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면상의 아가씨

Unnamed World
★ 27873 平野綾

히라노 아야

3월의 라이온

Orion 28660 米津玄師
요네즈 켄시

4월은 너의 거짓말

光るなら
히카루나라 27743 Goose House

オレンジ
오렌지

　 28841 7!!
세븐웁스

キラメキ
키라메키

★ 28680 wacci

Ange Vierge

Love is My Rail 28691 鈴木このみ
스즈키 코노미

BALDR FORCE EXE RESOLUTION

Face of Fact 26460 KOTOKO

BanG Dream!

BLACK SHOUT 28926 Roselia

Yes! BanG_Dream! 28940 Poppin'Party

Neo-Aspect 28944 Roselia

LOUDER 28932 Roselia

C (The Money Of Soul 
And Possibility Control)
マトリョーシカ

마트료시카
★ 28488 NICO Touches the 

Walls

Charlotte

Bravely You 27992 Lia

Darker than black

From Dusk Till Dawn 27010 abingdon boys 
school

HOWLING 26500 abingdon boys 
school

ツキアカリ
츠키아카리 27913 Rie Fu

ツキアカリのミチシルベ
츠키아카리노 미치시루베 26987 ステレオポニー

스테레오 포니

覚醒ヒロイズム~THE HERO WITHOUT A NAME~
카쿠세이히로이즘~THE HERO WITHOUT A NAME~

★ 28288 アンティック-珈琲店-
안카페

Ef a tale of memories 

Euphoric Field
★ 28548 ELISA

Free!-Dive to the future-

Heading to Over
　

　 28906 OLDCODEX
　

Gosick-고식-

Destin Histoire
★ 28041 yoshiki*lisa

GTO

Driver's High 6899 L'Arc~en~Ciel

しずく
시즈쿠 25305 奥田美和子

오쿠다 미와코

ヒトリノ夜
히토리노 요루 6943 ポルノグラフィティ

포르노그라피티

H2O~Footprint in the 
sand~
カザハネ

카자하네
★ 27892 霜月はるか

시모츠키 하루카

片翼のイカロス
카타츠바사노 이카로스 26742 榊原ゆい

사카키바라 유이

J리그 위닝일레븐 택틱스

本日ハ晴天ナリ
혼지츠와 세이텐나리 25650 Do As Infinity

Key the Metal Idol

手のひらの宇宙
테노히라노 우츄우

　 25346 岩男潤子
이와오 쥰코

NEW GAME!

SAKURAスキップ
SAKURA 스킵 27952 Fourfolium

STEP by STEP UP 28740 Fourfolium

JUMPin' JUMP UP!!!! 28741 Fourfolium

NHK에 어서오세요!

踊る赤ちゃん人間
오도루 아카챵닝겐 26772 大槻ケンヂと橘高文彦

오오츠키 켄지와 키츠타카 후미히코

Re: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
Paradisus-Paradoxum 27946 MYTH & ROID

Redo
★ 28631 鈴木このみ

스즈키 코노미

Stay Alive 27948 高橋李依
타카하시 리에

Wishing 27991 水瀬いのり
미나세 이노리

STYX HELIX 27916 MYTH & ROID

일본 애니메이션 곡 1 0~9, 영문

★ 표시는 60시리즈 이상 반주기에서 연주되는 곡입니다.

 



SD건담포스

LOVE & PEACE
★ 28435 little by little

SUNRISE
★ 28442 PUFFY

キミと僕
키미토 보쿠

★ 28196 I WiSH

ココロオドル
코코로오도루 25933 nobodyknows+

SSSS.GRIDMAN

UNION
　

　 28933 OxT
　

Wake Up, Girls!

7 Girls War 27847 Wake Up, Girls!

xxx홀릭

19才
쥬우큐우사이 26229 スガシカオ

스가시카오

NOBODY KNOWS
★ 27881 スガシカオ

스가시카오

蜉蝣-かげろう-
카게로우

★ 28338 BUCK-TICK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

88
하치하치 27016 LM.C

BOYS & GIRLS 26776 LM.C

Cycle
★ 28033 CHERRYBLOSSOM

DIVE TO WORLD 26993 CHERRYBLOSSOM

Drawing days 26482 SPLAY

Easy Go
★ 28046 加藤和樹

카토 카즈키

Funny Sunny Day
★ 28056 SxOxU

gr8 story
★ 28061 SuG

Last Cross
★ 28080 光岡昌美

미츠오카 마사미

LISTEN TO THE STEREO!! 27054 GOING UNDER 
GROUND

Sakura addiction 27018
雲雀恭弥(近藤隆)vs六道骸(飯田利信)

히바리 쿄우야(콘도우 타카시)vs로쿠도우 
무쿠로(이이다 토시노부)

STAND UP! 26740 Lead

アメあと
아메아토

★ 28168 w-inds.

クフフのフ~僕と契約~
쿠후후노후~보쿠토 케이야쿠~

★ 28201 飯田利信
이이다 토시노부

すべり台
스베리다이

★ 28632 森翼 
모리 츠바사

ひとりぼっちの運命
히토리봇치노 사다메

★ 28250 近藤隆
콘도우 타카시

ファミリー ~約束の場所~
패밀리~야쿠소쿠노 바쇼~

★ 28253
國分優香里 With 
ボンゴレファミリー

코쿠분 유카리 With 봉골레패밀리

道標
미치시루베 26244 橘慶太

타치바나 케이타

桜ロック
사쿠라록 27037 CHERRYBLOSSOM

俺達のJOY!
오레타치노 JOY!

★ 28371 市瀬秀和 vs 井上優
이치노세 히데카즈 vs 이노우에 스구루

간츠

Last Kiss
★ 28508 Bonnie Pink

갑철성의 카바네리

KABANERI OF THE IRON 
FORTRESS 27904 EGOIST

ninelie
★ 27922 Aimer with 

chelly(EGOIST)

갓이터

Feed A 27834 OLDCODEX

강철 삼국지

久遠
쿠온

★ 28297 宮野真守
미야노 마모루

강철신 지그

STORMBRINGER 26961 JAM Project

강철의 라인배럴

雨が降る
아메가 후루

★ 28374 坂本真綾
사카모토 마야

강철의 연금술사

again 26924 YUI

Good Luck My Way 27584 L'Arc~en~Ciel

I Will 25849 Sowelu

LET IT OUT 26966 福原美穂
후쿠하라 미호

Link 26013 L'Arc~en~Ciel

LOST HEAVEN 26448 L'Arc~en~Ciel

Motherland 25768 Crystal Kay

Period 27076 CHEMISTRY

RAY OF LIGHT 27050 中川翔子
나카가와 쇼우코

READY STEADY GO 25692 L'Arc~en~Ciel

0~9, 영문 2 2019년 02월 신곡 기준

반주기에 탑재된 음악 및 영상은 권리자 변경 및 요청, 사용기간 만료, 저작권 문제 등으로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UNDO 25826 COOL JOKE

ゴールデンタイムラバー
골든타임러버 26976 スキマスイッチ

스키마스잇치

つないだ手
츠나이다 테

★ 28226 Lil'B

ホログラム
홀로그램 26960 NICO Touches the 

Walls
メリッサ

멜리사 25625 ポルノグラフィティ
포르노그라피티

リライト
리라이트 25822 ASIAN KUNG-FU 

GENERATION
レイン

레인 27062 シド
시드

悲しみのキズ
카나시미노 키즈 26451 北出菜奈

키타데 나나

扉の向こうへ
토비라노 무코우에 25712 YeLLOW 

Generation
消せない罪

케세나이 츠미 25652 北出菜奈
키타데 나나

瞬間センチメンタル
슌칸 센티멘탈 27856 Scandal

嘘
우소 26912 シド

시드

개구리 중사 케로로

アフロ軍曹
아후로 군소우 26447 ダンス☆マン

단스☆망

ケロッとマーチ
케롯또 마치 25906 角田信朗&いはたじゅり

카쿠다 노부아키&이하타 쥬리

君にジュースを 買ってあげる
키미니 쥬스오 캇떼아게루 26332 グループ魂

그룹 타마시이

全国無責任時代
젠코쿠무세키닌지다이

★ 28388 ガガガSP
가가가SP

개그만화 일화

アタック! ギャグマンガ日和
어택! 개그망가 비요리 26336 うえだゆうじ

우에다 유우지

갤럭시 엔젤

ギャラクシー★Bang! Bang!
갤럭시★ Bang! Bang! 25905 エンジェル隊

엔졔루타이

건그레이브

茜色が燃えるとき
아카네이로가 모에루 토키 25834 スクービードゥー

스쿠비도우

건방진 천사

Grand blue 26747 北原愛子
키타하라 아이코

건슬링거걸

たった１つの想い
탓타 히토츠노 오모이 27912 KOKIA

건어물 여동생 우마루짱

かくしん的めたまる ふぉ~ぜっ
카쿠신테키 메타마루 포젯

★ 28421 田中あいみ
다나카 아이미

にめんせい☆ウラオモテライフ!
니멘세이☆우라오모테라이프! 28786 田中あいみ

다나카 아이미

건전로봇 다이미다라

健全ロボ ダイミダラー
켄젠로보 다이미다라

★ 28541 遠藤会
엔도카이

걸스&판처

DreamRiser 27832 ChouCho

겁쟁이 페달

恋のヒメヒメぺったんこ
코이노 히메히메 펫탄코

★ 28315 田村ゆかり
타무라 유카리

게드전기

テルーの唄
테루노 우타 27210 手嶌葵

테시마 아오이

겟백커스

一秒のリフレイン
이치뵤우노 리플레인 26589 乙葉

오토하

겟타로보

DRAGON 25878 JAM Project

Heats 25240 影山ヒロノブ
카게야마 히로노부

storm 25542 JAM Project

ゲッターロボ!
겟타로보! 25395 ささきいさお

사사키 이사오

겨울왕국

Let It Go~ありのままで~
Let It Go~아리노마마데~

★ 28081 松たか子
마츠 타카코

あこがれの夏
아코가레노 나츠 27761 ピエール瀧

피에르 타키

とびら開けて
토비라아케테 27698 神田沙也加,津田英佑

칸다 사야카,츠다 에이스케

生まれてはじめて
우마레테 하지메테 27697 神田沙也加,松たか子

칸다 사야카,마츠 타카코

雪だるまつくろう
유키다루마 츠쿠로우 27699

神田沙也加,稲葉菜月,諸星す
みれ
칸다 사야카,이나바 나츠키,모로호시 스미레

격투 크러쉬 기어 터보

CRUSH GEAR FIGHT!! 25941 JAM Project

경계선상의 호라이즌

Zone//Alone
★ 28162 茅原実里

치하라 미노리

경계의 저편

境界の彼方
쿄오카이노 카나타

★ 28291 茅原実里
치하라 미노리

일본 애니메이션 곡 3 가

★ 표시는 60시리즈 이상 반주기에서 연주되는 곡입니다.



고바야시네 메이드래곤

青空のラプソディ
아오조라노 랩소디 28658 fhana

고스트 바둑왕

Get Over 25548 dream

SINCERELY ever dream 26468 dream

ボクらの冒険
보쿠라노 보우켕 26453 Kids Alive

고양이의 보은

風になる
카제니 나루 25603 つじあやの

츠지 아야노

공의 경계

Aria 27815 Kalafina

Fairytale
★ 27862 Kalafina

Oblivious 26913 Kalafina

Sprinter 26980 Kalafina

アレルヤ
아레루야

★ 28595 Kalafina

광란 가족일기

超妻賢母宣言
쵸우사이켄보센겐

★ 28633 MOSAIC.WAV

괭이갈매기 울 적에

la divina tragedia 26968 JIMANG

片翼の鳥
카타요쿠노 토리 26972 志方あきこ

모닝구 무스메

괴물왕녀

跪いて足をお嘗め
히자마즈이테 아시오 오나메

★ 28303 ALI PROJECT

교향시편 유레카 세븐

DAYS 26373 FLOW

秘密基地
히미츠 키치 26392 高田梢枝

타카다 코즈에

少年ハート
쇼우넨 하트 26801 HOME MADE 家族

HOME MADE 카조쿠

귀를 기울이면

カントリー ロード
컨트리로드 26863 本名陽子

혼나 요우코

귀축안경

under the darkness 26877 C.G mix

그 것은 흩날리는 벚꽃처럼

Beloved~櫻の彼方へ~
Beloved~사쿠라노 카나타에~ 26724 Spanky

Days.. 26459 2G70

그 날 본 꽃의 이름을 우리는 
아직 모른다
サークルゲーム

서클게임 27567 Galileo Galilei

青い栞
아오이 시오리 27545 Galileo Galilei

secret base~君がくれたもの~
secret base~키미가 쿠레타 모노~ 25206 ZONE

그남자 그여자의 사정

夢の中へ
유메노 나카에 6537 井上陽水

이노우에 요오스이

天使のゆびきり
텐시노 유비키리 25371 福田舞

후쿠다 마이

그라비온 츠바이

紅ノ牙
쿠레나이노 키바 25880 JAM Project

그라비테이션

Glaring Dream 26186 コタニキンヤ
코타니킨야

In the moonlight 26577 BAD LUCK

Shining Collection 26414 Ice man

그랜다이저

とべ!グレンダイザー
토베! 그랜다이저

★ 28516 佐々木功
사사키 이사오

그리자이아의 과실

楽園の翼
라쿠엔노 츠바사

★ 28512 黒崎真音
쿠로사키 마온

극상 학생회

恋せよ女の子
코이세요 온나노코 26025 田村ゆかり

타무라 유카리

극흑의 브륜힐데

Virtue And Vice 27831 Fear, and Loathing 
in Las Vegas

금색의 갓슈벨

PERSONAL 25851 上戸彩
우에토 아야

カサブタ
카사부타 25812 千綿ヒデノリ

치와타 히데노리

チチをもげ!
치치오 모게! 26007 パルコ・フォルゴレ(高橋広樹)

