자고 피곤해하고 네가 그것에 대해 너무 듣게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지난 몇 년 동안의 작가의 삶입니다.

각 손님이 음식을 가져 왔을 때 나는 잔치 또는 오히려 중국 친

구의 결혼식 식사가 생각납니다. 다양성과 먹을 것이 많았고

DIY 연회가 있었고 그 후 교회 홀이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빨리 정리되었습니다. 나는 그 결혼식에서 눈물을 흘렸다. 왜냐

하면 남자와 아내가 친구 나 심지어 최고의 남자가 그에게 전화

를 건네 주었기 때문에 그는 중국에있는 그의 어머니에게 지금

그가 결혼했다고 말할 수 있었다. 내 어머니는 내가 결혼했을 때

오래 전부터 돌아가 셨기 때문에 10 년 전쯤 그날 전화를받지

않은 내 어머니를 떠 올렸다.

그러나 음식으로 돌아 가면 완벽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대로

익혔거나 싸고 쾌활한 음식이라하더라도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먹으면 당연히 내 길을 비켜 야하고 네 입을

벌리고 먹습니다. 배리와 줄리는 영원히 저에게 말을 걸었지만

저는 항상 무시했습니다. 음식은 빵을 깨는 것이고 사람들이 먹



는 방식은 많은 것을 드러 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단순

한 사람들, 농부들이 원한다면 손으로 더 많이 먹고 빵을 찢고

빵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도 그래요. Que Aproveche는 기억력이

있다면 스페인어입니다. 의심 할 여지없이 저의 스페인어 독자

들은 그것을보고 웃을 것입니다.

식사는 당신을 잘 해내 야합니다. 그것은 단지 기계적인 일이되

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일부 의사들이 생각하고 싶어하는 것

처럼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완벽한 음식에는 맛과 품질, 다양

성이 있어야합니다. 지역 상점에서 우크라이나 사과를 맛보고 다

른 치즈를 맛보고 다른 빵을 맛보십시오. Ghetto of Taste에 머

무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얇게 썬 흰색을 먹고 다른 것은

먹지 않습니다. 예, 결국 당신이 Warburton 백인 인 경우 괜찮

습니다. 그러나 다른 버터 또는 마그가 위에있는 바게트에 잡힐

수 있다면 유혹을 받으십시오.

음식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순절과 부활절 날을 지나고 있

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미소에서 캐드 버리를 닦아내고 모든 종

류의 유혹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Dana를 통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휴가를 떠나 다른 음식

과 음료를 시도하는 이유입니다. 지루한 사람이라면 어디를 가든



에그 앤 칩스를 기대하고 Manuel은 여왕의 영어를 말해야합니

다. 또는 미국인이라면 어디에서나 버거 킹을 원하고 친구 섬에

머물면서 자신의 위치가 아닌 자신 만 경험하고 싶을 것입니

다. 리틀 아메리카이지만 XY 또는 Z에서는 미국 독자들이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에 화가 났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모두 생각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인들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아버지가 1968

년 또는 우리가 Rhyl Wales에있을 때 햄버거를 발견했을 때 햄

버거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6 개를 차례로 먹었고 노점상이

그를 위해 요리 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 나는 실제로 그들이

요리되고 있던 낮은 벽이있는 장소를 기억할 수있다. 내 자신의

기록은 럭비 경기 후, 아마 45 년 전에 뛰고 있던 햄버거 3 개

연속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음식과는 거리가 먼 간단한 음식이지만 가족 휴

가 때와 장소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 완벽했습니다. 나도 상

하이에서 중국 만두를 먹었는데, 시어머니가 다 먹어서 우리가

머물고있는 도심의 호텔로 가져 왔습니다. 다른 지역 주민들은

그녀가 그들 모두를 사서 기다렸다는 것에 혐오감을 느꼈습니



다. 나는 너무 많이 먹었고 결과도 역겨웠다. 내가 완벽한 배를

통과하면 변기를 막아서.

변화의 이명 고리 ©

으로

마이클 케이시

내 이명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거나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

거나, 특히 밤에 더 심하게 들린다 고 말해야할까요? 나는 신과

더 많이 이야기하게되는데, 오 신이 나를 잠들게 놔두었다. 우리

어머니는 잠을 잘 수 없다면 묵주기도를 부르 곤하셨습니다. 그

래서 저는 라디오에서 BBC World Service를 들으면서도 시도

해봤습니다. 사실 아주 좋습니다. 잠을 못 자고있는 동안 혼자

인 경우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소녀 나 소년을 껴안

고, 왜 BBC를 듣습니까?

내 귀에 울리는 이명은기도에 대한 어떤 형태의 부름인가? 하나

님은 정말 사악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당신을

당신의 지혜로 몰아 넣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 잔인해서 당



신의 작가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건물에 사용되는 일종의 독일

지지대 또는 내 팬티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날아 다니는 부벽

인 울리는 소리가 적고 더 많은 멍청이.

내 등이 실패하고 날아 다니는 엉덩이가 모두 노출되고 단단하

지만 크면 알람 벨이 울릴 것입니다. 누군가 그 알람 벨을 끌 수

있습니까? 오, 꺼져 있습니다. 이명일뿐입니다. 아, 이제 익숙해

졌습니다. 그날에는 부드러운 정적이 내 귓가에 영원히 떠오르고

있는데, 아일랜드의 Cromane 해변에서 파도가 부서지는 것처럼

꽤 낭만적 일 것입니다. 오직 당신 만이 정전기를 멈출 수 없습

니다. 아마도 항의 행진이있을 것입니다. 마이클의 다락방에서

정전기를 멈출 것입니다. 중산층이 모든 곳, 특히 데일리 메일

외부에 쓰레기를 남겨두고 나를 위해 행진할지 의심 스럽지

만.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데일리 남성이 될 가능성은, 나는 꿈

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1970 년대 농담 사이에서

내 머릿속에 부서지는 상징 일뿐입니다.

나는 항상 음악을 듣곤했지만, 지금은 달걀 털로 Buddie Rich처

럼 항상 상징을 듣습니다. 부상으로 한 팔만 가지고 노는 그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는 여전히 환상적이었습니다. 내가 그를 잡을

수 있다면 나는 평화의 기회를 위해 그의 다른 팔을 부러 뜨릴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리듬 메쏘드를하고있는 천국에 있습

니다. 그는 천주교도들과 어울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것은

천사들의 밴드입니다.

