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MISS YOU SO BAD
iKon
이번이 널 위해 부르는
마지막 노래가 아니길
널 위해 쓰는 마지막 편지가 아니길
너에게 가는 이 길이 끝이 아니길
나 기도해 제발 아니라고 해줘
이번이 너 땜에 울어보는
내 마지막 모습이길
널 그리워하는 내 마지막 밤이길
네가 없이도 아무렇지도 않은 나이길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I miss you so bad
미쳤지 내가 그리 아름다운 널 두고
잡기엔 멀어져 가는 너의 두 손
다시 돌아갈 순 없을까 나 수도 없이
매일 밤을 달빛 아래서 무릎 꿇어
마지막이란 말 부디 하지 말아줘
아직 사랑한다면 떠나지 말아줘
이미 깨져버린 그릇 다시 맞춰 볼게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아 볼게
점점 잊혀 가나 봐
하나 둘 지워 가나 봐
내가 미쳐 가나 봐
그래서 지쳐 가나 봐
얼마나 더 많은 날을 빌어야 하나
대체 얼마나 더 많은 잔을 비워야 할까
너를 떠나 보내는 게 겁나
걸어보는 전화
차단 뒤에 적막 절망 속에 갇혀
지내 내 잘못을 알기에
너는 행복해야 하기에
이번이 널 위해 부르는
마지막 노래가 아니길
널 위해 쓰는 마지막 편지가 아니길
너에게 가는 이 길이 끝이 아니길
나 기도해 제발 아니라고 해줘
이번이 너 땜에 울어보는
내 마지막 모습이길
널 그리워하는 내 마지막 밤이길
네가 없이도 아무렇지도 않은 나이길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I miss you so bad
나를 어루만지던 너의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내게 안겨 입 맞추던
너의 그 기억들이 까마득해져
잠깐이라도 널 떠올리면
눈물이 터져 나와
Woo woo
Real talk baby
Let’s go
내 밝은 집착에 눈부셔
너의 눈을 감아
주지를 않기를 바라며
뒤에서 널 잡아
자랑과 동시에

내 마지막 후회로 남아
바람과 같이 왔다가
향기만 남기지 마라
늪 위에 떨어진 몇 장의
단풍잎들처럼
지극히 하찮은 날
너는 건질 이유 없어
바람이 불면 관통되는
내 가슴 한가운데
너 빼곤 채워놓을 게 없어
쌓인 건 미련
널 이해해 그 동안
잘 살았던 나와 비례해
지나온 날을 떠올릴 때마다
눈물짓게 돼
미안해 you gotta move on
머나먼 미래에
친구로 남길 기대해
이번이 널 위해 부르는
마지막 노래가 아니길
널 위해 쓰는 마지막 편지가 아니길
너에게 가는 이 길이 끝이 아니길
나 기도해 제발 아니라고 해줘
이번이 너 땜에 울어보는
내 마지막 모습이길
널 그리워하는 내 마지막 밤이길
네가 없이도 아무렇지도 않은 나이길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I miss you so bad
ibeoni neol wihae bureuneun
majimak noraega anigil
neol wihae sseuneun majimak pyeonjiga anigil
neoege ganeun i giri kkeuti anigil
na gidohae jebal anirago haejwo
ibeoni neo ttaeme ureoboneun
nae majimak moseubigil
neol geuriwohaneun nae majimak bamigil
nega eopsido amureohjido anheun naigil
anirago anirago
anirago anirago
I miss you so bad
michyeossji naega geuri areumdaun neol dugo
japgien meoreojyeo ganeun neoui du son
dasi doragal sun eopseulkka na sudo eopsi
maeil bameul dalbit araeseo mureup kkulheo
majimagiran mal budi haji marajwo
ajik saranghandamyeon tteonaji marajwo
imi kkaejyeobeorin geureut dasi majchwo bolge
eopjilleojin mureul dasi dama bolge
jeomjeom ijhyeo gana bwa
hana dul jiwo gana bwa
naega michyeo gana bwa
geuraeseo jichyeo gana bwa
eolmana deo manheun nareul bireoya hana
daeche eolmana deo manheun janeul biwoya halkka
neoreul tteona bonaeneun ge geopna
georeoboneun jeonhwa
chadan dwie jeokmak jeolmang soge gathyeo
jinae nae jalmoseul algie
neoneun haengbokhaeya hagie
ibeoni neol wihae bureuneun

majimak noraega anigil
neol wihae sseuneun majimak pyeonjiga anigil
neoege ganeun i giri kkeuti anigil
na gidohae jebal anirago haejwo
ibeoni neo ttaeme ureoboneun
nae majimak moseubigil
neol geuriwohaneun nae majimak bamigil
nega eopsido amureohjido anheun naigil
anirago anirago
anirago anirago
I miss you so bad
nareul eorumanjideon neoui geu songiri
neomu ttatteushaeseo
naege angyeo ip majchudeon
neoui geu gieokdeuri kkamadeukhaejyeo
jamkkanirado neol tteoollimyeon
nunmuri teojyeo nawa
Woo woo
Real talk baby
Let’s go
nae balkeun jipchage nunbusyeo
neoui nuneul gama
jujireul anhgireul baramyeo
dwieseo neol jaba
jaranggwa dongsie
nae majimak huhoero nama
baramgwa gati wassdaga
hyanggiman namgiji mara
neup wie tteoreojin myeot jangui
danpungipdeulcheoreom
jigeukhi hachanheun nal
neoneun geonjil iyu eopseo
barami bulmyeon gwantongdoeneun
nae gaseum hangaunde
neo ppaegon chaewonoheul ge eopseo
ssahin geon miryeon
neol ihaehae geu dongan
jal sarassdeon nawa biryehae
jinaon nareul tteoollil ttaemada
nunmuljisge dwae
mianhae you gotta move on
meonameon miraee
chinguro namgil gidaehae
ibeoni neol wihae bureuneun
majimak noraega anigil
neol wihae sseuneun majimak pyeonjiga anigil
neoege ganeun i giri kkeuti anigil
na gidohae jebal anirago haejwo
ibeoni neo ttaeme ureoboneun
nae majimak moseubigil
neol geuriwohaneun nae majimak bamigil
nega eopsido amureohjido anheun naigil
anirago anirago
anirago anirago
I miss you so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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