파루코 포루고레(다카하시 히로키)

ベリーメロン ～私の心をつかんだ良いメロン～
베리 멜론~와타시노 코코로오 츠칸다 요이 멜론~

★ 28260 若本規夫
와카모토 노리오

가 4 2019년 02월 신곡 기준

반주기에 탑재된 음악 및 영상은 권리자 변경 및 요청, 사용기간 만료, 저작권 문제 등으로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君にこの聲が 屆きますように
키미니 코노코에가 토도키마스요오니 26624 谷本貴義

타니모토 타카요시

風をうけて
카제오 우케테 26014 上戸彩

우에토 아야

금색의 코르타

Brand New Breeze 26393 カノン
카논

Crescendo 26753 Stella Quintet

HAPPY TIME 26569 谷山紀章 外
타니야마 키쇼우 외

기갑전기 드라고나 

夢色チェイサー
유메이로 체이서

★ 28509 鮎川麻弥
아유카와 마미

기교소녀는 상처받지 않아

Anicca
★ 28600 原田ひとみ

하라다 히토미

回レ!雪月花
마와레! 세츠게츠카

★ 28415 歌組雪月花
우타구미세츠게츠카

기동경찰 패트레이버

コンディション グリーン
컨디션 그린 25717 笠原弘子

카사하라 히로코

기동전사 건담 OO 시리즈

Ash Like Snow 26768 the brilliant green

Century Color 25366 RAY-GUNS

DAYBREAK'S BELL 26668 L'Arc~en~Ciel

Fields of hope
★ 28634 田中理恵 

다나카 리에

Ignited-イグナイテッド-
ignited－이그나이티드－ 25887 T.M.Revolution

moment  25492 Vivian Or Kazuma

Prototype 26855 石川智晶
이시카와 치아키

Resolution 25647 ROMANTIC MODE

RIVER 25529 石井竜也
이시이 타츠야

Trust You
★ 28150 伊藤由奈

이토 유나

Unlimited Sky
★ 27863 Tommy heavenly6

クオリア
쿠오리아 27566 UVERworld

フレンズ
프렌즈

★ 28258 ステファニー
스테파니

涙のムコウ
나미다노 무코우 26881 ステレオポニー

스테레오 포니

儚くも永久のカナシ
하카나쿠모 토와노 카나시 26833 UVERworld

罠
와나 26702 THE BACK HORN

기동전사 건담 SEED 시리즈

Believe 25536 玉置成実
타마키 나미

Emotion 26419 田中理恵
다나카 리에

FIND THE WAY 25593 中島美嘉
나카시마 미카

I Wanna Go To A Place
★ 28073 Rie fu

INVOKE 25432 T.M.Revolution

Life Goes On 25945 有坂美香
아리사카 미카

Meteor―ミーティア―
Meteor-미티아- 26113 T.M.Revolution

PRIDE 25946 HIGH and MIGHTY 
COLOR

Realize 25581 玉置成実
타마키 나미

Reason 25998 玉置成実
타마키 나미

Vestige-ヴェスティージ-
Vestige-베스티지- 26026 T.M.Revolution

Wings of words 26635 CHEMISTRY

Zips 26726 T.M.Revolution

あんなに一緒だったのに
안나니 잇쇼닷타노니 25437 see-saw

君は僕に似ている
키미와 보쿠니 니테이루 26103 see-saw

僕たちの行方
보쿠타치노 유쿠에

★ 28471 高橋瞳
타카하시 히토미

水の証
미즈노 아카시

★ 28357 田中理恵
다나카 리에

深海の孤独
신카이노 코도쿠 26357 桑島法子

쿠와시마 호우코

焔の扉
호노오노 토비라 26176 Fiction Junction 

YUUKA
静かな夜に

시즈카나 요루니 26190 田中理恵
다나카 리에

暁の車
아카츠키노 쿠루마 25823 Fiction Junction 

YUUKA

기동전사 건담 기타

DREAMS 25577 ROMANTIC MODE

wimp ft. Lil' Fang(From FAKY)
★ 28620 BACK-ON

FLYING IN THE SKY 25469 鵜島仁文
우시마 요시후미

Imagination>Reality
★ 28546 AiRI

Infinity 27835 BACK-ON

일본 애니메이션 곡 5 가

★ 표시는 60시리즈 이상 반주기에서 연주되는 곡입니다.



JUST COMMUNICATION 6737 TWO-MIX

LAST IMPRESSION 25636 TWO-MIX

My World 27646 SPYAIR

Raise Your Flag 27853 MAN WITH A 
MISSION

Rave-up Tonight
★ 28108 Fear, and Loathing 

in Las Vegas
RHYTHM EMOTION 6350 TWO-MIX

Survivor 27844 BLUE ENCOUNT

Trust You Forever
★ 28510 鵜島仁文

우시마 요시후미

White Reflection 25348 TWO-MIX

セルリアン
세루리안

★ 28507 BACK-ON

ニブンノイチ
니분노 이치

★ 28233 BACK-ON

기동전사 건담 시리즈

BEYOND THE TIME ~メビウスの宇宙を越えて~
BEYOND THE TIME~메비우스노 우츄우오 코에테~ 25374 T. M Network

ETERNAL WIND 26362 森口博子
모리구치 히로코

Love Letter
★ 28436 Gackt

Metamorphoze 26398 Gackt

Re : I Am
★ 28110 Aimer

STAND UP TO THE VICTORY 25525 川添智久
카와조에 토모히사

StarRingChild 27811 Aimer

アニメじゃない ~夢を忘れた古い地球人よ~
아니메쟈나이~유메오 와스레타 후루이 치큐우진요~ 26358 新井正人

아라이 마사히토

嵐の中で輝いて
아라시노 나카데 카가야이테 25265 米倉千尋

요네쿠라 치히로

翔べ! ガンダム
토베! 건담 26405 池田 鴻

이케다 코우

水の星へ愛をこめて
미즈노 호시에 아이오 코메테 26418 森口博子

모리구치 히로코

哀戦士
아이센시 25909 井上大輔

이노우에 다이스케

Rage Of Dust 27969 SPYAIR

オルフェンズの涙
오펀스노 나미다

★ 27973 MISIA

永遠の扉
에이엔노 토비라 25677 米倉千尋

요네쿠라 치히로

기동전함 나데시코

YOU GET TO BURNING 25554 松澤由実
마츠자와 유미

기동천사 엔젤릭레이어

Be My Angel 25445 榎本温子
에노모토 아츠코

기생수

IT'S THE RIGHT TIME
★ 28616 三浦大知

미우라 다이치

Let Me Hear
★ 28082 Fear, and Loathing 

in Las Vegas

기신대전 기간틱 포뮬러

United Force 26533 栗林みな実
쿠리바야시 미나미

기어와라! 냐루코양

恋は渾沌の隷也
코이와 카오스노 시모베나리

★ 28316 後ろから這いより隊G
뒤에서부터기어오는부대G

太陽曰く燃えよカオス
타이요 이와쿠 모에요 카오스

★ 28409 後ろから這いより隊G
뒤에서부터기어오는부대G

기어전사 덴도우

Count down 25718 Little Voice

W-infinity 25732 三重野瞳, 影山ヒロノブ
미에노 히토미, 카게야마 히로노부

길 잃은 고양이 오버런!

はっぴぃにゅうにゃあ
해피 뉴 냐아

★ 28238
伊藤かな恵,井口裕香,竹達彩奈

이토 카나에,이구치 유카,타케타츠 
아야나

길티 크라운

Departures ~あなたにおくるアイの歌~
Departures~아나타니 오쿠루 아이노 우타~

★ 28040 EGOIST

My Dearest 27650 supercell

Planetes 27824 EGOIST

エウテルペ
에우테르페

★ 28178 EGOIST

告白
코쿠하쿠

★ 28294 supercell

The Everlasting Guilty Crown 27290 EGOIST

꼬마 마법사 레미

おジャ魔女カーニバル!!
오쟈마죠 카니발!! 25756 MAHO堂

마호도우

꼬마 여신 카린

暗黒天国
안코쿠텐고쿠 26539 ALI PROJECT

꽃이 피는 첫걸음

ハナノイロ
하나노 이로

★ 28239 nano.R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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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a little pain 26449 OLIVIA inspi' 
REIRA(TRAPNEST)

ENDLESS STORY 26030 REIRA starring 
YUNA ITO

GLAMOROUS SKY 26027 NANA starring 
MIKA NAKASHIMA

LUCY 26364 ANNA TSUCHIYA inspi' 
NANA(BLACK STONES)

Truth 26266 REIRA starring 
YUNA ITO

Rose
★ 28121 ANNA inspi' 

NANA(BLACK STONES)
EYES FOR THE MOON

★ 27937 NANA starring 
MIKA NAKASHIMA

MY MEDICINE
★ 27938 NANA starring 

MIKA NAKASHIMA
Starless Night

★ 28135 OLIVIA inspi' 
REIRA(TRAPNEST)

Wish
★ 28157 OLIVIA inspi' 

REIRA(TRAPNEST)
一色

히토이로 26282 NANA starring 
MIKA NAKASHIMA

黒い涙
쿠로이나미다

★ 28418 ANNA TSUCHIYA inspi' 
NANA(BLACK STONES)

나츠메 우인장

茜さす
아카네 사스 27983 Aimer

あの日タイムマシン
아노히 타임머신 28663 LONG SHOT PARTY

今、このとき。
이마, 코노토키.

★ 27976 ひいらぎ
히이라기

나는 친구가 적다

Be My Friend
★ 28016 隣人部

린진부

残念系隣人部★★☆
잔넨케이린진부★★☆

★ 28384 友達つくり隊
토모다치츠쿠리타이

나루에의 세계

アイスクリイム
아이스크림 25951 千葉紗子

치바 사에코

나루토

Alive
★ 28008 雷鼓

라이코

CLOSER
★ 28635 井上ジョー 

이노우에 죠우

Ding! Dong! Dang! 26213 TUBE

Diver 27665 NICO Touches the 
Walls

GO!!! 25881 FLOW

Hero's Come Back!! 26596 nobodyknows+

If 27184 西野カナ
니시노 카나

Lie-Lie-Lie
★ 28083 DJ OZMA

LONG KISS GOOD BYE 27914 HALCALI

Moshimo
★ 28580 ダイスケ

다이스케

Sign 27006 FLOW

うたかた花火
우타카타 하나비

★ 27534 supercell

シルエット
실루엣

★ 28214 KANA-BOON

ニワカ雨ニモ負ケズ
니와카아메니모마케즈 27695 NICO Touches the 

Walls
ハルモニア

하르모니아 25740 RYTHEM

OVER 28817 Little Glee Monster

ビバ★ロック
비바★록 25754 ORANGE RANGE

ブルーバード(Blue Bird)
블루버드(Blue Bird) 27325 いきものがかり

이키모노가카리

ホタルノヒカリ
호타루노 히카리 26952 いきものがかり

이키모노가카리

ユラユラ
유라유라

★ 27561 Hearts Grow

ラヴァーズ
러버즈

★ 28279 7!!
세븐웁스

悲しみをやさしさに
카나시미오 야사시사니

★ 28472 little by little

遥か彼方
하루카 카나타 25804 ASIAN KUNG-FU 

GENERATION
真夜中のオーケストラ

마요나카노 오케스트라 27644 Aqua Timez

青春狂騒曲
세이슌쿄오소쿄쿠

★ 28401 サンボマスター
삼보마스터

言葉のいらない約束
코토바노 이라나이 야쿠소쿠

　 28888 sana
　

透明だった世界
토우메이닷따 세카이

★ 27921 秦基博
하타 모토히로

나만이 없는 거리

Re: Re: 27845 ASIAN KUNG-FU 
GENERATION

それは小さな光のような
소레와 치이사나 히카리노요우나 28304 さユり

사유리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THE DAY 27917 ポルノグラフィティ
포르노그라피티

