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BTITLE TRANSCRIPT 
 
Yaloo 
Birthday Garden (2022) 
 
The ancient face, to the core of our meta  
the shallowest depth of K 
The Pixels in infinity 
Signs of trouble forever Minimized 
Signs of trouble forever Minimized 
Signs of trouble forever Minimized 
 
She lives in a shrine  
Super-solar  
Deepest in the meta ocean  
Super-conditioning 
In the mornings  
She worships birthdays 
Seaweed, the lustrous ancient knowledge  
Seaweed, the ultimate purifying formula 
With Seaweed, forever hydrated 
She is 5000 years old  
Super-power 
In the afternoons 
She dances around the pond 
Before and after, the ample nourishment 
The ultimate lock, the ultimate protection 
She dances to see her mother   
She dances to see her mother's mother 
She is in soothe 
In the countless pixels  
 
Seaweed, the lustrous ancient knowledge  
Seaweed, the ultimate purifying formula 
With Seaweed, forever hydrated 
At nights, she swims to the portal 
Oh the Portal, serum sealed 
Super-solar super-power hyaluronic energy 
The ancient face, oh the core of our meta  
Oh baby baby 
The depth of K- collapsed 
The Pixels, K skin, the largest K organ  
Before and after,the ample nourishment 
The ultimate lock, the ultimate protection 
 
Us, the lustrous ancient knowledge  
Us, the ultimate purifying formula 
forever hydrated, serum sealed 
When the morning exfoliates 
the guardians greet us back 
Signs of trouble Minimized 



Signs of trouble Minimized 
Signs of trouble Minimized 
She is forever juvenated  
 
 
 
 

고대의 얼굴, 우리 메타의 핵심 
K의 가장 얕은 깊이 
무한대의 픽셀 속으로  
영구적인 문제의 징후 최소화 
영구적인 문제의 징후 최소화 
영구적인 문제의 징후 최소화 
  
그녀는 신전에 산다 
초태양광 
메타 오션에서 가장 깊은 곳 
슈퍼 컨디셔닝 
아침에 
그녀는 생일을 숭배해 
  
해초, 빛나는 고대 지식 
궁극의 정화 포뮬러, 해초 
해조류로 영원히 수분 공급하자 
  
그녀는 5000세 
초강대국 
오후에 
연못 주위에서 춤을 춰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를 보기 위해 춤을 춰 
그녀는 어머니의 어머니를 보기 위해 춤을 춰 
그녀는 평온해 
셀 수 없는 픽셀  안에서 
  
미역 해초, 빛나는 고대 지식 
궁극의 정화 포뮬러, 미역 
해조류로 영원히 수분 공급 
  
밤에 그녀는 포털로 헤엄쳐가  
오 포털, 봉인된 세럼  
초태양광 초강력 히알루론산 에너지 
고대의 얼굴, 오 우리 메타의 핵심 
오 베이비 베이비 
K-의 깊이가 무너져 
픽셀, K 스킨, 가장 큰 K 기관 
충분한 영양 공급 전후 
궁극의 자물쇠, 궁극의 보호 
  



우리, 찬란한 고대 지식 
어스, 궁극의 정화 포뮬러 
영원히 수화, 세럼 밀봉 
  
아침이 각질을 제거할 때 
보호자들이 우리를 반겨줘 
문제의 징후를 영원히 최소화 
문제의 징후를 영원히 최소화 
문제의 징후 영원히 최소화 
그녀는 영원히 젊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