당신은 쉿 소리에 익숙해 지지만, 당신 자신을 산만하게하기 위

해 소음을내는 무언가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의사가 바늘을 넣기

전에 아이의주의를 산만하게하는 것처럼 요. 저는 실제로 GP 인

Dr Hickman을 걷어차 고 주먹을 쳤습니다. 저는 4 살이었고 학

교를 시작하기 전에 부스터 바늘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낮은 괜

찮습니다.

밤 시간은 주변 소음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명에게는 최악

입니다. 패딩 처리 된 셀이있는 경우에도 수도 사는 모든 재미

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적어도 밤에 4 배 더 큰 이명

을 제거 할 음악이 있습니다. 슬프게도 음악만큼 멋지지만 최근

에는 소용이 없었고 수녀들은 더 이상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래

서 새벽이 나를 유혹하기 전날 밤 100 개의 트랙을 들었는데,

새벽도 아니라 새벽입니다. 내가 너무 지쳐서 Dawn은 잠으로

나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예, 2 시간마다 내 ckd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잠

에 들더라도 2 시간마다 깨어납니다. 예 그것은 이상한 삶 또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글을 쓸 수있어서 기쁩니다. 당신은

내가 귀찮게하지 않았 으면 좋겠지 만 나를 위해 할 수있는 모

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타 트렉이 도덕

을 가졌던 것처럼 이야기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

의 오케스트라에서 많은 부분을 연주하고 있으며 때로는 자신의

삶을 수행하고 다른 때는 옆에 앉아 있습니다. 때때로 지휘자는

우리가 일인 밴드처럼 모든 악기를 연주하거나 Mike Oldfield와

같은 정말 영리한 음악가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있게합니

다. 때때로 우리가하는 일은 삼각형을 연주하고 단 하나의 음을

누르는 것입니다. 당신의 재능이 무엇이든, 그 하나의 메모를 작

성하십시오.

아니면 나처럼, 마이클 케이시 당신의 귀에 정말 짜증나는 소

음.

마이클 더 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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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은 그런 신음 꾼이었고, 그는 모든 것에 대해 신음했습니

다. 그는 잉크 병에서 잉크를 마셨을 때 신음하기도했고 입술

주위에는 파란색 테두리가 있었고 매우 푸른 혀도있었습니다. 우

리는 모두 수업 시간에 웃었고 G 씨는 입을 씻으라고 그를 보

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 만 작가가 된 것처럼 예상했던 것

같다. 그의 푸른 혀는 1968 년이었다.

Michael은 집에서 드래프트에 대해 신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있는 드래프트 제외자로서 고양이와 개에게 뒷문 옆에 누워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고양이와 개는 문 바로 옆에 누가 있을지

교대로 살펴본 다음 교체했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턱을 다른 사

람의 뱃속에 얹었습니다. 그들은 영리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Michael Moaned는 그들에게 드래프트를 등에서 치우라

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칩을 먹여서 두 동물 모두 방귀

를 뀌고 케밥을 남겼습니다. Michael은 칩 상점 옆집에 살았 기

때문에 Angel이 그를 상상했듯이 Angel은 한 손에는 그녀의 손

가락 관절에, Right는 다른 손가락 손가락에 문신을 새겼습니

다. 직각이 아니고 수학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그녀는 결국 매

우 빨리 합산했습니다.



Michael Moaned도 자신의 손가락 관절에 대해 말하면서 인쇄

실의 산업용 스테이플러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인쇄실에있는 모

든 사람들이 "닥쳐"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Waltons 중 한 명처

럼 보이는 John Boy. 그래서 마이클은 중얼 거 렸지만 거기에는

동정심이 없었습니다.

마이클은 스케이트를 타러 넘어져서 결국 매우 미끄러 웠습니

다. 그는 스트레치 스트랩의 스트랩을 부러 뜨 렸습니다. 그는

신음하지 않고 모두 맥주와 칩을 먹으러 갔지만 아침에 왼쪽 팔

꿈치가 다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병원에 갔지만 왼쪽 팔꿈

치 골절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달 동안 팔을 슬링에

넣어야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컴퓨터 실 주변에서 춤을 추면서

속도를 늦추 었습니다. 이것은 1985 년이었습니다. 그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에 대해 신음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추운 날씨에

팔꿈치 경련에 대해 신음했습니다.

마이클은 일어나서 종이를 집 으려고 몸을 구부리고 등을 꼬고

근육이나 무언가를 당겼습니다. 천사였던 앙은 노인의 길을 비켜

라. 그러면 내가 정리할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그녀가 그

곳의 보스라고 생각합니다. 2009 년부터 Michael은 등이 좋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그는 정말 그것에 대해 신음했습니다. 그는



정말 신음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는 당신이 찾을 수있는 또

다른 이야기 인 "흙 속의 벌레처럼 크롤링"하고 있었지만, 당신

이 할 수 없다면 나에게 신음하지 마십시오.

마이클의 왼쪽 엉덩이가 너무 많이 아팠고 마침내 그의 옛 GP

가 수술을 위해 그를 보냈습니다. Rhino를 트롤리에 싣고 주사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몇 분이 걸리지 만 마취제를 사용해야하므

로 마모 될 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마이클은 글래디 에이터에

엑스트라로 출연 한 거인을 만났기 때문에 신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촬영중인 들판을 오르락 내리락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것은 매우 흥미로 웠습니다. 그래서 Michael은 그것에 대해 신

음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다른 엉덩이가 손상되기를 원할 때 허리에 많은 검사

를 받았는데, 중국 의사는 당신이 엉덩이가 아닌 등을 등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신음 했어야했지만 그러지 않았습

니다. 그는 정형 외과 진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해서 아이들을 가파른 언덕 위로 학교로 데리고 갔지

만 아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신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토커만큼 헐떡이며, 그래서 그는 그의 예전 GP

에 갔다. 간호사는 그를 심장 검사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

고 그녀는 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그것에

대해 신음하지 않을 것입니다. Michael은 여러 테스트를 거쳐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한 테스트는 의사를 걱정스럽게 보였고 그

는 머리카락을 쓰다듬 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말한 것보다 더 빨

리 전문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3 번째2015년 1월 마이클의 엉덩이는 모두

고통에서 폭발 디더링 후 그는 999이라고, 그는 자신의 마음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Michael이 최근에 많은 검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듯이 구급차 남자가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그들은 모두 그의 심장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Michael

Moaned가 최근 검사를 보았습니다.

