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토록 아름다웠던 달빛이었던가      

아득히 깊어진 밤이면          숨었던 그리움 고갤 드네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별들처럼 떠다닌 

긴 밤에 불어온 바람           그대 숨결인 것만 같아 괴로웠다 

 

스쳐가는 바람에 내게 떨어지는 

벚꽃 잎은 그댈 닮아 이리 쓸쓸한가 

칼에 벤 상처 보다 더 깊게 아려온     그댈 새긴 가슴 

모든 게 불편하기만한      잊고 싶던 기억들 

너머로 참 선명하게 빛이 나던  너와 함께 보낸 나날들 

스쳐가는 바람에 내게 떨어지는 

벚꽃 잎은 그댈 닮아 이리 쓸쓸한가 

칼에 벤 상처 보다 더 깊게 아려온     그댈 새긴 가슴 

아스라이 흐려진 달빛에          슬피 흩날리던 그대 

모든 것과 바꿔서 널 다시 만나면 

품 한가득 널 안으며 이 말 전하리라 

백일간의 그 꿈은 그 어떤 날보다 

아름다웠다고 

사랑했었다고 

 

 



이토록 아름다웠던 달빛이었던가 

いとろく あるむだうぉっとん たるびっちよおっとんか 

아득히 깊어진 밤이면 

あとぅき きぽちん ばみみょん 

숨었던 그리움 고갤 드네 

すもっとん くりうむ こげるとぅに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ちきぢ もったん やくそくどぅり 

별들처럼 떠다닌 

びょるどるちょろむ っとたにん 

긴 밤에 불어온 바람 

きん ぱめ ぷろおん ぱらむ 

그대 숨결인 것만 같아 괴로웠다 

くで すむきょる いん こっまん がった きろうぉった 

  

스쳐가는 바람에 내게 떨어지는 

すちょがぬん ぱらめ ねげ とろぢぬん 



벚꽃 잎은 그댈 닮아 이리 쓸쓸한가 

ぽっこんにっぷん くでる たるま いり するすらんが 

칼에 벤 상처 보다 더 깊게 아려온 

かれ べん さんちょ ぽだ と きぷげ ありょおん 

그댈 새긴 가슴 

くでる せぎん かすむ 

  

모든 게 불편하기만한 

もどぅん げ ぷるぴょなぎまなん 

잊고 싶던 기억들 

いっこ しっぷとん きおっどぅる 

너머로 참 선명하게 빛이 나던 

のもろ ちゃむ そんみょんはげ ぴっち なとん 

너와 함께 보낸 나날들 

のぉわ はむけ ぼねん ななるどぅる 

스쳐가는 바람에 내게 떨어지는 

すちょがぬん ぱらめ ねげ っとろぢぬん 



벚꽃 잎은 그댈 닮아 이리 쓸쓸한가 

ぽっこんにっぷん くでる たるま いり するすらんが 

칼에 벤 상처 보다 더 깊게 아려온 

かれ べん さんちょ ぽだ と きっぷげ ありょおん 

그댈 새긴 가슴 

くでる せぎん かすむ 

  

아스라이 흐려진 달빛에 

あすらい ふりょぢん だるぴっちぇ 

슬피 흩날리던 그대 

するぴ ふんなりどん ぐで 

  

모든 것과 바꿔서 널 다시 만나면 

もどぅん ごっぐぁ ぱっぐぉそ なる だし まんなみょん 

품 한가득 널 안으며 이 말 전하리라 

ぷむぅんがどぅく のらあぬみょ い まる ちょんなりら 



백일간의 그 꿈은 그 어떤 날보다 

ぺぎるがね ぐ くむん く おっとん なるぼだ 

아름다웠다고 

あるむたうぉったご 

사랑했었다고 

さらんへそった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