ピースサイン
피스사인 28720 米津玄師

요네즈 켄시

だってアタシのヒーロー。
닷떼 아타시노 히어로 28738 LISA

ODD FUTURE
　

　 28866 UVER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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ロングホープ・フィリア
롱 호프 필리아

　 28904 菅田将暉
스다 마사키

アップデート
업데이트

★ 28859 miwa
　

空に歌えば
소라니 우타에바 28758 amazarashi

낙제 기사의 영웅담

アイデンティティ
아이덴티티

★ 28556 酒井ミキオ
사카이 미키오

낚시 바보 일지

風のない海で抱きしめて
카제노나이 우미데 다키시메테

★ 28411 愛内里菜
아이우치 리나

날아라 호빵맨

アンパンマンのマーチ
앙팡맨노 마치

★ 29807 ドリーミング
드리밍

남자 고교생의 일상

Shiny Tale
★ 28126 Mix Speaker's,Inc.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리가 
없어
Irony 27564 ClariS

Reunion
★ 28116 ClariS

너에게 닿기를

きみにとどけ
키미니 토도케 27255 タニザワトモフミ

타니자와 토모후미

片想い
카타오모이 27826 Chara

너의 이름은

前前前世(Movie ver.)
젠젠젠세이(Movie ver.) 27944 RADWIMPS

夢灯籠
유메토우로우

★ 27972 RADWIMPS

なんでもないや(Movie ver.)
난데모 나이야(Movie ver.) 27965 RADWIMPS

スパークル(Movie ver.)
스파클(Movie ver.) 27957 RADWIMPS

넘버6

六等星の夜
로쿠토오세이노 요루 27763 Aimer

네오 안젤리크 어비스

アイアイ傘
아이아이가사 26782 テゴマス

테고마스

노 게임 노 라이프

THERE IS A REASON
　

　 28843 鈴木このみ
스즈키 코노미

This Game
★ 28144 鈴木このみ

스즈키 코노미

노다메 칸타빌레

Allegro Cantabile 26409 SUEMITSU&THE 
SUEMITH

こんなに近くで
콘나니 치카쿠데 26458 Crystal Kay

노라가미

ハートリアライズ
하트리얼라이즈

★ 28235 Tia

狂乱 Hey Kids!!
쿄우란 Hey Kids!! 27893 The ORAL 

CIGARETTS
午夜の待ち合わせ

고야노 마치아와세
★ 28373 Hello Sleepwalkers

노래의 왕자님

オリオンで Shout Out
오리온데 Shout Out

★ 28184 谷山紀章
타니야마 키쇼우

オルフェ
오르페

★ 28186 宮野真守
미야노 마모루

カノン
카논

★ 28192 宮野真守
미야노 마모루

シャイン
샤인

★ 28211 宮野真守
미야노 마모루

ポワゾンKISS
포와존 KISS

★ 28261 QUARTET NIGHT

マジLOVE 1000%
마지 LOVE 센퍼센트 27725 ST☆RISH

マジLOVEレジェンドスター
마지 LOVE 레전드스타 28791 ST☆RISH

マジLOVE 2000%
마지 LOVE 니센퍼센트 27438 ST☆RISH

マジLOVE レボリューションズ
마지 LOVE 레볼루션즈

★ 28264 ST☆RISH

未来地図
미라이치즈

★ 28331 ST☆RISH

七色のコンパス
나나이로노 컴퍼스

★ 28406 宮野真守
미야노 마모루

노부나가 더 풀

Breakthrough
★ 28543 JAM Project

논논비요리

こだまことだま
코다마 코토다마 27843 nano.RIPE

なないろびより
나나이로 비요리

★ 27653 nano.RIPE

누라리횬의 손자

Fast Forward 27085 MONKEY MAJIK

느와르

コッペリアの柩
코펠리아노 히츠기 26340 ALI PROJECT

늑대와 향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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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ンゴ日和 ∼The Wolf Whistling Song~
링고비요리 ∼The Wolf Whistling Song~

★ 27864 ROCKY CHACK

旅の途中
타비노 토츄우

★ 28312 清浦夏実
키요우라 나츠미

니들리스

Modern strange cowboy 26986 GRANRODEO

니세코이

Click 27632 ClariS

Rally Go Round 27993 LISA

Step
★ 28136 ClariS

닌타마 란타로

世界がひとつになるまで
세카이가 히토츠니 나루마데

★ 28350 Ya-Ya-yah

勇気100%
유우키 햐쿠퍼센트

★ 29895 光GENJI
히카루 겐지

勇気100%
유우키 햐쿠퍼센트

★ 28478 Ya-Ya-yah

다!다!다!

BOY MEETS GIRL 25643 TRF

다카포

サクラキミニエム
사쿠라키미니에무

★ 27879 yozuca*

第2ボタンの誓い
다이니보탄노 치카이 26471 yozuca*

단간론파 희망의 학원과 절망의 
고교생
絶望性： ヒーロー治療薬

제츠보우세이 : 히어로 치료야쿠
★ 28390 スズム(Feat.そらる)

스즈무(Feat.소라루)

달링 인 더 프랑키스

トリカゴ
토리카고

　 28856 XX:me
키스미

KISS OF DEATH
　

　 28875 中島美嘉
나카시마 미카

달빛천사

I Love U
★ 28072 THE★SCANTY

Love Chronicle 26440 Changin' My Life

Myself 25391 Changin' My Life

New Future 25903 Changin' My Life

Rock'n Roll Princess
★ 28120 THE★SCANTY

SMILE 26517 Changin' My Life

달의 요정 세일러문

キラリ☆セーラードリーム
키라리☆세라드림 25791 小枝

사에

セーラースターソング
세라스타송 26616 花澤加繪

하나자와 카에

ムーンライト伝説
문라이트 덴세츠

★ 28461 DALI

닷핵 루츠

亡國覚醒カタルシス
보오코쿠카무세이 카타르시스

★ 28467 ALI PROJECT

당고삼형제

だんご3兄弟
당고 상쿄오다이 6459 だんご合唱団 外

당고합창단 외

더 파이팅

夕空の紙飛行機
유우조라노 카미히코우키 25317 モリナオヤ

모리나오야

데빌 메이 크라이

DRINK IT DOWN 26751 L'Arc~en~Ciel

데스노트

the WORLD 26253 ナイトメア
나이토메아

What's up, people 26426 Maximum The 
Hormone

アルミナ
알루미나 26292 ナイトメア

나이토메아

絶望ビリー
제츠보우 빌리

★ 28389 Maximum The 
Hormone

델토라 퀘스트

僕の太陽
보쿠노 타이요오

★ 28335 AKB48

도그 데이즈

No Limit 27771 水樹奈々
미즈키 나나

SCARLET KNIGHT 27181 水樹奈々
미즈키 나나

도라에몽

YUME日和
YUME 비요리

★ 28445 島谷ひとみ
시마타니 히토미

あぁいいな!
아아 이이나! 25963 ダブルユー

더블유

かけがえのない詩
카케가에노나이 우타

★ 28190 Mihimaru GT

ひまわりの約束
히마와리노 야쿠소쿠

★ 28251 秦基博
하타 모토히로

ボクノート
보쿠노트

★ 28457 スキマスイッチ
스키마스잇치

夢をかなえてドラえもん
유메오 카나에테 도라에몽 28174 m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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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来のミュージアム
미라이노 뮤지엄 27421 Perfume

生きてる生きてく
이키테루 이키테쿠 27293 福山雅治

후쿠야마 마사하루

ドラえもん
도라에몽 28823 星野源

호시노 겐

手をつなごう
테오 츠나고우 26779 絢香

아야카

도서관 전쟁

changes 26789 Base Ball Bear

도쿄 레이븐즈

X-encounter
★ 28155 黒崎真音

쿠로사키 마온

도쿄 마블 초콜릿

マタアイマショウ
마타 아이마쇼우

★ 28267 SEAMO

도쿄구울

Unravel
★ 28153 TK From 凛として時雨

TK From 린토시테시구레

asphyxia
　

　 28858 Co shu Nie
　

HALF
　

★ 28861 女王蜂
죠오우바치

katharsis
　

　 28943 TK from 凛として時雨
TK from 린토시테시구레

季節は次々死んでいく
키세츠와 츠기츠기 신데이쿠

★ 28293 amazarashi

도쿄 매그니튜드 8.0

キミノウタ
키미노 우타 27060 abingdon boys 

school

도쿄 언더그라운드

Hey You!!~失ってはならないもの~
Hey You!!~우시낫떼와 나라나이 모노~ 25535 [iksi:d]

情熱
죠우네츠 25370 [iksi:d]

독수리 오형제

ガッチャマンの歌
갓챠맨노 우타 25373 子門真人

시몬 마사토

돌격 크로마티고교

純
쥰 25673 吉田拓郎

요시다 타쿠로오

돌아가는 펭귄드럼

少年よ我に帰れ
쇼오넨요 와레니 카에레

★ 28354
やくしまるえつこメトロオー
ケストラ
야쿠시마루 에츠코 메트로 오케스트라

동방 스트라이크

Help Me, ERINNNNNN!!
★ 28070 ビートまりお

비트마리오

두근두근 메모리얼

もっと!モット!ときめき
못또! 못또! 토키메키 25468 金月真美

킨게츠 마미

두근두근 프레이즈

SURVIVAL 6947 GLAY

듀라라라

Butterfly 27065 ON/OFF

Day You Laugh
★ 28533 豊永利行

토요나가 토시유키

Trust Me
★ 28149 松下優也

마츠시타 유우야

コンプリケイション
컴플리케이션 27057 ROOKiEZ is 

PUNK'D
裏切りの夕焼け

우라기리노 유우야케
★ 28319 THEATRE BROOK

듀얼레전드

スタート革命
스타트 카쿠메이

★ 27625 Hemenway

드래곤 퀘스트

夢を信じて
유메오 신지테

★ 29938 徳永英明
토쿠나가 히데아키

드래곤 크라이시스

インモラリスト
이모럴리스트

★ 27587 堀江由衣
호리에 유이

ミライボウル
미라이볼 27655 ももいろクローバーZ

모모이로 클로버 Z

드래곤볼

Blue Velvet 25231 工藤静香
쿠도오 시즈카

Cha-la Head-Cha-la 25224 影山ヒロノブ
카게야마 히로노부

DAN DAN 心魅かれてく
DAN DAN 코코로 히카레테쿠

★ 28034 ZARD

DAN DAN 心魅かれてく
DAN DAN 코코로 히카레테쿠 25139 FIELD OF VIEW

Don't you see 6349 ZARD

HERO~希望の歌~
HERO~키보우노 우타~

★ 28584 FLOW

WE GOTTA POWER
★ 28443 影山ヒロノブ

카게야마 히로노부

ひとりじゃない
히토리쟈나이 25095 DEEN

魔訶不思議 アドベンチャー!
마카후시기 어드벤쳐!

★ 28321 高橋洋樹
타카하시 히로키

限界突破×サバイバー
겡까이톳파x서바이버

★ 28749 氷川きよし
히카와 키요시

錆びついたマシンガンで 今を撃ち抜こう
사비츠이타 머신건데 이마오 우치누코오

★ 28395 W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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超絶☆ダイナミック!
쵸제츠☆다이나믹!

★ 28489 吉井和哉
요시이 카즈야

드래그 온 드라군

ひとり
히토리

★ 28249 中島美嘉
나카시마 미카

디 그레이맨

Brightdown
★ 28021 玉置成実

타마키 나미

Changin'
★ 28649 ステファニ 

스테파니

Doubt & Trust ~ダウト&トラスト~
Doubt & Trust ~다웃&트러스트~

★ 28044 access

INNOCENT SORROW 26295 abingdon boys 
school

SNOW KISS 26374 NIRGILIS

アントワネットブルー
앙투아네트 블루

★ 28170 北出菜奈
키타데 나나

激動
게키도우

★ 28289 UVERworld

디아볼릭 러버즈

真夜中の饗宴(MIDNIGHT PLEASURE)
마요나카노 쿄오엔

★ 28549
緑川光,鳥海浩輔,近藤隆

미도리카와 히카루,토리우미 
코스케,콘도 타카시

디엔에이

BLURRY EYES 6805 L'Arc~en~Ciel

シングルベッド
싱글베드 25247 シャ乱Ｑ

샤란 큐

디엔엔젤

白夜~True Light~
뱌쿠야~True Light~ 25578 宮本駿一

미야모토 슌이치

디지몬 시리즈

Brave heart 26758 宮崎歩
미야자키 아유미

Butter-Fly 25589 和田光司
와다 코우지

Fire!!
★ 27865 和田光司

와다 코우지

The Biggest Dreamer 26774 和田光司
와다 코우지

アクセンティア
아쿠센티아 27838 藍井エイル

아오이 에일

ターゲット~赤い衝撃~
타겟~아카이 쇼우게키~ 26752 和田光司

와다 코우지

따끈따끈 베이커리

only one, No1  25771 奥井雅美
오쿠이 마사미

Sunday 26612 The Baby Stars

ホウキ雲
호우키구모 26578 RYTHEM

딸기 마시마로

いちごcomplete
이치고 complete 26600

千葉紗子, 折笠 富美子, 
川澄綾子, 能登麻美子

치바 사에코,카와스미 아야코,오리카사 후미코,노토 마미코

라제폰

THE GARDEN OF EVERYTHING 26491 坂本真綾
사카모토 마야

tune the rainbow 25605 坂本真綾
사카모토 마야

ヘミソフィア
헤미스피어 25297 坂本真綾

사카모토 마야

란포기담

スピードと摩擦
스피드토 마사츠

★ 28219 amazarashi

ミカヅキ
미카즈키 27910 さユり

사유리

러브 라이브

Angelic Angel
★ 28012 μ's

뮤즈

Cutie Panther 27800 BiBi

Dancing Stars On Me! 27791 μ's
뮤즈

KiRa-KiRa Sensation! 27850 μ's
뮤즈

Love Marginal
★ 28088 Printemps

Moment Ring 27836 μ's
뮤즈

Music S.T.A.R.T!!
★ 28091 μ's

뮤즈

No Brand Girls 27685 μ's
뮤즈

Shangri-La Shower 27637 μ's
뮤즈

Snow Halation 27577 μ's
뮤즈

もぎゅっと"LOVE"で接近中!
모귯또 ''LOVE''데 셋킨츄우!