의사들은 최근 검사를보고 무언가를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10

일 후 Michael은 계획되지 않은 Quadruple Heart 우회술을 받

았습니다. 그래서 마이클은 그것에 대해 신음하지 않습니

다. Michael은 이제 수술 후 골격근 통증, 비명을 지르는 관절염,

화장지를 사용하는 CKD를 얻습니다. 시계처럼 2 시간마다 깨어

날뿐 아니라 재미로 이명을 상징하는 밴드에 합류했습니다. 잉크



를 마시는 것 말고는 제가 마이클이라고 생각하지 않으 셨다면

실제로 마이클 모네가 그렇게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내가

왜 신음하는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좋은 작

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잉크를 내 핏줄에 넣었 으면 좋겠어. 아

니면 내 부랑자 위로 깃펜을 밀어 넣고 싶니?

오늘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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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작은 딸이 오늘 친구가 몇 명 왔기 때문에 외모를 위해 외모

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

로 당신이 보는 것은 당신이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한동

안 같은 두 개의 무거운 점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

들을 빨래에 넣고 두 개의 다른 점퍼로 교체 할 것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나는 어떤 점퍼가 위에 있는지 번갈아 가며 다른 모습

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두 가지 음식과 치약은

둘 다 씻을 때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동안

그들은 기계 주위를 빙빙 돌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이 토토로는

빙글 빙글 돌면서 옷을 따라 가려고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그



녀가 레흐, 보리스, 그레 고르기의 집에서 만든 보드카를 마셨을

때 그것이 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야

기입니다.

빨간 점퍼와 빨간 바지, 그리고 은백색 머리카락의 아인슈타인

거친 충격을 가진 저에 관해서는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긴 휴가

를 보낸 산타처럼 보입니다. 아이들에게 눈에 띄지 않도록 수염

이 없습니다. 200 야드에서 볼 수 있어야하지만. 그래서 외모는

인상이나 외모, 원하는 외모를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욕망의 외

모를 많이 얻지 못합니다. 그 게이 버스 운전사를 제외하면 나는

그의 여동생이 나를 쳐다보고 싶어요.

한 번은 그녀가 버스를 타다가 뛰어 내려서 그가 도시락을 잊었

다 고 말했고, 그녀는 나에게 떨어졌고, 그녀가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손을 내 밀어야했습니다. 그녀의 오빠는 택시에서 나

와서 나를 두 드리려고했는데, 그는 보디 빌더이자 버스 운전사

입니다. 괜찮아, 손이 예쁘고 따뜻하고 윙크를하고 버스에서 내

리고 임무를 완수하고 도시락을 배달했다. 이제 버스 운전사가

예전의 따뜻한 손을 부르고, 다른 승객들은 그것에 눈썹을 올립

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설명합니다. 언니가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언니의 뒤에 손을 얹었을 때부터입니다. 그러나 승객의 절



반은 나에게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녀의 오빠는 그것이 너

무 재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도시락을 잊고 누나

가 버스를 타고 바람처럼 달려왔다. 그런 다음 그의 여동생이 넘

어졌고 나는 다시 손을 내 밀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빠가 세게

브레이크를 밟고 우리 둘 다 넘어졌고 그의 여동생이 제게 넘어

져 손을 내 밀었습니다. 내 손은 높이 올라 갔고 그녀의 손은 낮

아졌습니다. 우리는 버스 바닥에서 끝납니다. 이제 우리는 연금

수령자로 가득 찬 버스가 모두 웃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희가

될 수도 있었지만 버스에 탔고, 잊혀진 도시락 때문에 내가

Prostrate Inspection Nurse Irene을 만났습니다. 일이 어떻게 일

어나는지 이상합니다.

예, 외모는 기만적 일 수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보이는 것은 실

제로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옷은 남자 나 여자를 만든다. 그러

나 실제 사람을보기 위해서는 옷을지나 쳐야합니다. 소송은 지성

과 직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을 듣다가 볼 수 없거나 라디오

라서 외모가없는 것입니다. 느낌, 희망, 감정은 모든 단어 또는

모든 노래에 있습니다. 외모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 속

에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 만져졌고, 그게 내가 간호사 아이린과

친구가 된 방법이고, 그녀의 부랑자, 그리고 그녀의 가슴을 완전

히 우연히 느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완전히 우연히 내 미치



광이를 느꼈고 내가 클리닉에 오라고 제안했고 한 가지가 다른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완전히 낯선 사람들이

내 견과류를 검사하기를 기다리는 병동에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이든, 나는 그녀의 오빠가 가져온 꽃을 보면서 그들이 따뜻

한 손을 갖기를 바랍니다.

강한 맛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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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입에 마늘 맛이 있고 결국 뱀파이어를 멀리하고 최근에 마

늘이 이명에 좋다고 읽었습니다. 사실 저는 소고기와 마늘 샌드

위치를   먹었는데, 소고기는 이명에도 좋기 때문에, 저는 하

인즈 샐러드 크림도 추가해서 하인즈가 정말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론트 룸을 부르면서 서재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여기

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프랑스 인이

라면 마늘이 모든 것의 가장 좋은 성분이되어야하지만 집에서

느낄 것입니다. 가서 길거리에있는 몇몇 요리사들에게 물어보세

요. CPNEC에서 3 년 동안 일했을 때 많은 셰프를 알고 있었는

데, 그들은 정말 천재이며 존경이 필요한 곳에서 존경합니다. "



내가 고기를 치고있어, 주방장"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맛이 좋아 져야합니다.

이제 요리와 고기 구타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먹

는 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너무 많은 고기와 빵과 너

무 많은 우유. 초등학교 때 남자만큼 강했지만 안타깝게도 요즘

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매우 빠른 반응을 보이고 있고

내가 당신을 때리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러나 관절염과 다른 모든 것이 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힘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뒷맛은 우리 모두 소세지에 케첩을 짜내지만 나는 부드

러운 맛이 아닌 내 혀 주위에서 튀는 것을 선호합니다. 나는 한

때 미국식 머스타드를 노란색 스퀴지 병에 샀는데 영화에서 너

무 많이 짜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맛없고 약했습

니다. 디종이나 다른 겨자, 심지어 우리 콜맨의 겨자라도 조금이

라도 가지고 있다면 물 한 잔이나 전문 겨자를 준비해야합니다.

999를 누르거나 미국인이 전화를 걸면 먼저 전화를 겁니다.



