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Life: a Birch Tree
By Kut-byol Jung (

) (South Korea)

Translated from the Korean by Chae-Pyong Song and Anne
Rashid
Did long deep coughs
make something break out?
On the pit of my stomach a yellowish bruise has spread.
A birch tree stands along the road, as though punished.
What spread inside the tree
that made such a white color emerge?
A bony, frosted body
that sheds leaves, flowers, and all the colors of the world,
that buries within the sun, the moon, the stars, and all the lights of the
world.
An entangled heart with even the veins laid bare.
winter birch tree completes its bruise,
casting its desolate shadow on frozen ground.
I embrace a charred house of lungs-a magpie hovers around for an eternity.

Legs Running
By Kut-byol Jung (

) (South Korea)

Translated from the Korean by Chae-Pyong Song and Anne
Rashid
Since the grade school field day
I’ve been running
past you
past houses and walls
past dark night roads
my whole body spreading like a bow
two eyes closed and beating the chest
beyond the crosswalk that hinders me
beyond the forest of buildings that encloses me
as much as I run.
I run past my age
biting my lips.
Being left behind is more horrifying than falling down.
Dark smoke fills the lungs.
The past is in rags, to steal the future
I run faster than arrows
At the center of my desire
till the moment I dazzlingly break down-1

The soles, chest, head getting thump, thump, thump,
hardened like concrete.
If life runs fast, so does death, like a cat in heat
leaping from an unexpected alley.

The Benevolent Oak Tree
By Kut-byol Jung (
) (South Korea)
Translated from the Korean by Chae-Pyong Song and Anne
Rashid
Insects live inside an oak tree that is hollow-inside it they nest, hiding their naked bodies.
In the hollow oak tree mushrooms and mosses live-they take root there and bloom.
In the hollow oak tree woodpeckers live-there they grind their beaks and peck insects.
In the hollow oak tree bats live-they sleep there dangling upside down.
In the hollow oak tree owls live-they make nests there and hatch their babies.
In the hollow oak tree badgers and foxes live-they burrow in and make it their home.
Because of all the people living in the hollow house
listening to the hollow music
eating the hollow rice
of the hollow oak tree,
mothers, with hollow insides, withstand strong winds-mothers, with hollow insides, withstand big famines.
They shake off big snow with their slightly drooping branches-they rot away their whole lives-the insides of all the mothers in the world.

자작나무 내 인생/ 정끝별
속 깊은 기침을 오래하더니
무엇이 터졌을까
명치끝에 누르스름한 멍이 배어 나왔다
길가에 벌(罰)처럼 선 자작나무
저 속에서는 무엇이 터졌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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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흰빛이 배어 나오는 걸까
잎과 꽃 세상 모든 색들 다 버리고
해 달 별 세상 모든 빛들 제 속에 묻어놓고
뼈만 솟은 저 서릿몸
신경줄까지 드러낸 저 헝큰 마음
언 땅에 비껴 깔리는 그림자 소슬히 세워가며
제 멍을 완성해 가는 겨울 자작나무
숯덩이가 된 폐가(肺家) 하나 품고 있다
까치 한 마리 오래오래 맴돌고 있다
다리는 달리고 있다/ 정끝별
운동회날부터 나는 달리고 있다
너를 지나
집과 담벼락을 지나
어둔 밤길을 지나
전신을 활처럼 제끼고
두 눈을 감고 가슴을 치며
가로막는 횡단보도를 넘어
달릴수록 에워싸는 빌딩숲을 넘어
내 나이를 넘어 달리고 있다
입술을 깨물며 재앙의,
넘어지는 것보다 처지는 일이 더 무서웠다
허파꽈리에 가득 차는 검은 연기
과거는 넝마 미래를 훔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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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보다 빠르게
달린다 내 열망의 한가운데를
눈부시게 난파할 그 순간까지
발바당이 점점 가슴이 머리가
텅.텅.텅. 콘크리트처럼 굳어가며
삶이 빠르면 죽음도 발정난 고양이
예기치 못한 골목에서 튕겨 달려드는

속 좋은 떡갈나무/ 정끝별
속 빈 떡갈나무에는 벌레들이 산다
그 속에 벗은 몸을 숨기고 깃들인다.
속 빈 떡갈나무에는 버섯과 이끼들이 산다
그 속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운다
속 빈 떡갈나무에는 딱따구리들이 산다
그 속에 부리를 갈고 곤충을 쪼아먹는다
속 빈 떡갈나무에는 박쥐들이 산다
그 속에 거꾸로 매달려 잠을 잔다
속 빈 떡갈나무에는 올빼미들이 산다
그 속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깐다
속 빈 떡갈나무에는 오소리와 여우가 산다
그 속에 굴을 파고 집을 짓는다
속 빈 떡갈나무 한 그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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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빈 밥을 먹고
속 빈 노래를 듣고
속 빈 집에 들어 사는 모두 때문에
속 빈 채 큰 바람에도 떡 버티고
속 빈 채 큰 가뭄에도 썩 견디고
조금 처진 가지로 큰 눈들도 싹 털어내며
한세월 잘 썩어내는
세상 모든 어미들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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