★ 28773 μ's
뮤즈

START:DASH!! 27657 μ's
뮤즈

Sunny Day Song 27900 μ's
뮤즈

Wonderful Rush 27610 μ's
뮤즈

きっと青春が聞こえる
킷토 세이슌가 키코에루

★ 27604 μ's
뮤즈

ススメ→トゥモロウ
스스메→투모로우

★ 28217 新田恵海,内田彩,三森すずこ
닛타 에미,우치다 아야,미모리 스즈코

未来の僕らは知ってるよ
미라이노 보쿠라와 싯테루요 28778 Aqours

それは僕たちの奇跡
소레와 보쿠타치노 키세키 27629 μ's

뮤즈

どんなときもずっと
돈나토키모 즛토

★ 28514 μ's
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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ユメノトビラ
유메노 토비라

★ 28515 μ's
뮤즈

ラブノベルス
러브노벨스

★ 28281 BiBi

冬がくれた予感
후유가쿠레타 요칸

★ 28308 BiBi

恋になりたいAQUARIUM
코이니나리타이 AQUARIUM 27918 Aqours

僕たちはひとつの光
보쿠타치와 히토츠노 히카리 27747 μ's

뮤즈

僕らのLIVE 君とのLIFE
보쿠라노 LIVE 키미토노 LIFE 27633 μ's

뮤즈

僕らは今のなかで
보쿠라와 이마노 나카데

★ 28337 μ's
뮤즈

愛してるばんざーい!
아이시테루 반자이!

★ 28419 μ's
뮤즈

君のこころは輝いてるかい?
키미노 코코로와 카가야이떼루카이? 27955 Aqours

決めたよ Hand In Hand
키메타요 Hand In Hand 28801 Aqours

勇気はどこに? 君の胸に!
유우키와 도코니? 키미노 무네니! 28827 Aqours

青空 Jumping Heart
아오조라 Jumping Heart 27950 Aqours

元気全開DAY!DAY!DAY!
겡키젠카이 DAY!DAY!DAY! 27909 CYaRon!

夏色えがおで 1, 2, Jump!
나츠이로 에가오데 원, 투, Jump! 27722 μ's

뮤즈

Awaken the power
　

　 28878 Saint Aqours Snow
　

輝夜の城で踊りたい
카구야노 시로데 오도리타이 27669 μ's

뮤즈

러브리스

月の呪縛(カース)
츠키노 카스 26181 翁鈴佳

오키나레이카

러브카츠

Winter Love 26249 BoA

러브콤

キッス～帰り道のラブソング～
키스∼카에리미치노 러브송∼ 26713 テゴマス

테고마스

キミ+ボク=LOVE?
키미 타스 보쿠와 LOVE? 27538 テゴマス

테고마스

Hey! Say! 26629 Hey!Say!7

러브히나

Be For You, Be For Me
★ 28426 堀江由衣

호리에 유이

キラリ☆宝物
키라리☆타카라모노

★ 28200 堀江由衣
호리에 유이

サクラサク
사쿠라 사쿠 25177 林原めぐみ

하야시바라 메구미

WINTER WISH
　 25499 米倉千尋

요네쿠라 치히로

約束
야쿠소쿠 25253 堀江由衣

호리에 유이

いい湯だな
이이유다나 6646 ザ・ドリフターズ

더 드리프터즈

럭키 스타

かえして!ニーソックス
카에시테! 니삭스

★ 28189 平野綾 他
히라노 아야 외

コスって!オーマイハニー
코슷떼! 오 마이 허니

★ 28636 平野綾,ささきのぞみ 
히라노 아야,사사키 노조미

どんだけファンファーレ
돈다케 팡파레

★ 28231 平野綾
히라노 아야

もってけ!セーラーふく
못테케! 세일러복 26525 平野綾

히라노 아야

寝・逃・げでリセット!
네・니・게데 리셋!

★ 28407 福原香織
후쿠하라 카오리

레드가든

OH MY JULIET 27889 LM.C

레이브

Butterfly Kiss 26935 米倉千尋
요네쿠라 치히로

레인

Duvet 25285 BOA

령제로-붉은나비

蝶
쵸우 25813 天野月子

아마노 츠키코

로도스도 전기 영웅 기사전

奇跡の海
키세키노 우미 25595 坂本真綾

사카모토 마야

로미오x줄리엣

祈り~You Raise Me Up~
이노리~You Raise Me Up~ 26693 Lena Park

로비와 케로비

めぐる恋の季節
메구루 코이노 키세츠 26622 ℃-ute

로스트 유니버스

~Infinity~∞
★ 28003 林原めぐみ

하야시바라 메구미

로자리오와 뱀파이어

Cosmic Love 27799 水樹奈々
미즈키 나나

Dancing in the velvet moon 26748 水樹奈々
미즈키 나나

DISCOTHEQUE 26837 水樹奈々
미즈키 나나

Trinity Cross 27886 水樹奈々(Feat.GUMI)
미즈키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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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 메이든

光の螺旋律
히카리노 라센리츠 26478 kukui

禁じられた遊び
킨지라레타 아소비 25954 ALI PROJECT

聖少女領域
세이쇼우죠료우이키 26127 ALI PROJECT

薔薇獄乙女
바라고쿠오토메

★ 28385 ALI PROJECT

透明シェルター
토우메이 쉘터 26454 refio+霜月はるか

refio+시모츠키 하루카

로큐브!

Shoot!
★ 28128 RO-KYU-BU!

록맨

エアマンがたおせないよ
에어맨가 타오세나이요 26660 nyanyannya

思い出は億千万
오모이데와 오쿠센망 26626 ゴムJ

고무J

WILD FANG 26480 Janne Da Arc

마기

Anniversary
★ 28013 シド

시드

The Bravery
★ 28140 supercell

V.I.P
★ 27533 シド

시드

エデン
에덴

★ 28601 Aqua Timez

瞬く星の下で
마타타쿠 호시노 시타데

★ 28358 ポルノグラフィティ
포르노그라피티

마나비 스트레이트

A Happy Life 26338 林原めぐみ
하야시바라 메구미

마녀 배달부 키키

やさしさに包まれたなら
야사시사니 츠츠마레타나라

★ 28463 松任谷由実
마츠토오야 유미

やさしさに包まれたなら
야사시사니 츠츠마레타나라 26288 植村花菜

우에무라 카나

마루 밑 아리에티

Arrietty's Song
★ 28014 Cecile Corbel

마루코는 아홉살

おどるポンポコリン
오도루 폼포코링 6162 B.B.クィーンズ

B.B.퀸즈

마리아가 우릴 보고있어

pastel pure 26515 ALI PROJECT

마법과 고교의 열등생

Grilletto
★ 28064 GARNiDELiA

Mirror
★ 28610 安田レイ

야스다 레이

Rising Hope 27600 LISA

마법기사 레이어스

All You Need Is Love 25393 田村直美
타무라 나오미

ゆずれない願い
유즈레나이 네가이 25902 田村直美

타무라 나오미

마법사의 밤

星が瞬くこんな夜に
호시가 마타타쿠 콘나 요루니

★ 28348 supercell

마법사의 신부

Here 28787 JUNNA

마법선생 네기마

1000% SPARKING! 26389 佐藤利奈 外
사토우 리나 외

ハッピー☆マテリアル
해피☆머티어리얼 26121 麻帆良学園中等部2-A

마호라가쿠엔 중등부 2-A

마법소녀 리리컬 나노하

Beautiful Amulet 26634 田村ゆかり
타무라 유카리

BRAVE PHOENIX 26254 水樹奈々
미즈키 나나

BRIGHT STREAM 27395 水樹奈々
미즈키 나나

ETERNAL BLAZE 26119 水樹奈々
미즈키 나나

innocent starter
 25944 水樹奈々

미즈키 나나

Little Wish ~Lyrical Step~ 27903 田村ゆかり
타무라 유카리

MASSIVE WONDERS 26663 水樹奈々
미즈키 나나

Phantom Minds
★ 28104 水樹奈々

미즈키 나나

Pray 26704 水樹奈々
미즈키 나나

SECRET AMBITION 26466 水樹奈々
미즈키 나나

Spiritual Garden 26534 田村ゆかり
타무라 유카리

Take a shot 26734 水樹奈々
미즈키 나나

星空のSpica
호시조라노 Spica 26541 田村ゆかり

타무라 유카리

일본 애니메이션 곡 13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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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

Magia 27418 Kalafina

カラフル
컬러풀 27504 ClariS

コネクト
커넥트 27252 ClariS

ひかりふる
히카리 후루 27366 Kalafina

ルミナス
루미나스 27362 ClariS

君の銀の庭
키미노 긴노 니와 27630 Kalafina

마법소녀대 아르스

DuDiDuWa＊lalala 26215 KOTOKO

마법의 천사 스위트 민트

不思議の国の スィートミント
후시기노 쿠니노 스위트민트 25664 笠原弘子

카사하라 히로코

마법전대 마지레인저

呪文降臨
쥬몽코우링 26326 Sister MAYO

마법진 구루구루

Wind Climbing ~風にあそばれて~
Wind Climbing~카제니 아소바레테~

★ 28517 奥井亜紀
오쿠이 아키

마부라호

恋のマホウ
코이노 마호우 25719 ICHIKO

마브러브 얼터너티브

未来への咆哮
아스에노 호우코우 26474

JAM Project(Feat.male 
影山ヒロノブ 外)

(Feat.male 카게야마 히로노부 외)

마비노기

Eternal 26488 田中理恵
다나카 리에

마술사 오펜

ラストキッス
라스트 키스 6502 タンポポ

탄포포

愛 Just On My Love
아이 Just On My Way

★ 29981 シャ乱Ｑ
샤란 큐

마요치키!