나는 내가 반 인도인이고 매일 매우 뜨거운 음식을 먹는다는 것

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 맛이 아닌 맛이있는 음식을

원합니다. 맛은 일반적으로 맛을 나타냅니다. 포장지에 이것이

너무 맛있고 값 비싼 재료가 있음을 암시하는 무언가가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안에 도도의 0.000001 %가 들어 있고 푸우

같은 맛이 나는데 생계를 위해 푸우를 먹는 것이 아니라 누가

푸우를 테스트하는지 알지만 그는 Path Lab에서 일합니다.

포장지를 읽고 시험 맛을 보거나 많은 부분을 희생하기 전에 작

은 버전을 구입하십시오. 숭고한 맛이 나는 것을 사면 먼저 맛보

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음식을 낭비하는 것

이 죄이므로 지역 거지에게주게됩니다. 당신은 그를 독살하지 않

기를 바라면서 도망 치지 만 사실 거지는 크리스마스를 생각합

니다. 컨트리 라이프 세트에 딱 맞는 저녁 송로 버섯이 풍부한

에너지 바. 당신은 Barbour 재킷과 부츠를 가지고 있고, 에너지

바는 당신이 Royals를 발견하기를 바라는 Windsor 주변의 긴

산책을위한 것이었다. 에너지 바에 만 0.00001 % 트러플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푸우 같은 맛이 났지만 거지는 크로스 컨트리 주

자가되어 1970 년대 데이브 베드포드처럼 엄청난 콧수염을 키

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음식 맛이 좋기를 원하므로 입술을 핥고 여자 친구

가 프렌치 키스를 더 많이 즐길 수 있습니다. 샐러드 크림, 강한

샐러드 크림이 트릭을 수행합니다. 그런 다음 열정이 따뜻한

Horlicks 머그잔을 보냈거나 향이 나는 코코아는 우리의 짝짓기

행동을 향상시킵니다. 아니면 마늘을 씹으세요. 이제 진짜 진짜

트릭이됩니다. vive La France, vive L' Amour Je t'aime Dracula, o

la la.

노부인과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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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자를 바꿨 기 때문에 더 똑바로 앉았고 풋 프린트가 서

재 / 프론트 룸의 공간을 덜 차지합니다. 말을 탈 때 그들은 똑

바로 앉아 말과 함께 튕기라고 말합니다. 말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는 대장장이 였고 1930 년대에 영국에 오

기 전인 1930 년대에 케리에서 철공 작업에서 목숨을 잃었습니

다. 나 나는 워드 스미스지만, 아빠의 손자는 셰필드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 훈련하고 있고, 2 세대 만에 도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할머니와 말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할머

니는 물론 언덕 사이 셰필드에 살았다 고 말할까요? 이제 Ore

부인은 아주 나이가 많았고 오래 전 철강 공장에서 산업 사고로

남편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연금을 받았으며 모든 자

녀와 손자들은 더 이상 셰필드에 살지 않았고 버밍엄으로 이사

했습니다. 그녀는 왜 그녀가 셰필드를 사랑했는지 몰랐습니

다. 그녀는 또한 말이있는 길 바로 아래의 들판을 좋아했고, 말

과 이야기하는 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들도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는 말을 쓰다듬어 사과 한두 개를

먹일 수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처음 결혼했을 때 정원에 사

과 나무를 심었 기 때문에 그들의 결혼은 많은 사과 파이로 이

루어져있었습니다. 파이가 오븐에있는 동안 그들은 잠자리에 들

었다가 일어나게하여 8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각각 4 개. 그

러니 정원에 사과 나무를 심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그들

은 모두 버밍엄에서 돈을 보냈기 때문에 그녀의 연금은 적었지

만 돈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말들은 그녀가 오는 것을 보았을 때 들판 저편에서 달려 왔고

그들 사이에는 사랑이있었습니다. 사랑은 있었지만 항상 그 반대

입니다. 어느 날 Mrs Ore는 스컹크를 탄 남자에게 공격을 받았



습니다. 그녀는 사실 죽었을 것입니다. 그 남자는 그녀의 버스

패스와 사과 한 봉지뿐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에 버스 패스를 버

리고 사과를 보관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여전히 스컹크 대마

초 냄새를 맡았습니다. 말들이 모여들 더니 한 사람이 말했

다. 우리는 그녀를 구해야하지만 우리의 위장을 깨뜨릴 수는 없

습니다. 그녀를 등으로 들어 올려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 갈 게요.

Sheffield Pathway를 따라 가면 곧 거기에 올게요.

그래서 말 한 마리가 피 묻은 Ore 부인을 등에 업고 셰필드 병

원 밖에 나타났습니다. 포터들과 의사들도 달려왔다. 오레 부인

이 안으로 들어갔다. 말은 쓰레기통이있는 곳으로 돌아 갔고, 짐

꾼이 말이 어디로 갔는지 보러 왔을 때 그가 발견 한 것은 모두

거름 덩어리였습니다. 하지만이 분뇨는 장미 냄새를 맡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말 분뇨를 꽃에 올려 꽃이 자라도록 도와 주면 장미

의 달콤한 냄새가납니다. 그러나이 말똥은 실제로 장미 냄새를

맡았습니다. 포터는 사상자 부서로 돌아갔다.

그가보고 한 말은 허공으로 사라 졌다고보고했다. Ore 부인은

가장 비싼 향수처럼 장미 냄새도 맡았다. 의사들은 미스터리에

빠졌지 만 그녀를 치료하고 일주일 동안 그녀를 가두 었습니

다. 그녀의 가족은 모두 버밍엄 출신으로, 각자는 버밍엄으로 이



사하여 안전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Ore 부인은 Sheffield가 자

신의 집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아이들로부터 8 개의 공황 경보

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병원에서 일주일이 지나도 장미

냄새를 맡았 는데도 의사에게 비싼 향수를 입었습니까? 그녀는

사과 냄새만이 모든 아이들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말은 그녀에게 장미 냄새를 맡았고, 말은 말이 아니었고,

사실 우주에서 모양을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외계인이었

습니다. 그들은 5 년 동안 셰이프 쉬프터가 없었던 곳으로 대담

하게 이동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Jim Kirk를 만났고

그에게 Brut 냄새를 맡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모든 소녀

들을 얻은 방법입니다. 먼 곳을 여행하면서 다양한 변장을했습니

다. 그들은 심지어 Dr Who를 만났고 그 / 그녀에게 Relax라고

말했고, Doctor에게 Frankie가 할리우드 앨범에 가도록주었습니

다. 그들이 조언하고 그에게 Ck1 냄새를 맡게 만들지 마십시오.

