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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Don’t Miss a Thing / 사랑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보시네 

Written by Amanda Cook, Bobby Strand 
Official Korean Translation by FMG 
 

 

당신이 서실 때 

나는 천국의 바닥이 떨리는 걸 느끼고 

당신이 생기를 불으시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죠 

당신이 말씀하실 때 

오, 나의 심장이 뛰고 

당신이 노래하시면 

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내가 일어나 노래할 수 있으니 

내가 무릎을 꿇으니 

당신은 다시 나를 일으키시는 분 

얼마나 신비스러운가 

당신이 나를 주목하시니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당신은 놓치시는 법이 없죠 

 

당신이 탄식하실 때 

바람은 하나의 시가 되고 

당신이 웃으실 때 

나를 둘러싼 폭풍은 멈추네 

당신이 속삭이셔도 

나의 모든 적들은 흩어지네 

당신이 나를 둘러싸시며 

천사들을 지명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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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내가 갈곳은 없네 

당신이 찾지 못하실 내가 숨을 곳도 없네 

당신의 사랑이 날 붙들 수 없이 내가 떨어질 곳도 없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보시네 

당신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내가 갈곳은 없네 

당신이 찾지 못하실 내가 숨을 곳도 없네 

당신의 사랑이 날 붙들 수 없이 내가 떨어질 곳도 없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보시네 

당신은 내 모든 주변에 계셔 

내가 물러설 때도 여전히 나를 찾으시네 

 

당신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내가 갈곳은 없네 

당신이 찾지 못하실 내가 숨을 곳도 없네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당신의 사랑은 나를 이해하시죠 

당신은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보시네 

당신은 모든 것 안에 계시네 

당신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내가 갈곳은 없네 

당신이 찾지 못하실 내가 숨을 곳도 없네 

당신의 사랑이 나를 붙들 수 없이 내가 떨어질 곳도 없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보시네 

 

오셔서 나를 보시고, 오셔서 나를 아시며 

오셔서 나의 마음을 두루 살피사 나를 당신처럼 만드시네 

당신처럼, 나는 당신을 닮기 원합니다 

오셔서 나를 보시고, 오셔서 나를 아시며 

오셔서 나의 마음을 두루 살피사 나를 새롭게 만드시네 

나를 새롭게, 나는 당신을 닮기 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