Be Starters!
★ 28017 喜多村英梨

키타무라 에리

마음이 외치고 싶어한다

今、話したい誰かがいる
이마, 하나시타이 다레카가 이루 27789 乃木坂46

노기자카46

마이셀프;유어셀프

Tears Infection
★ 27880 KAORI

마이히메

Crystal Energy 26563 栗林みな実
쿠리바야시 미나미

Shining☆Days 25970 栗林みな実
쿠리바야시 미나미

阿修羅姫
아슈라히메

★ 28473 ALI PROJECT

마인탐정 네우로

Dirty
★ 28042 ナイトメア

나이토메아

마징가Z

マジンガーZ
마징가Z

★ 28459 水木一郎
미즈키 이치로

感じてKnight
칸지테 Knight 26914 ULTIMATE LAZY for 

MAZINGER

마징카이저

Fire wars 25663 JAM Project

The Gate of the Hell 26868 JAM Project

魔神見参!!
마진게잔!! 26334 JAM Project

戰士よ眠れ
센시요 네무레 26842 JAM Project(Feat. 福山芳樹)

(Feat.후쿠야마 요시키)

마츠모토레이지 오즈마

Neverland
★ 28092 FT Island

마크로스 델타

いけないボーダーライン
이케나이 보더라인

★ 27919 ワルキューレ
발큐레

一度だけの恋なら
이치도다케노 코이나라 27898 ワルキューレ

발큐레

ルンがピカッと光ったら
룬가 피캇토 히캇타라 28821 ワルキューレ

발큐레

破滅の純情
하메츠노 쥰죠오 27947 ワルキューレ

발큐레

마크로스7

Angel Voice 26608 Fire bomber

Dynamite Explosion 25252 Fire bomber

Holy Lonely Light 26610 Fire bomber

SEVENTH MOON 26770 Fire bomber

TRY AGAIN 26382 Fire bomber

마 14 2019년 02월 신곡 기준

반주기에 탑재된 음악 및 영상은 권리자 변경 및 요청, 사용기간 만료, 저작권 문제 등으로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突撃ラブハート
토츠게키 러브하트 26120 Fire bomber

마크로스F

Pink Monsoon
★ 28105 シェリル・ノーム starring May'n

쉐릴 노므 Starring May'n

What 'bout My Star?(Sheryl on 
stage) 27887 シェリル・ノーム starring May'n

쉐릴 노므 Starring May'n

インフィニティ
인피니티 26793 シェリル・ノーム starring May'n

쉐릴 노므 Starring May'n

ダイアモンドクレバス
다이아몬드 크레파스

★ 28222 シェリル・ノーム starring May'n
쉐릴 노므 Starring May'n

トライアングラー
트라이앵글러 26765 坂本真綾

사카모토 마야

ノーザンクロス
노던크로스 26835 シェリル・ノーム starring May'n

쉐릴 노므 Starring May'n

ユニバーサル・バニー
유니버셜 바니

★ 28276 シェリル・ノーム starring May'n
쉐릴 노므 Starring May'n

ライオン
라이온 26810 May'n, 中島愛

May'n,나카지마 메구미

射手座☆午後九時 Don't Be Late
이테자☆고고쿠지 Don't Be Late

★ 28342 シェリル・ノーム starring May'n
쉐릴 노므 Starring May'n

星間飛行
세이칸 히코우 26805 ランカ・リー＝中島愛

랑카 리,나카지마 메구미

마탄의 왕과 바나디스

銀閃の風
긴센노 카제

★ 28492 鈴木このみ
스즈키 코노미

마탐정 로키 라그나로크

楽園の扉
라쿠엔노 토비라

★ 28366 YAMOTO

마호로매틱

まほろDEまんぼー
마호로DE 맘보 25364 Trio matic

막말기관설

荒野流転
코우야루텐 26565 Fiction Junction 

YUUKA

만월을 찾아서

ETERNAL SNOW 25803 Changin' My Life

망량의 상자

Lost In Blue
★ 27866 ナイトメア

나이토메아

NAKED LOVE
★ 28637 ナイトメア 

나이토메아

매드럭스

NOWHERE 25965 Fiction Junction 
YUUKA

매직 KAITO 1412

アイのシナリオ
아이노 시나리오 27705 CHiCO with 

HoneyWorks

맹렬 우주해적

猛烈宇宙交響曲 ・第七楽章-無限の愛-
모오레츠우츄우코오쿄오쿄쿠 다이나나가쿠쇼-무겐노아이-

★ 28324 ももいろクローバーZ
모모이로 클로버 Z

메아리와 마녀의 꽃

RAIN 28733 SEKAI NO OWARI

메이드 인  어비스

Deep in  Abyss
　

　 28945 富田美憂,伊瀨茉莉也
토미타 미유,이세 마리야

머나먼 시공 속에서

遙か, 君のもとへ...
하루카, 키미노 모토에… 25966 関智一,高橋直純,宮田幸孝

세키토모 카즈,타카하시 나오즈미,미야타 코우키

멋지다 마사루

ロマンス
로망스 6866 Penicillin

메모리즈오프

Nocturne -revision- 26585 水樹奈々
미즈키 나나

リプレイマシン-CUSTOM-
리플레이 머신-CUSTOM- 25814 水樹奈々

미즈키 나나

메이저

心絵
코코로에

★ 28364 ロードオブメジャー
로드 오브 메이저

메종일각

悲しみよこんにちは
카나시미요 콘니치와 26921 斉藤由貴

사이토우 유키

메카쿠시티 액터즈

Daze
★ 28036

じん(Feat.メイリア from 
GARNiDELiA)
진(Feat.메이리아 from GARNiDELiA)

명탐정 코난

always 25067 倉木麻衣
쿠라키 마이

Butterfly Core
★ 28023 VALSHE

Don't Wanna Lie 27193 B'z

Dream×Dream 25784 愛内里菜
아이우치 리나

Everlasting Luv
★ 28049 BREAKERZ

Growing of my heart
★ 28432 倉木麻衣

쿠라키 마이

I can't stop my love for you 25655 愛内里菜
아이우치 리나

Miss Mystery
★ 28564 BREAKERZ

Hello Mr.my yesterday 28790 Hundred Percent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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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terious Eyes 25689 GARNET CROW

One 6930 B'z

Revive
★ 28117 倉木麻衣

쿠라키 마이

Secret of my heart 25007 倉木麻衣
쿠라키 마이

Summer Time Gone 27097 倉木麻衣
쿠라키 마이

Time after time ~花舞う街で~
Time after time~하나마우 마치데~ 25509 倉木麻衣

쿠라키 마이

Tomorrow Is The Last Time 27744 倉木麻衣
쿠라키 마이

Truth a Great Detective Of 
Love 25350 TWO-MIX

Winter Bells 25128 倉木麻衣
쿠라키 마이

オー!リバル
오! 리발 27943 ポルノグラフィティ

포르노그라피티

ギリギリ chop
기리기리 chop 25235 B'z

グロリアスマインド
글로리어스 마인드

★ 28203 ZARD

ハルウタ
하루우타 27335 いきものがかり

이키모노가카리

ゆるぎないものひとつ
유루기나이 모노 히토츠 26193 B'z

君がいない夏
키미가 이나이 나츠 25418 DEEN

君と約束した 優しいあの場所まで
키미토야쿠소쿠시타 야사시이 아노 바쇼마데

★ 28301 三枝夕夏 IN db
사에구사 유카 IN db

冷たい海
츠메따이 우미 25863 倉木麻衣

쿠라키 마이

恋はスリル, ショック, サスペンス
코이와 스릴, 쇼크, 서스펜스 25502 愛内里菜

아이우치 리나

涙のイエスタデー
나미다노 예스터데이

★ 28317 GARNET CROW

忘れ咲き
와스레자키 25915 GARNET CROW

明日を夢見て
아시타오 유메미떼 25532 ZARD

夢みたあとで
유메미타 아토데

★ 28468 GARNET CROW

謎
나조

★ 28469 小松未歩
코마츠 미호

白い雪
시로이유키 26280 倉木麻衣

쿠라키 마이

星のかがやきよ
호시노 카가야키요 27496 ZARD

少女の頃に戻ったみたい
쇼오죠노 코로니 모돗타미타이 25382 ZARD

愛は暗闇の中で
아이와 쿠라야미노 나카데

★ 29915 ZARD

運命のルーレット廻して
운메이노 룰렛오 마와시테

★ 28474 ZARD

願い事ひとつだけ
네가이코토 히토츠다케 6757 小松未歩

코마츠 미호

翼を広げて
츠바사오 히로게테

★ 28378 ZARD

一秒ごとに Love For You
이치뵤고토니 Love For You

★ 28381 倉木麻衣
쿠라키 마이

青い青いこの地球に
아오이아오이 코노 치큐우니

★ 28479 上原あずみ
우에하라 아즈미

衝動
쇼오도우 26167 B'z

七つの海を渡る 風のように
나나츠노 우미오 와타루 카제노 요우니

★ 28405 愛内里菜,三枝夕夏
아이우치 리나,사에구사 유카

風のららら
카제노 라라라 25539 倉木麻衣

쿠라키 마이

夏の幻
나츠노 마보로시 25546 GARNET CROW

夏を待つセイル(帆)のように
나츠오 마츠 세이루노 요우니

★ 28412 ZARD
　

渡月橋 ~君 想ふ~
토게츠쿄우~키미오모우~ 28732 倉木麻衣

쿠라키 마이

모노가타리 시리즈

Border 27678 ClariS

Staple Stable
★ 27622 戦場ヶ原ひたぎ(斎藤千和)

센죠가하라 히타기(사이토우 치와)

アイヲウタエ
아이오우타에

★ 28163 春奈るな
하루나 루나

その声を覚えてる
소노코에오 오보에테루

★ 28221 河野マリナ
카와노 마리나

ナイショの話
나이쇼노 하나시

★ 28232 ClariS

もうそうえくすぷれす
모우소우 익스프레스 27897 花澤香菜

하나자와 카나

君の知らない物語
키미노 시라나이 모노가타리 26959 supercell

さよならのゆくえ
사요나라노 유쿠에

★ 27974 瀧川ありさ
타키가와 아리사

帰り道
카에리미치

★ 28577 加藤英美里
카토우 에미리

snowdrop(春奈るな Ver.)
(하루나 루나 Ver.)

★ 28603 春奈るな
하루나 루나

恋愛サーキュレーション
렝아이 서큘레이션 27027 千石撫子(花澤香菜)

센고쿠 나데코(하나자와 카나)

白金ディスコ
플래티나 디스코 27589 井口裕香

이구치 유카

모노크롬 팩터

Metamorphose
★ 28638 Asriel

모브사이코 100

99
큐우쥬우큐우

★ 27971 MOB Choir

リフレインボーイ
리프레인 보이

★ 27988 All OFF

목소리의 형태

恋をしたのは
코이오 시타노와 28703 ai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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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타나 존스

冒險者たち
보우켄샤타치 26794 THE ALFEE

묘지 키타로

Snow Tears
★ 28130 中川翔子

나카가와 쇼우코

무장 연금

真っ赤な誓い
막카나 치카이 26306 福山芳樹

후쿠야마 요시키

무채한의 팬텀 월드

Naked Dive 27833 SCREEN mode

무한의 리바이어스

dis- 25531 有坂美香
아리사카 미카

문라이트 마일

スケアクロウ
스케아쿠로우

★ 28216 The Pillows

문호 스트레이독스

風が吹く街
카제카 후쿠 마치 28671 ラックライフ

럭라이프

TRASH CANDY 28755 GRANRODEO

名前を呼ぶよ
나마에오 요부요 27994 ラックライフ

럭라이프

미나미가

経験値上昇中☆
케이켄치 죠오쇼오츄우

★ 28292
佐藤利奈.井上麻里奈.茅原実里

사토우 리나,이노우에 마리나,치하라 
미노리

経験値速上々↑↑
케이켄소쿠 죠우죠우

★ 27867
佐藤利奈,井上麻里奈,茅原実里

사토우 리나,이노우에 마리나,치하라 
미노리

미도리의 나날

センチメンタル
센치멘타루 25979 CooRie

もう少し… もう少し…
모우스코시… 모우스코시…

★ 28274 アツミサオリ
아츠미 사오리

미래일기

Dead End
★ 28037 飛蘭

훼이란

空想メソロギヰ
쿠우소오 메소로기이

★ 28295 妖精帝國
요정제국

미유키

想い出がいっぱい
오모이데가 잇빠이

★ 28343 H2O

바라카몬

らしさ
라시사

★ 28860 SUPER BEAVER
　

바람의 검심

1/2
니분노 이치 25809 川本真琴

카와모토 마코토

1/3の純情な感情
삼분노 이치노 쥰죠오나 칸죠오 6477 SIAM SHADE

Heart of sword∼夜明け前∼
Heart of sword∼요아케마에∼ 25187 T.M.Revolution

It's Gonna Rain! 25725 Bonnie Pink

Mighty Long Fall
★ 28609 ONE OK ROCK

The Beginning 27528 ONE OK ROCK

The Fourth Avenue Cafe 25098 L'Arc~en~Ciel

Heartache
★ 27939 ONE OK ROCK

そばかす
소바카스 6809 Judy and Mary

君に触れるだけで
키미니 후레루다케데 26476 CURIO

永遠の未來
토와노 미라이 26455 アニメタル

아니메타르

虹
니지 6758 L'Arc~en~Ciel

바람의계곡-나우시카

風の谷のナウシカ
카제노 타니노 나우시카

★ 29906 安田成美
야스다 나루미

바람이 분다

ひこうき雲
히코키구모

★ 28455 松任谷由実
마츠토오야 유미

바이올렛 에버가든

Sincerely
　

　 28838 TRUE
　

바보와 시험과 소환수

Perfect-area Complete!
★ 28103 麻生夏子

아소우 나츠코

バカ・ゴー・ホーム
바카 고 홈 27026 milktub

君+謎+私でJUMP!!
키미+나조+와타시데 JUMP!!