결국 두 성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좋은 냄새를 남기는 것은

외계인 상표였습니다.

그들은 지구를 관찰하던 말로 변장했고, 외계인이 머물기에 가

장 좋은 곳인 Hitch Hikers Guide to the Universe에 올린 것은

오레 부인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여행 가이드를 쓰고있



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사과 때문에 Ore 부인을 너무 사랑했

고, 그녀 안에서 암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 만 그녀는 늙

었 고 누구에게도 문제가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구 의사는 5

년이 지나도 암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외계인은 더 나은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Ore 부인은 매일 밤 말의 꿈을 꾸었습니다. 사실 외계인이 와서

그녀를 방문하여 포터로 변신 한 다음 침대 주위에 모일 때 말

로 다시 변모했습니다. 말이 그녀에게 말했을 때 그녀는 두려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되어 있었기 때문

에 그녀의 집을 옮기기 위해 그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오레 부인

멀리서 우리와 함께 가고 싶습니까? 그녀는 버밍엄보다 더 물었

다. 훨씬 더, 바로 별들에게. 나는 항상 여행하고 싶었지만 8 명

의 아이들과 함께 여행하지 않았고, 남편이 죽었을 때 나는 아

이들과 너무 바빴습니다.

그녀는 잠들었 고, 말들은 결정했고, 그들과 함께 갔고, 그녀의

사과는 우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네 마리의 말이 밤에 그

녀를 데려갔습니다. 아침이되자 침대에 금빛 말 구두 4 개가 걸

려 있었고 침대 자체는 말똥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상한 것은

장미 냄새가 나는 거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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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단지 내 몸매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내가 크고 뚱뚱하다는

것을 안다. 트럼프가 수업 뒤에서 방해하기 전에 내가 의미했던

바를 듣고 있다면 누군가 그의 성적을 게시하십시오. 그의 구절

중 하나를 빌릴 수 있다면.

내 말은 누군가 내 새로운 이야기를 읽고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세계 어디에서나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물들을 보는

것은 내 마음을 북돋아줍니다. 인터넷은 무료이기 때문에 아무도

아마존에서 책을 사지 않는다.하지만 언젠가 내가 죽기 전에 돈

을 받게 될 것이다.

좋은 점은 누군가가 오래된 이야기를 읽었을 때 내가 직접 확인

하면 추억이 다시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포함하여

이 사이트의 2400 개 조각을 모두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 오늘

은 LOST가 나타났습니다. 직접 읽을 수 있습니다. 1 년 전입니

다. 그것을 읽으면서 나는 울기 시작했고, 모든 기억이 다시 돌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butcherbakerundertaker.blogspot.com/2019/05/10-may-2019-what-makes-me-cry.html


아오고, 모든 희망과 두려움이 수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글을 쓸 때 여기에있는 장소, 거기에있는 사실, 사람 또는 이벤

트도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패치

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

다. 저에게 더 재미 있으니 참 아야합니다. 나는 무엇을 쓸지에

대해 결코 지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Ghost Write 쓰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순수한 Michael Casey입니

다. 좋아, 당신이 얻는 것은 폭행 된 Michael Casey입니다. 그래

서 내가 그렇게 바삭 바삭합니다. 지난 6 년 동안 육체적 고통

으로 인해 머리가 못 생겼기 때문에 내가 쓴 글에 대한 프롤로

그에 언급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필요에 따라 진통제

를 위해 멈추고 상관없이 계속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중

요하지 않으며 창작 과정을 돕지 않습니다. 나는 상상력이 있고

슈렉의 당나귀가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나는 슈렉처럼 보이지만 당나귀 냄새가납

니다. 어쨌든 내 말이 내가 돌아 보면 나를 울게 만들고, 그렇게

생각하게 해주길 바란다 . 우크라이나에 있다면 절대 울지 않고

나무만큼 키가 크고 두 배나 강하다. 그러나 나는 내 말이 당신

을 감동시키고, 당신을 웃거나 웃거나 심지어 울게하기를 바랍

니다. 당신이 삽에 손을 뻗지 않고 우리가이 마이클 케이시를 양

배추 밭에 묻어 야한다고 말하지 않는 한, 적어도 그는 양배추

가 자라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국 버밍엄 출신의 뚱뚱한



은발 작가 마이클 케이시를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나에게 좋은 스크립트 보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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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과 체이스는 영화 제작자 였고, 실제 이름이 아니었고, 옆집에

살던 연로 한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수년에 걸쳐 잊혀져 왔습니

다. 어머니들에게 그들은 언제나 Simon과 Garry 였을 것입니다.

Simon과 Garfunkel은 근처에 살기 때문에 우편 배달부가 잘못

전달 되었기 때문에 우편 배달부는 때때로 절반 만 이름을 읽었

습니다. 그래서 Simon과 Garry의 우편물은 Simon과 Garfunkel

에게로 끝났습니다. 그들은 제혁 소 옆에있는 다리 위에 살았는

데, 배출 된 태닝 액체로 가득 찬 작은 개울이 거품을 내며 살

았습니다. Simon, Paul Simon이 와서 Shania Twain 노래를 흥얼

거 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가 말한 메일 소년이 있습니다. 집

으로 돌아가 Art와 함께 아침 식사를 마칩니다. Bridge over



Troubled Water에 대한 아이디어는 그의 정기적 인 여행에서

소년들에게 우편물을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개울의 오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올바른 리듬을 얻기가 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Simon과 Garry는 새로운 이름 Chuck과 Chase를 채택

했습니다. 매우 남자 답지만 영화 제작자의 독자로서의 직업에

도 완벽했습니다. 스크립트가 나쁘면 Chuck, 후속 조치를 취할

가치가 있다면 Chase, 따라서 Chuck and Chase. Simon과

Garfunkel은 휴식을 취하고 떠났기 때문에 Simon과 Garry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몇 년 후 The Graduate의

초연에서 만났고, Chuck과 Chase는 주로 상영에서 너무 많은

팝콘을 먹었 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컸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보다 앞서 있습니다.

Chuck은 Chase를보고 왜 그가 그를 선택했는지 궁금해했고

Chase는 Chuck을보고 왜 그가 그를 선택했는지 알았습니

다. 그는 Oris 시계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그의 틱에 빠졌지

만 매일 미키 마우스 시계를 착용했지만 멋진 시계는 외출 할

때 보여주기위한 것이 었습니다.



이 대본이 너무 길어 화장실에 나가서 Chuck이 대본을 가지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20 분 후 그녀는 돌아 왔지만 스크립트는

없었습니다. 척은 너무 길게 발음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흘려 보냈다. 우리에게 그렇게 긴 무언가를 보내는 뺨, 스크립트

는 120 페이지 미만이어야한다. 그것은 적어도 145 페이지였

다. 컷, 컷 및 컷.

당신은 엉덩이를 닦지 않았고 체이스에게 그의 애인의 뒤를 염

려하라고 물었습니다.

글쎄요, 너무 나빴어요. 신디가 화장지에 다시 비축하지 않았고,

대안이 없었어요. 레즈비언은 항상 더 나은 청소기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녀의 남자 친구는 너무 귀여워서 둘 다 한국인이라 기

대하고 못생긴 한국인은 존재하지 않고 숙고했다. 그리고 그는

배관공이고 배관공은 특히 쓰레기 대본으로 화장실을 막을 때

금가루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운전합니다. 우리가 그

를 운전사로 삼는 모습은 우리에게 잘 반영됩니다.

다른 대본을 받았나요? 체이스가 최소 3 피트 높이의 더미로 손

을 흔들 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에게 던졌습니다. La

Cage au Folles는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프랑스어, 미국

인은 프랑스어를 할 수 없습니다. 전면에는 이성애자 인 척하는

게이 남자에 관한 내용이라고합니다. 버리지 말고 척 더미 위에



올려 놓으세요, 척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되지 않았습니다. 하지

만 우리에 관한 영화를보고 싶습니까? 아니 그들은 일제히 말하

고 하수구처럼 웃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그것을 놓친 방법

입니다.

우리가 액션 영화로 유명하다는 것 외에도 Clint, Sly 또는 Arnie

가 우리가 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를 좋아할 것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체이스는 조용하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말인

지 지금 말해 봐요. 그들은 프로듀서의 무도회에서 미끄러 져 빠

져 나갔고, 남성 실에서 손을 말리고 있었고 우연히 클린트에

펌핑했습니다. 나는 미안하다고 말했고 그는 괜찮다고 말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업계의 친구이고, 그는 윙크했고, Sly와 Arnie

도 마찬가지였다. 새해가 되었으니 결심을하세요. 여러분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언제 나올 것인지에 대해 베팅을

했습니다. 50,000은 이미 풀에 있습니다. 나는 어디를 볼지 몰랐

고, 그의 마음을 축복하는 교활한 마음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죄

송합니다. 준비가되면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15 년

전이었습니다. 3 명이 우리에게 그렇게 친절하다고 생각하는 이

유는 나를 매복 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지

금 수영장에 얼마가 있는지 10 만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돈을받는 사람은 아무도, Sly, Clint, Arnie가 그것을 Rainbow

Fund에 가지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음 달 프로듀서의 무도회가 나오니 그때 나오겠습니

다. 이 대본은 무엇입니까, The Producers, 나는 그 제목을 좋아

합니다. 멜 브룩스, 들어 본 적 없어 히틀러 캠프 인 히틀러의

봄. 유대인 투자자를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냥 척

파일에 올려 놓으세요.

이제 할리우드는 하나의 큰 행복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Producers 'Ball Clint에서 Arnie와 Sly는 모두 드래그를 입었습

니다. 사실 DRAG가 테마였습니다. 그래서 Chase가 Chuck과

그가 GAY이고 커밍 아웃 할 것이라고 발표했을 때, 모든 청중

은 모두 "그것에 대해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게

이 남성이 대통령을 위해 출마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

상 과학 소설이 될 것입니다.

Mel Brooks는 그의 팔에 두 명의 유대인 여성, 고대 투자자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저의 The Producers를 믿었습니

다. 그는 그들을 체이스와 척에게 소개했다. 사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어머니 였지만 그들은 모두 서로를 아는 것을 부인했

다. Simon과 Garfunkel은 경기에 참석하기 위해 왔고, 경기를

중단 한 후 Chuck and Chase, Simon과 Garry에게 다시 뵙게되

어 매우 반가 웠습니다. 누가 Mel Brooks에게 물었습니



까? Simon과 Garfunkel이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새로운

친구 Ann이 있습니다. 그녀는 졸업생에서 옷을 벗었습니다. 그

들이 묻는 멜 브룩스를 만났나요? 앤은 그를 아는 것을 부인했

습니다.

이야기의 교훈은 그냥 자신이되고, 자신이있는 그대로 행복하고,

자신이 누구인지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영화 제작자라면,

영국 버밍엄 출신의 뚱뚱한 은발 작가 마이클 케이시 (Michael

Casey)는 읽고 제작해야 할 엄청난 양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

다. 아니면 체이스와 척이 당신을 무승부로 이기기를 원합니까?

내가 썼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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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나는 단지 독자들과 대화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독자들을 확인하고있었습니다. 한국은 Still Alive 2015를 읽고 있

는데, 두 개의 O 1 5, 5, 그리고 살아있는 운율을 말하면 운율이

맞습니다. 이탈리아와 러시아도 평범한 용의자들과 함께 읽고있

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확인했을 때, 나는 2 년 전의 오래된 글

이 읽혀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개인 오순절은 내가 그것을 읽

었을 때 내가 그것을 썼습니까? 보통 저는 글을 쓰고 게시합니



다. 게시하면서 3 번 읽을 수 있으며 4 개의 사이트에로드 할

때 오타가 있는지 매우 빠르게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나는 끝났

고 다시는 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다시 쓰고 다듬지 않는다. 비록 그가 그의 벽에 모네를 가

지고 있지만, 나는 결국 Jeffrey Archer가 아니다. 앉아서 테마를

선택하고 글을 쓰면 한 시간 안에 끝납니다. 네 그렇게 빨리, 제

지적 자극에 충분합니다. 내가 몇 시간을했다면 너무 피곤할 것

입니다. 그렇습니다. 글쓰기는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스피드 타이피스트가 있다면 정육점의 눈물을 지시 할 것입니다.

3 개월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12 주 동안 일주일에 두 번의

2 시간 세션 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8 시간 만에 600 페이

지 나되는 이야기를 말할 수있었습니다. 분명히 나는   그들이

선택한 시간에 나를 공격하기 위해 나오는 내 모든 음식물에 맞

춰 자신을 보조해야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듯이 저는 매우 빠

르며 쓰고 싶습니다.하지만 여기 키보드에 앉아 직접 작업하는

데 1 년이 걸릴 수 있으며 1 년 동안 그렇게 할 준비가되어 있

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피드 타이피스트도 당신 자신을 제

게 드러냅니다.