★ 28298 Larval Stage 
Planning

바보걸

全力☆Summer!
젠료쿠☆Summer! 28760 angela

바질리스트~코우가인법첩~

WILD EYES 26621 水樹奈々
미즈키 나나

甲賀忍法帖
코우가닌포우쵸오 26444 陰陽座

온묘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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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쿠만

Blue Bird
★ 28501 コブクロ

코부쿠로

박살천사 도루코

撲殺天使ドクロちゃん
보쿠사츠텐시 도쿠로쨩 26070 千葉紗子

치바 사에코

박앵귀

十六夜涙
이자요이나미다

★ 28365 吉岡亜衣加
요시오카 아이카

방가방가 햄토리

ミニハムずの愛の唄
미니하무즈노 아이노 우타

★ 28460 ミニモニ。
미니모니

뱀부 블레이드

BAMBOO BEAT
★ 28015 広橋涼 他

히로하시 료 외

뱀파이어 헌터

遠くまで
토오쿠마데 25323 Do As Infinity

뱀파이어기사 길티

輪廻 -ロンド-
린네 -론도-

★ 27868 ON/OFF

버디 컴플렉스

UNISONIA
★ 28545 TRUE

벚꽃 사중주 꽃의 노래

ツキヨミ
츠키요미

★ 28602 phatmans after 
school

桜のあと
사쿠라노 아토

★ 28368 Unison Square 
Garden

베르사이유의 장미

薔薇は美しく散る
바라와 우츠쿠시쿠 치루 26839 鈴木宏子

스즈키 히로코

벡(BECK)

HIT IN THE USA
★ 28433 BEAT CRUSADERS

MOON ON THE WATER 27883 Sowelu

벨제바브

Answer
★ 28557 ノースリーブス

노슬리브스

벼랑위의 포뇨

崖の上のポニョ
가케노 우에노 뽀뇨 26856 藤岡藤巻と大橋のぞみ

후지오카 후지마키와 오오하시 노조미

변변찮은 마술강사와 금기교전

Precious You☆ 28713
藤田茜,宮本侑芽,小澤亜李

후지타 아카네,미야모토 유메,오자와 
아리

Blow Out 28705 鈴木このみ
스즈키 코노미

변태왕자와 웃지 않는 고양이

Baby Sweet Berry Love 27888 小倉唯
오구라 유이

Fantastic Future
★ 28050 田村ゆかり

타무라 유카리

별나라 요정 코미

トゥインクル☆スター
트윙클☆스타 26323 千葉紗子

치바 사에코

별을 쫓는 아이-아가르타의 
전설
Hello Goodbye & Hello 27238 熊木杏里

쿠마키 안리

별의 목소리

Through the Year and Far 
Away 26528 Low

볼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0% roll, 10% romance 28765 Unison Square 
Garden

북두의 권

ピエロ
삐에로

★ 28530 上木彩矢
카미키 아야

愛をとりもどせ!!
아이오 토리모도세!! 25931 クリスタルキング

크리스탈 킹

불새

火の鳥
히노 토리 25891 中島美嘉

나카시마 미카

브레이브 스토리

決意の朝に
케츠이노 아사니

★ 28465 Aqua Timez

브레이블리 세컨드

Great Distance
★ 28062 ryo(supercell)(Feat

.chelly)

브레인 파워드

In My Dream 25394 真行寺恵里
싱교오지 에리

브룸

No Pain, No Game
★ 28094 ナノ

나노

블랙 라군

Red Fraction
★ 28114 M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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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록 슈터 더 게임

No Scared
★ 28096 ONE OK ROCK

블랙 불릿

Black Bullet 27617 fripSide

トコハナ
토코하나 27614 やなぎなぎ

야나기나기

블랙 블러드 브라더스

明日の記憶
아스노 키오쿠 26567 高橋直純

타카하시 나오즈미

블랙잭

月光花
겍코우카 25930 Janne Da Arc

黒毛和牛上塩タン焼680円
쿠로게와규죠 시오탕야키 록뺘쿠하치쥬우엔 25947 大塚愛

오오츠카 아이

ダイアの花
다이아노 하나

★ 28452 より子
요리코

블러드 씨

純潔パラドックス
쥰케츠 파라독스

★ 28359 水樹奈々
미즈키 나나

블랙 클로버

Black Rover
　

　 28900 ビッケブランカ
빗케 블랑카

블러드 플러스

Brand New Map 26499 K

Colors of the Heart 26342 UVERworld

Cry No More
★ 28032 中島美嘉

나카시마 미카

SEASON'S CALL 26516 hyde

This Love 26359 アンジェラ・アキ
안제라아키

青空のナミダ
아오조라노 나미다 26558 高橋瞳

타카하시 히토미

블레스레이터

デタラメな残像
데타라메나 잔조우

★ 28648 GRANRODEO

블레이드&소울

サヨナラ嘘ツキ
사요나라 우소츠키

★ 28487 みみめめMIMI
미미메메MIMI

블렌드S

ぼなぺてぃーとS
보나페티토 S

★ 28797 ブレンドA
블렌드A

블루 드래곤

Fly So High
★ 28055 山田優

야마다 유

FRIEND 26512 橘慶太
타치바나 케이타

Kokoro 26640 SS501

블리치

～アスタリスク～
~아스타리스크~ 25942 ORANGE RANGE

ALONES 26627 Aqua Timez

Chance!
★ 28025 UVERworld

chAngE 27802 miwa

D-tecno Life 26327 UVERworld

HANABI 26208 いきものがかり
이키모노가카리

HARUKAZE
★ 28565 Scandal

Last Moment 27647 SPYAIR

LIFE 26522 YUI

Life is like a Boat 26841 Rie fu

Rolling star 26317 YUI

Sky chord 〜大人になる君へ〜
Sky chord~오토나니 나루 키미에~

★ 28639 辻 詩音 
츠지 시온

This Light I see 27882 朴璐美
박로미

Tonight, Tonight, Tonight
★ 28146 BEAT CRUSADERS

Velonica 26864 Aqua Timez

アフターダーク
애프터다크

★ 28167 ASIAN KUNG-FU 
GENERATION

オレンジの初恋
오렌지노 하츠코이

★ 28447 ユンナ
윤하

サンキュー
땡큐 26371 HOME MADE 家族

HOME MADE 카조쿠

ほうき星
호우키보시 25993 ユンナ

윤하

マイ☆ラバ
마이☆러버

★ 28458 ユンナ
윤하

マイペース
마이페이스

★ 28263 SunSet Swish

今宵、月が見えずとも
코요이, 츠키가 미에즈토모 26845 ポルノグラフィティ

포르노그라피티

橙
다이다이

★ 28310 チャットモンチー
챠토몬치

乱舞のメロディ
란무노 멜로디

★ 28311 シド
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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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女S
쇼오죠S

★ 28353 Scandal

桜日和
사쿠라비요리

★ 28369 星村麻衣
호시무라 마이

一輪の花
이치린노 하나 26133 HIGH and MIGHTY 

COLOR
残り風

노코리카제
★ 28383 いきものがかり

이키모노가카리

種をまく日々
타네오 마쿠 히비 26712 中孝介

아타리 코우스케

千の夜をこえて
센노 요루오 코에떼 26337 Aqua Timez

비색의조각

高鳴る
타카나루

★ 28581 藤田麻衣子
후지타 마이코

빙과

まどろみの約束
마도로미노 야쿠소쿠

★ 28270 佐藤聡美,茅野愛衣
사토우 사토미,카야노 아이

未完成ストライド
미칸세이 스토라이드

★ 27588 こだまさおり
코다마 사오리

優しさの理由
야사시사노 리유우

★ 27542 ChouCho

빛의 전사 프리큐어

DANZEN! ふたりはプリキュア
DANZEN! 후타리와 프리큐어

★ 28035 五條真由美
고죠 마유미

ギャグ100回分 愛してください
개그 햑카이분 아이시테쿠다사이

★ 28448 Berryz工房
Berryz 코우보우

ゲッチュウ! らぶらぶぅ?!
겟유! 러브러브?!

★ 28449 五條真由美
고죠 마유미

プリキュア5、 スマイル go go!
프리큐어 파이브, 스마일 go go!

★ 28256 工藤真由
쿠도 마유

사랑은 비가 갠 뒤처럼

Ref:rain 28832 Aimer

사랑하는천사 안젤리크

Infinite Love 26313 GRANRODEO

慟哭ノ雨
토오코쿠노 아메 26936 GRANRODEO

사무라이 디퍼 쿄우

青のレクイエム
아오이 레퀴엠 25890 坪倉唯子

츠보쿠라 타타코

사무라이 참프루

四季ノ唄
시키노 우따 25815 MINMI

사무라이 플라멩코

Just One Life
★ 28077 SPYAIR

사무라이7

UNLIMITED 25864 相川七瀬
아이카와 나나세

普遍
후헨 25908 Rin'

사사미양 노력하지 않아

Alteration
★ 28010 ZAQ

사우전드 암즈

Depend On You 6475 浜崎あゆみ
하마사키 아유미

사운드 호라이즌

Ark 26270 Sound Horizon

Sacrifice 26814 Sound Horizon

STARDUST 26401 Sound Horizon

Yield 26279 Sound Horizon

エルの楽園[→side:A→]
에루노 라쿠엔[→side:A→]

★ 28629 Sound Horizon

エルの楽園[→side:E→]
에루노 라쿠엔[→side:E→] 26812 Sound Horizon

エルの絵本 ~笛吹き男とパレード~
에루노 에혼~후에후키 오토코토 퍼레이드~

★ 28180 Sound Horizon

よだかの星
요다카노 호시 27645 Sound Horizon

レインの世界
레인노 세카이 26297 Sound Horizon

見えざる腕
미에자루 우데 26786 Sound Horizon

光と闇の童話
히카리토 야미노 도우와 27064 Sound Horizon

奴隷市場
도레이이치바 26938 Sound Horizon

恋人を打ち落とした日
코이비토오 우치오토시타 히 26420 Sound Horizon

冥王
메이오우 26808 Sound Horizon

美しきもの
우츠쿠시이 모노

★ 28327 Sound Horizon

緋色の風車
히이로노 후우샤 26281 Sound Horizon

死せる英雄達の戦い
시세루 에이유우타치노 타타카이 26905 Sound Horizon

死せる乙女 その手には水月
시세루 오토메 소노테니와 스이게츠

★ 28339 Sound Horizon

死せる者達の物語
시세루 모노타치노 모노가타리

★ 28340 Sound Horizon

石畳の緋きシャイタン
이시다타미노 아카키 샤이탄 26671 Sound Horizon

星屑の革紐
호시쿠즈노 아네

★ 28349 Sound Hori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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宵闇の唄
요이야미노 우타

★ 28355 Sound Horizon

焔
호노오 26857 Sound Horizon

争いの系譜
아라소이노 케이후

★ 28387 Sound Horizon

朝と夜の物語
아사또 요루노 모노가따리 26298 Sound Horizon

朝までハロウィン
아사마데 할로윈

★ 28391 Sound Horizon

終端の王と 異世界の 騎士
슈탄노 오우또 이세카이노 키시 26677 Sound Horizon

檻の中の箱庭
오리노 나카노 하코니와

★ 28413 Sound Horizon

檻の中の花
오리노 나카노 하나

★ 28414 Sound Horizon

黄昏の賢者
타소가레노 켄쟈 26875 Sound Horizon

사이코 패스

Abnormalize
★ 28006 凛として時雨

린토시테시구레

All Alone With You 27770 EGOIST

Enigmatic Feeling
★ 28047 凛として時雨

린토시테시구레

Fallen 27778 EGOIST

Out Of Control
★ 28099 Nothing's Carved 

In Stone
Who What Who What 27693 凛として時雨

린토시테시구레

名前のない怪物
나마에노나이 카이부츠 27663 EGOIST

사카모토입니다만?

COOLEST 27899 カスタマイZ
커스터마이Z

사쿠라 대전

檄! 帝国華撃団
게키! 테이코쿠카게키단 25232 橫山智佐 外

요코야마 치사 외

御旗のもとに
미하타노 모토니 25372 巴里華撃団

파리 카게키단

사쿠라장의 애완 그녀

Days Of Dash 27556 鈴木このみ
스즈키 코노미

사후편지

コトダマ
코토다마

★ 27869 ALI PROJECT

살육의 천사

Pray
　

　 28919 千菅春香
　

Vital
　

　 28892 遠藤正明
엔도오 마사아키

샤먼킹

Brave Heart
★ 28427 林原めぐみ

하야시바라 메구미

Northern lights 25587 林原めぐみ
하야시바라 메구미

Over Soul 25408 林原めぐみ
하야시바라 메구미

おもかげ
오모카게

★ 28183 林原めぐみ
하야시바라 메구미

샤이닝 윈드

Heart-Shaped Chant
★ 28068 水樹奈々

미즈키 나나

샤이닝 티어즈

Shining Tears 25958 保志総一朗
호시 소이치로

샹그릴라

キミシニタモウコト ナカレ
키미시니타모우코토나카레

★ 28195 May'n

서양 골동 과자점-안티크

Life Goes On ~Side K~ 27884 Chemistry

선계전 봉신연의

Friends 25262 米倉千尋
요네쿠라 치히로

WILL 25200 米倉千尋
요네쿠라 치히로

선생님의 시간

ふられ気分でRock'n Roll
후라레키분데 Rock'n Roll 25932 DROPS

섬광의 나이트레이드

約束
야쿠소쿠

★ 27870 Mucc

세인트 세이야

ペガサス幻想
페가수스 판타지

★ 28456 MAKE-UP

세토의 신부

Dan Dan Dan
★ 27871 SUN&LUNAR

Romantic summer 26730 SUN&LUNAR

Your gravitation 26754 桃井はるこ
모모이 하루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いつも何度でも
이츠모 난도데모

★ 29809 木村弓
키무라 유미

いのちの名前
이노치노 나마에

★ 28885 木村弓
키무라 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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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코롤

Love & Roll
★ 28089 supercell

셀렉터 인펙티드 위크로스

World's End, Girl's Rondo 28612 分島花音
와케시마 카논

killy Killy JOKER
★ 28538 分島花音

와케시마 카논

셔플!