이제 요점은 글쓰기가 끝났을 때 좋습니다. 늪지에 가거나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지를 열고 안에 내용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농담을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대로 표현 했나

요? 인터뷰에서 옳은 말을 했나요, 아니면 여자에게 옳은 말을

했는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당신이 잘못된 말을하면 당신

은 당신의 얼굴을 때리고, 정말로 그것이 정말로 틀렸다면 그녀

의 형제들이 와서 당신을 때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다면 당신

은 열정의 밤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의 일곱 형제 인 박,

지, 요, 포, 보, 통, 케빈의 이름을 따서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7은 결국 행운의 숫자입니다. 저를 믿지 않는다면

한국 친구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네 그 문장은 Wordpress

에서 제 글을 읽어 주신 한국 독자들에게 감사의 말로이 글에

있습니다.

때때로 글에는 이것 또는 저것, 심지어는 다른 것에 대한 언급

이있는 농담이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내가 뉴스에서 읽은 내

용이 표면에 거품을 내고 페이지를 쳤다. 내가 당신과 이야기 할

때 배경의 음악은 내 마음 인 핀볼 기계의 공이 될 것이고, 그

것은 나노초 또는 내가 아무리 빠르게 입력하든 주위를 맴돌고

내 아이디어를 줄 것입니다. 아마도 60wpm이 될 것입니다.하지



만 오순절 작품에서 말했듯이 저는 수프에서 물건을 올릴뿐입니

다.

내가 작품을 완성 할 때, 나는 그것을 못 박았다고 생각한다. 목

공 작품도 아니고 대량 생산도 아니고 모든 부분이 독특합니

다. 예, 제가 몇 가지 아이디어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

다.하지만 실제로는 원숭이 그림 캔버스처럼 모든 것이 독특하

고 여러분은 그것이 피카소라고 말합니다. 질문은 당신이 당신의

피카소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당신의 벽에 우는 아이 또는 더

스키 레이디를 선호합니까? 나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이고, 그것들을 돌려 보내거나, 자선 가게로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나 자신을 즐겁게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의

밤을 보내고 7 명의 형제에게 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뒤

로 물러서서 페이지를보고 우는 아이가 아니라는 점에 감사한

다. 나는 그것이 즐겁고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좋아하기를 바랍

니다. 나는 주문하지 않는다고 말해야하는데, 나는 내가 좋아하

는 것을 쓰고 여러분도 그것을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페이지에서 뒤로 물러나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기뻐요? 나를 때

리기 위해 일곱 형제를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누이가 올까요?



무지개를 쫓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무지개를 쫓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제 그것에 대해 많이 쓸 수

있겠지만 숙제 때문에 그 주제에 대한 에세이를 직접 쓸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고정 관념적입니다

당신은한 가지를 쫓고 인생을 낭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잃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해외로 가서 공부합니다당신은 돌아 왔고 당신은 더 이상 그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의 땅

에 있지 않습니다이것은 인생에서 너무 자주 발생합니다 Good Will Hunting의 Matt Damon은 수학의 천재입니다 . 그는 갖는 유일한 가치

가 있다고 로빈 윌리엄스의 도움으로 실현사랑이다 그래서 희망 내 자신의 삶과 경험에서 나는 맷 데이먼입니다확인을, 정지 웃고, 내 진

짜 이름은 매튜 Bourne 씨입니다 그래서이 될경고했다. Ok Burne-Jones는 내 진짜 이름, 나는 천사를 그립니다.당신은 모두 너무 잔인하

고, 나를 비웃고 있습니다.나의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 인 나 같은 친구, 좋아, 내 말, 어쨌든 당신이하는 일을 사랑하거나 당신의 건강이

당신이 할 수있는 일을 사랑해 .그런 다음 최선을 다하십시오.그리고 네 호텔 시절에도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 인생을 즐기고 가족이

있습니다.가족은 한 무리의 자전거 타는 사람, 특별한 서비스를받는 군인,또는 종교적인 서비스, 동성애자 또는 이성애자 또는 기타 혼합

물을보유한 여러 대리 일 수있습니다.믿음으로 가득 차거나 저주가 풍부합니다.이 모든 가족이다, 그래서 당신이 당신이 짝짓기되지 않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butcherbakerundertaker.blogspot.com/2019/05/dont-waste-your-time-chasing-rainbows.html


은 경우에도, 동료를 가지고 , 그들을 너무 오래 기댈 수있는 사람이있는 한, TV에서 바로 뉴 암스테르담처럼에 울고.누군가가있는 한, 당

신은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닙니다.그리고 당신의 이명이나 어떤 형태의 고통이 당신을 밤새도록 깨어있게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신이

있거나 비명을 지르는 밤의 별이있을 수 있습니다.별들 자신에게 가족은 바다를 통해 바다를 통해집으로, 피난처로 인간 가족을 안내하는

가족입니다.우리의 모든 가족과 안전을 위해.누군가는 한때 평화를 원한다면 기독교 가정을 형성한다고 말했습니다.그것은 Padre Pio라

고 덧붙일 것입니다. 당신이 가족이되고 싶은 어떤 식 으로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녹색이든,경건하거나 외설적이든, 그냥 집착하십시오.

밤에 함께 계속 함께 싸우십시오.그러면 당신의 모든 삶은 사랑과 희망의 무지개가 될 것입니다.나는 Matt Damon에게 우리가 함께 바닥

을 청소할 때 언젠가는 수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그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을것입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Matt는 딸의 수학 숙제를 도와야합니다. Michael Casey 2019 년 5 월 19 일







낯선 사람의 고백 ©

으로

마이클 케이시

어제 말했듯이 버스 정류장에서 멋진 Tyrone 카운티 여성을 만

났는데 그녀의 억양은 County Donegal 억양과 매우 비슷했습니

다. 도네 갈 억양은 우리 숙소에서 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는 40 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영혼을 위해기도하고 있습니

다. 그는 나에게 11plus 시험에 합격 한 시계를 주셨고, 그래서

시계에 대한 애정은 실제로 시험 전에 내게주었습니다. 나는 그

를 20 년 동안 알고 있었고 그는 거의 나를 위해 삼촌 같았다.