YOU 26441 YURIA

소녀는 언니를 사랑해

Love Power 26339 Aice5

소녀왕국 표류기

DAYS 26524 堀江由衣
호리에 유이

恋する天気図
코이스루 텐키즈

★ 28314 堀江由衣
호리에 유이

소녀혁명 우테나

輪舞-revolution
림부-revolution 25555 奥井雅美

오쿠이 마사미

소년탐정 김정일

2人
후타리

★ 28511 ともさか りえ
토모사카 리에

Sink 25278 Plastic tree

소닉X

SONIC DRIVE 26307
影山ヒロノブ＆高取ヒデアキ

카게야마 히로노부&타카토리 
히데아키

소드 아트 온라인

Courage
★ 28031 戸松遥

토마츠 하루카

Crossing Field
★ 27541 LISA

Ignite
★ 28075 藍井エイル

아오이 에일

Innocence
★ 28001 藍井エイル

아오이 에일

Catch The Moment 28670 LISA

Overfly
★ 28100 春奈るな

하루나 루나

シルシ
시루시 27687 LISA

流星
류세이

　 28890 藍井エイル
아오이 에일

ユメセカイ
유메세카이

★ 28277 戸松遥
토마츠 하루카

소라

Colorless Wind
★ 28029 結城アイラ

유우키 아이라

소울 이터

Papermoon
★ 28101 Tommy heavenly6

resonance 26825 T.M.Revolution

STRENGTH 26942 abingdon boys 
school

爆走夢歌
바쿠소유메우타

★ 28410 Diggy-MO'

소울 테이커

Soul Taker 25347 JAM Project

수왕성

Deep In Your Heart
★ 28039 堂本光一

도우모토 코이치

手をつないで
테오 츠나이데 26335 ユンナ

윤하

수학 여자 학원

初恋サイダー
하츠코이 사이다

★ 28682 Buono!

수호월천

さぁ
사아

★ 28503 surface

수호캐릭터(캐릭캐릭 체인지)

BLACK DIAMOND 27017 ブラックダイヤモンズ
블랙다이아몬드

Blue Moon
★ 28640 水樹奈々 

미즈키 나나

Co・No・Mi・Chi
★ 28028 Buono!

Kiss! Kiss! Kiss! 27902 Buono!

こころのたまご
코코로노 타마고

★ 28204 Buono!

ホントのじぶん
혼토노 지분

★ 28262 Buono!

ロッタラロッタラ
롯타라 롯타라

★ 28284 Buono!

迷宮バタフライ
메이큐우 버터플라이

★ 28329 水樹奈々
미즈키 나나

순정 로맨티카

君=花
키미=하나 27842 pigstar

衝動
쇼오도오 26850 pig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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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발체스마켄

White Forces 27829 fripSide

슈타인즈 게이트

Hacking To The Gate
★ 28066 いとうかなこ

이토 카나코

スカイクラッドの観測者
스카이클래드노 칸소쿠샤

★ 28215 いとうかなこ
이토 카나코

슈퍼 로봇 대전 시리즈

BREAK OUT! 26314 JAM Project

RISING FORCE 26662 JAM Project

Rocks 26665 JAM Project

SKILL 25514 JAM Project

Victory 25750 JAM Project

鋼の救世主
하가네노 메시아 25238 JAM Project

鋼の魂
하가네노 타마시이 26351 水木一郎,影山ヒロノブ

미즈키 이치로,카게야마 히로노부

迷宮のプリズナー
메이큐우노 프리즈너 26168 JAM Project

時を越えて
토키오 코에떼 25938

水木一郎,MIO,影山ヒロノブ
미즈키 이치로,MIO,카게야마 

히로노부

熱風！疾風！サイバスター
렛푸우! 싯푸우! 사이버스타 25567

水木一郎,MIO,影山ヒロノブ
미즈키 이치로,MIO,카게야마 

히로노부

Crest of ''Z's'' 26821 JAM Project

GONG 26102 JAM Project

슈퍼그랑죠

にんじんとグリグリ
닌진토 구리구리 25318 林原めぐみ

하야시바라 메구미

슈퍼내추럴 디 에니메이션

In My Head 27243 CNBLUE

스모모! 지상 최강의 신부

最強OX計画
사이쿄 OX 케이카쿠

★ 28403 MOSAIC.WAV

스즈미야 하루히의 우울

COOL EDITION 26834 朝倉涼子
아사쿠라 료우코

First Good-Bye
★ 28052 平野綾

히라노 아야

God knows… 26235 涼宮ハルヒ(平野綾)
스즈미야 하루히(히라노 아야)

Lost My Music 26241 涼宮ハルヒ(平野綾)
스즈미야 하루히(히라노 아야)

Select?
★ 28123 茅原実里

치하라 미노리

Super Driver 26957 平野綾
히라노 아야

Under Mebius
★ 28151 茅原実里

치하라 미노리

いままでのあらすじ 
이마마데노 아라스지 26930 えすおーえす団

에스오에스단

パラレルDays
패러렐 Days

★ 28244 平野綾
히라노 아야

ハレ晴レユカイ
하레하레 유카이 26199

平野綾・茅原美里・後藤邑子
히라노 아야,치하라 미노리,고토 

유우코

まっがーれ↓スベクタクル
맛가레↓스펙타클

　 26737 古泉一樹
코이즈미 이츠키

まっがーれ↓ スペクタクル
맛가레↓스펙타클

★ 28268 小野大輔
오노 다이스케

倦怠ライフ・リターンズ!
켄타이 라이프 리턴즈 26540 杉田智和

스기타 토모카즈

恋のミクル伝説
코이노 미쿠루 덴세츠 26452 伴都美子

반 토미코

冒険でしょでしょ?
보우켄데쇼데쇼? 26227 平野綾

히라노 아야

雪,無音,窓邊にて
유키, 무옹, 마도베니테 26529 茅原実里

치하라 미노리

止マレ!
토마레! 26963 平野綾・茅原美里・後藤邑子

히라노 아야,치하라 미노리,고토 유우코

最強パレパレード
사이쿄우 퍼레퍼레이드

★ 28404 平野綾・茅原美里・後藤邑子
히라노 아야,치하라 미노리,고토 유우코

스컬맨

明日は明日の君が生まれる
아스와 아스노 키미가 우마레루 26601 AKB48

스켓 댄스

カッコ悪い I love you! 
각꼬와루이 I love you! 27187 フレンチ・キス

프렌치키스

道
미치 27859 The Sketchbook

스쿨럼블

オンナのコ オトコのコ
온나노코 오토코노코 25962 小倉優子

오구라 유코

スクランブル 
스크램블 25918 堀江由衣

호리에 유이

스크라이드

Drastic my soul 25450 酒井ミキオ
사카이 미키오

Reckless fire 25302 井出泰影
이데 야스아키

스크랩드 프린세스

Little Wing 25980 JAM Project(Feat.奥井雅美)
(Feat.오쿠이마사미)

스키쇼

Daydreamin' 26628 谷山紀章
타니야마 키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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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a Survivor 26462 鈴木達央
스즈키 타츠히사 

스토라토스포

1st Priority
★ 28004 メロキュア

메로큐아

스파이럴~추리의끈~

カクテル
칵테일 25972 Hysteric Blue

希望峰
키보우호우 26395 Strawberry JAM 

슬램덩크

あなただけ見つめてる
아나타다케 미츠메테루 27119 大黒摩季

오오구로 마키

ぜったいに誰も
젯타이니 다레모

★ 28497 ZYYG

マイフレンド
마이 프렌드 25003 ZARD

君が好きだと叫びたい
키미가 스키다토 사케비타이 25196 BAAD

世界が終るまでは
세카이가 오와루마데와 25277 WANDS

煌めく瞬間に捕われて
키라메쿠 토키니 토라와레테

★ 28498 MANISH

슬레이어즈

Breeze 25320 林原めぐみ
하야시바라 메구미

Don't be discouraged 26767 林原めぐみ
하야시바라 메구미

Front Breaking
★ 28641 林原めぐみ 

하야시바라 메구미

Get along 25611 林原めぐみ，奥井雅美
하야시바라 메구미,오쿠이 마사미

Give a reason 25197 林原めぐみ
하야시바라 메구미

IN THIS ARM 6970 奥井雅美
오쿠이 마사미

Plenty of grit 26807 林原めぐみ
하야시바라 메구미

Somewhere 20142 桑島法子
쿠와시마 호우코

この世界のどこかで
코노 세카이노 도코카데 25111 桑島法子

쿠와시마 호우코

邪魔はさせない
쟈마와 사세나이

★ 28341 奥井雅美
오쿠이 마사미

砂時計
스나도케이

★ 28642 林原めぐみ 
하야시바라 메구미

시간을 달리는 소녀

ガーネット
가넷 26580 奥華子

오쿠 하나코

変わらないもの
카와라나이 모노

★ 27532 奥華子
오쿠 하나코

시나몬 더 무비

Together 26709 東方神起
동방신기

시로바코

宝箱-TREASURE BOX
타카라바코-TREASURE BOX

★ 28536 奥井雅美
오쿠이 마사미

시스터 프린세스

Love Destiny 25213 堀江由衣
호리에 유이

まぼろし
마보로시 25550 can/goo

翼
츠바사

★ 28476 堀江由衣
호리에 유이

시온의 양

Lady Love
★ 28079 RIZE

시원찮은 그녀를 위한 육성방법

君色シグナル
키미이로 시그널

★ 28302 春奈るな
하루나 루나

시티 헌터

Get Wild
★ 28431 TM Network

RUNNING TO HORIZON
★ 28529 小室哲哉

코무로 테츠야

식극의 소마

希望の唄
키보우노 우타

★ 27975 ウルトラタワー
울트라타워

식령제로

Paradise Lost
★ 27872 茅原実里

치하라 미노리

신 귀무자 던 오브 드림스

Startin'
★ 28441 浜崎あゆみ

하마사키 아유미

신기한 바다의 나디아

Blue Water 25455 森川美穂
모리카와 미호

신무월의 무녀

agony 26245 KOTOKO

Re-sublimity 25917 KOTOKO

신무의 새

ふたりの場所
후타리노 바쇼 26194 片霧烈火

카타키리 렛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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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기 GPX 사이버 포뮬러

I'll Come
★ 28499 G-GRIP

POWER OF LOVE 25690 影山ヒロノブ
카게야마 히로노부

Pray 25301 影山ヒロノブ
카게야마 히로노부

Soul Of Rebirth ~時代の鼓動になれ~
Soul Of Rebirth~지다이노 코도우니 나레~ 25313 影山ヒロノブ

카게야마 히로노부

Winners
★ 28444 G-GRIP

신세기 에반게리온

Beautiful world 26652 宇多田ヒカル
우타다 히카루

Fly Me To The Moon
★ 28054 Claire

桜流し
사쿠라 나가시 27374 宇多田ヒカル

우타다 히카루

残酷な天使のテーゼ
잔코쿠나 텐시노 테제 25246 高橋洋子

타카하시 요오코

魂のルフラン
타마시이노 르프랭 25622 高橋洋子

타카하시 요오코

신세기전마즈

花園キネマ
하나조노 키네마 25612 Penicillin

신암행어사

Song With No Name ~名前のない歌~
Song With No Name~나마에노나이 우타~

★ 28440 BoA

신풍괴도 쟌느

Dive Into Shine
★ 28429 Lastier

PIECE OF LOVE
★ 28506 SHAZNA

ハルカ
하루카

★ 28245 Pierrot

십이국기

月迷風影
게츠메이후우에이 25939 有坂美香

아리사카 미카

썬더 일레븐

つながリーヨ
츠나가리요

★ 28227 T-Pistonz+KMC

マジで感謝！
마지데 칸샤!

★ 28266 T-Pistonz+KMC

勝って泣こうゼッ!
캇테 나코오젯!