사실 나는 모든 친척들이 합쳐진 그를 더 많이 보았다. 어떤 사

람들은 아빠가 항상 그렇게 오랜 시간 일하고 어둠 속에서 집으



로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 왔기 때문에 그가 우리 엄마와 결혼했

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의 억양을 조롱하곤했고 그는“아,이

어린 강아지 야”라고 말하곤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을

Killybegs로 되돌 렸습니다. 1980 년 8 월 9 일은그의 죽음의 날짜

입니다. 그래서 방문한다면 그와 함께기도 할 수 있습니다.

Killybegs 외에는 너무 예뻐요.

이제 내 기억이 충분합니다. 낯선 사람에게 당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이상합니다. 그것이 영혼에 좋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에서하는 일입니까? 요즘에는 아무도 가지

않지만, 사제는 상자에 홀로 앉아있는 돈 카밀로를 읽어야합니

다. 아일랜드의 미사 참석률은 크리스마스 미사처럼 입석 만

90 % 였지만 매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슬프게도 병든 사제들은

사람들이 발로 투표를했다는 의미 였고, 악마를 쫓아내는 데 하

루가 걸리지 않고 종기가 뾰족 해져야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백

인 부자가 미국을 통치 하듯이 80 세가 이끄는 곳입니다. 그리

고 Richard Reiss로서 내가 그의 이름이 맞다면 가장 큰 선거구

는 Stay at Home non Voters라고 말합니다.

정치는 충분했지만, 거의 정당에 가입 할 뻔했지만 회의에 참석

했고 추첨은 재 시도를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Monster Raving



Loony Party 였고, The Butcher The Baker and The Undertaker, 9

장에서 우승 한 파티가 아니 었습니다.

버스 나 기차에서 가장 이상한 것을 관찰 할 수있는 방법을 말

하려고했습니다. 예전에는 위층에서 흡연이 허용되었으므로 분명

히 피했습니다. 연기의 가장 작은 힌트와 나는 몇 년 전 20-30

년 전에 매우 연기가 자욱한 위층 방에 가서 밴드를 보곤했지만

나는 들었다.

하지만 다시 버스로 돌아와서, 분명히 나는   수다쟁이를 좋

아하고 재치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멀

어 질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

어도 나는 항상 자리를 얻습니다. 주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지

만. 그리고 그게 요점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고백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

제 자전거를 훔 쳤어요, 정말요? 예, 언제 요?

1. 우리는 1981 년에 루르드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케리 만이었습니

다. 어딘가에 사진이 있는데, 승무원은 볼튼 출신이고 저와 제

여동생이 함께 태그를 달았습니다. 그의 가족이 상당히 부자 였



기 때문에 제 삼촌이 신부의 자전거를 훔친 어린 시절이었습니

다.

제 아버지의 가족은 10 명의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케이

시 클랜, 40 명의 첫사촌이었고 저는 그들 중 두 번째로 막내입니

다. 그래서 50 년 후 마침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만

들 수없는 것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 가족 이야기 때문에 정육

점 베이커 장의사에서 경찰관을 협박하는 신부에 대한 아이디어

를 얻었다 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어디에 있었는지, 나는 버스에서 내 정류장을 놓친

것 같습니다. 글쎄, 난 그냥 다른 사람을 귀찮게해야 할거야, 시

간이 지났어. 버스에서 유죄의 비밀을 공유 할 수 있습니다. 다

시는 할머니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나의 그란을 죽이고

그녀를 안뜰 아래에 묻었다는 것은 좋은 시작이다. 그런 다음 개

가 리트리버 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녀를 파 내고 항상 물건을

가져 왔다고 말합니다. 점점 더 냄새가 나지만. 이제 당신은 웃

거나 그녀가 버스 운전사에게 속삭이고 경찰서로 직접 운전할

것입니다. 바로 옆에 최고의 칩 상점이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Edna, 여성 경찰견 조련사 및 그녀의 개

Biff를 만난 방법입니다. 그녀는 내가 수갑을 차고 도착했지만

수갑을 차고 변태적인 일을하지 않고 곧바로 제 집으로 돌아 왔

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파가 그들에게 말한 것을 믿고 나의 안

뜰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돈을 지불 할 여유가 없었

기 때문에 훌륭했습니다. 4 피트 깊이가 지나면 경찰은 포기했

지만, Beyond 100 Days의 그 녀석처럼 새로운 물고기 연못으로

서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Stella Artois를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었고 수갑으로 몇 가지 트릭을 기울였으며 Biff는 새로 파

낸 연못에서 강아지 노를 쳤습니다.

그리고 노부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는 체포되어 안전한

시설에 배치되었습니다. 조금 잔인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

니 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에서 내 정류장을 놓 쳤기 때문에

22 마일 떨어진 11 번 아우터 서클 버밍엄에 머물 렀기 때문입

니다. 노파는 집보다 더워서 버스를 탔다. 나는 그녀에게 내 꿈

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한 일입니다. 저는 그것

이 우리 사이의 음모라고 고백합니다. 콘은 라틴어로 with를 의

미하고 Spire는 숨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Mr Procter Latin

2F, 1971 년 아마.



노부인의 사건을 조사하는 데 몇 달이 걸리 겠지만, 나는 천국

에서 만든 성냥 인 내 경찰관과 함께 수갑을 채웠습니다. 당신이

침대에 3을 시도했지만 3 때 번째의하나 비프라는 경찰 개입니다.

2019 년 5 월 22 일

론칭 전에 2 만 단어를 더 쓰려고했는데 인생이 짧아서 210 페

이지 정도면 80,000 단어도 안됩니다

내 이명은 새벽까지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피곤합니

다.하나님 께서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 회사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내 몸이 아프고 사중 통증이 있고 관절염과 Ckd가

삶을 불편하게 만듭니다.나는 모든 의미에서 달릴 수 없다.하지

만 글을 쓸 수 있고, 특히내 사이트에로드한 번역에 대해 60 개

국 이상에서 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테레사 메이가 브렉 시

트였던 독의 성배에서 쫓겨나려고 할 때 나는 그녀의 건강을 기

원합니다.그녀는 앉아서 내 18 번째책인 18 New Views를읽을 수

있습니다 .

마이클 케이시

영국 버밍엄 출신의 뚱뚱한 은발 작가

As Vincenzo is not on tv this week, another book for my Korean fans to read
I love Kdramas so much, it’s like James Bond mixed with a Carry On film
Love and kisses
Michael Casey the fat silver haired writer in shades from Birming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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