★ 28361 T-Pistonz+KMC

썸머워즈

僕らの夏の夢
보쿠라노 나츠노 유메

★ 28528 山下達郎
야마시타 타츠로오

쏘아올린 불꽃, 밑에서 볼까? 
옆에서 볼까?
打上花火

우치아게 하나비 28750 DAOKO X 米津玄師
DAOKO X 요네즈 켄시

쓰르라미 울 적에

why,or why not 26258 大嶋啓之(Feat.片霧烈火)
오오시마 히로유키(Feat.카타기리 렛카)

You 26368 M.Graveyard

You-Visionen Im Spiegel
★ 28159 癒月

유즈키

ひぐらしのなく頃に
히구라시노 나쿠 코로니 26617 島みやえい子

시마미야 에이코

奈落の花
나라쿠노 하나 26650 島みやえい子

시마미야 에이코

対象a
타이쇼오a

★ 28306 anNina

無限回廊
무겐카이로우

★ 28643 田村ゆかり 
타무라 유카리

嘆きノ森
나게키노모리

★ 28408 彩音
아야네

쓰레기의 본망

嘘の火花
우소노 히바나 28659 96猫

쿠로네코

平行線
헤이코우센 28710 さユり

사유리

아니메 점장

アニメ店長－完全燃焼版－
아니메텐쬬-간젠넨쇼우반- 25990 関智一

세키 토모카즈

宝石
호우세키 26406 朴王路美 外

박로미 외

아따맘마

さらば
사라바

★ 28494 キンモクセイ
킨모쿠세이

아라카와 언더 더 브리지

ヴィーナスとジーザス
비너스토 지저스

★ 28175 やくしまるえつこ
야쿠시마루에츠코

아르슬란 전기

ラピスラズリ
라피스라즐리

★ 28280 藍井エイル
아오이 에일

翼
츠바사 27951 藍井エイル

아오이 에일

僕の言葉ではない これは僕達の言葉
보쿠노 코토바데와 나이 코레와 보쿠타치노 코토바 27729 UVERworld

아리아 디 에니메이션

ウンディーネ
운디네 26557 牧野由依

마키노 유이

ユーフォリア
유포리아 26387 牧野由依

마키노 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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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말 좀 들어라!

Coloring 27283 堀江由衣
호리에 유이

Happy Girl 27281 喜多村 英梨
키타무라 에리

아소봇 전기 고쿠

BESIDE YOU -僕を呼ぶ声-
BESIDE YOU-보쿠오 요부코에- 25566 BoA

霞ゆく空背にして
카스미유쿠 소라 세니시테 25459 Janne Da Arc

아오하라이드

世界は恋に落ちている
세카이와 코이니 오치테이루

★ 28352 CHiCO with 
HoneyWorks

아울

ROCKET DIVE 6579 hide with Spread 
Beaver

아이돌 마스터

CHANGE!!!! 27861 765PRO ALLSTARS

GO MY WAY! 26670 THE IDOLM@STER

M@STERPIECE
★ 28534 765PRO ALLSTARS

Ready!!
★ 28113 765PRO ALLSTARS

Shine
★ 28125 CINDERELLA 

PROJECT
Star!!

★ 28134 CINDERELLA 
PROJECT

エージェント夜を往く
에이전트 요루오 유쿠

★ 28179 平田宏美
히라타 히로미

お願い!シンデレラ
오네가이! 신데렐라

★ 28188 高垣楓,他
타카가키 카에데 외

微熱S.O.S!!
비네츠 S.O.S!! 26475 橋本みゆき

하시모토 미유키

夕映えプレゼント
유우바에 프레젠트

★ 28346 CINDERELLA 
PROJECT

約束
야쿠소쿠 27849 今井麻美

이마이 아사미

隣に…
토나리니…

★ 28796 たかはし智秋
타카하시 치아키

自分REST@RT
지분 리스타트 28450 765PRO ALLSTARS

아이들의 시간

ハナマル☆ センセイション
하나마루☆센세이션

★ 28240 Little Non

아이들의 장난감

Ultra Relax 25369 篠原ともえ
시노하라 토모에

아이실드21

Blaze Away 26602 TRAX

아이엠 스타

アイドル活動
아이돌 카츠도우

★ 28176 STAR☆ANIS

아인

夜は眠れるかい?
요루와 네무레루카이? 27830 flumpool

아자 싸워라 응원단

大切なもの
타이세츠나 모노 25464 ロードオブメジャー

로드 오브 메이저

狙いうち
네라이우찌 6479 山本リンダ

야마모토 린다

아즈망가 대왕

空耳ケーキ
소라미미 케이크 25368 Oranges & Lemons

아침 안개의 무녀

KOIBUMI 26561 林原めぐみ
하야시바라 메구미

아포크리파 제로

誓いのエスペロス
치카이노 에스페로스 25264 河合英里

카와이 에이리

악마의 리들

創傷イノセンス
소오쇼오 이노센스

★ 28396 内田真礼
우치다 마야

안녕 절망선생

空想ルンバ
쿠우소우 룸바 26750 大槻ケンヂ と 絶望小女遠

오오츠키 켄지와 절망소녀들

林檎もぎれビーム!
링고모기레 빔

★ 28320 大槻ケンヂ と 絶望小女遠
오오츠키 켄지와 절망소녀들

人として軸がぶれている
히토토시테 지쿠가 부레테이루 26731 大槻ケンヂ と 絶望小女遠

오오츠키 켄지와 절망소녀들

絶世美人
젯세이비진

★ 28644 大槻ケンヂ と 絶望小女遠
오오츠키 켄지와 절망소녀들

알기 쉬운 현대마법

Programming for non-fiction 26956 麻生夏子
아소우 나츠코

알드노아 제로

&Z
★ 28002 SawanoHiroyuki[n

Zk]:mizuki

알드노아제로

aLIEz
★ 28007 Sawano Hiroyu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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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enly Blue
★ 28069 Kalafina

알렉산더 전기

あなたのキスを数えましょう
아나따노 키스오 카조에마쇼오 25158 小柳ゆき

코야나기 유키

암네시아

Zoetrope
★ 28161 やなぎなぎ

야나기나기

암살교실

QUESTION 27895 3年E組うた担
3학년E반노래담당

旅立ちのうた
타비다치노 우타 28802 3年E組うた担

3학년E반노래담당

バイバイYESTERDAY
바이바이 YESTERDAY 27932 3年E組うた担

3학년E반노래담당

青春サツバツ論
세이슌 사츠바츠론

★ 28400 3年E組うた担
3학년E반노래담당

암흑교실

自力本願レボリューション
지리키혼간 레볼루션 28763 3年E組うた担

3학년E반노래담당

애니메탈

アニメタル
아니메탈 25729 アニメタル

아니메타르

앱솔루트 듀오

Absolute Soul
★ 28535 鈴木このみ

스즈키 코노미

야마다군과 7인의 마녀

くちづけDiamond
쿠치즈케 Diamond 28762 WEAVER

야마토 타게루

RAIN 6882 GLAY

야수 조율사 에린

雫
시즈쿠 27692 スキマスイッチ

스키마스잇치

얏타맨

Diverge
★ 28043 Mihimaru GT

양의 노래

Destiny～宿命～
Destiny~슈쿠메이~ 26115 林原めぐみ・関智一

하야시바라 메구미,세키 토모카즈

어나더

凶夢伝染
쿄무덴센

★ 28417 ALI PROJECT

어나더 센츄리 에피소드(A.C.E)

深紅
신쿠

★ 28513 島谷ひとみ
시마타니 히토미

Garnet Moon 25936 島谷ひとみ
시마타니 히토미

어둠과 모자와 책의 여행자

瞳の中の迷宮
히토미노 나까노 메이큐우 25711 嘉陽愛子

카요우 아이코

어떤 과학의 초전자포

Dear My Friend ~まだ見ぬ未来へ~
Dear My Friend~마다 미누 미라이에~

★ 28038 ELISA

Eternal Reality 27753 fripSide

Future Gazer
★ 28058 fripSide

Level 5-judgelight- 27659 fripSide

Only my railgun 27021 fripSide

sister's noise 27440 fripSide

어떤 마술의 금서목록

Masterpiece 27825 川田まみ
카와다 마미

No Buts!
★ 28093 川田まみ

카와다 마미

PSI-missing 26867 川田まみ
카와다 마미

어벤저

月蝕グランギニョル
겟쇼쿠 그랑기뇰

★ 28475 ALI PROJECT

언어의 정원

Rain 27822 秦基博
하타 모토히로

에로망가 선생

adrenaline 28712 TrySail

ヒトリゴト
히토리고토 28707 ClariS

에레멘탈 제레이드

Forever… 26054 savage genius

에어

鳥の詩
토리노 우타 25242 LIA

夏影
나츠카게 26862 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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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월드

Burst The Gravity
★ 28022 ALTIMA

Chase The World
★ 28027 May'n

엑스

Endless Rain 6773 X-JAPAN

eX dream 25392 美勇士
뮤지

Forever Love 6428 X JAPAN

Silent Jealousy 25084 X JAPAN

X 6949 X JAPAN

紅 
쿠레나이 6512 X JAPAN

엔젤 비트

Alchemy 27063 Girls Dead Monster

Crow Song 27049 Girls Dead Monster

Little Braver
★ 28085 Girls Dead Monster

My Soul, Your Beats! 27071 LIA

一番の宝物(Yui Ver.)
이치방노 다카라모노(Yui Ver.)

★ 28380 Girls Dead Monster

엘하자드

ILLUSION 26653 INVOICE

여기는 잘나가는 파출소

ナイスな心意気
나이스나 코코로이키 25303 嵐

아라시

なんでだろう ~こち亀バージョン~
난데다로~코치카메 버전~

★ 28454 テツandトモ
테츠and토모

語れ!涙!
카타레! 나미다! 26607 SEX MACHINEGUN

여름 눈 랑데부

あなたに出会わなければ ~夏雪冬花~
아나타니 데아와나케레바 ~카세츠토오카~ 27752 Aimer

역경무뢰 카이지 파계록편

Chase The Light!
★ 28026 Fear, and Loathing 

in Las Vegas
역시 내 청춘 러브코메디는 
잘못됐다
ユキトキ

유키토키 27751 やなぎなぎ
야나기나기

春擬き
하루모도키 27734 やなぎなぎ

야나기나기

영웅 전설

星の在り処
호시노 아리카 26505 う～み

우~미

옆자리 괴물군

Q&A リサイタル!
Q&A 리사이틀!

★ 28107 戸松遥
토마츠 하루카

옆자리 세키군

迷惑スペクタクル
메이와쿠 스펙타클

★ 28542 花澤香菜
하나자와 카나

예전부터 계속 좋아했어 
고백실행위원회
ノンファンタジー

논판타지 28792 LIPxLIP

ロメオ
로미오

★ 28697 LIPxLIP

大嫌いなはずだった。
다이키라이나 하즈닷타. 28828

HoneyWorks(Feat.GUMI,初
音ミク)

(Feat.GUMI,하츠네 미쿠)

夢ファンファーレ
유메 팡파레

★ 28928 LIPxLIP
　

センパイ。
센파이.

　 28837 HoneyWorks meets 
TrySail

日曜日の秘密
니치요우비노 히미츠

　 28889 HoneyWorks meets 
CHiCO & sana

恋色に咲け
코이이로니 사케 27894 CHiCO with 

HoneyWorks

오! 나의 여신님

My Heart 言い出せない,Your Heart 確かめたい
My Heart 이이다세나이, Your Heart 타시카메타이 25620 GODDESS FAMILY 

CLUB
OPEN YOUR MIND 26744 石田燿子

이시다 요우코

오네가이 트윈즈

Second Flight 25614 KOTOKO & 佐藤裕美
KOTOKO & 사토우 히로미

Shooting Star 25438 KOTOKO

오늘부터 마왕

ありがとう
아리가토우 26331 BON'Z

果てしなく遠い空に
하테시나쿠 토오이 소라니 25841 THE STAND UP

오란고교 호스트부

GUILTY BEAUTY LOVE 26576 宮野真守
미야노 마모루

また明日!!
마타 아시타!! 26403 桜蘭高校ホストクラブ

오우란코우코우 호스트쿠라부

僕らのLove Style
보쿠라노 Love Style

★ 28336 鈴村健一,藤田圭宣
스즈무라 켄이치,후지타 요시노리

桜キッス
사쿠라키스 26230 河辺千恵子

카와베 치에코

疾走
싯소우 26238 LAST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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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쿠에게 사랑은 어려워

フィクション
픽션

　 28874 sumika
　

오버로드

Clattanoia
★ 28422 OxT

HYDRA
★ 28826 MYTH & ROID

GO CRY GO
★ 28824 OxT

VORACITY
　

　 28903 MYTH & ROID
　

L.L.L. 28197 MYTH & ROID

오버맨킹게이너

キングゲイナーオーバー!
킹게이나 오버! 25518 福山芳樹

후쿠야마 요시키

오소마츠상

SIX SAME FACES~今夜も最高!!!!!!~
SIX SAME FACES~콘야모 사이코우!!!!!!~ 28005

イヤミ(Feat.おそ松,カラ松,チョロ松
,一松,十四松,トド松)
이야미(Feat.오소마츠,카라마츠,쵸로마츠,이치마

츠,쥬우시마츠,토도마츠)

SIX SHAME FACES~今夜も最高!!!!!!~
SIX SHAME FACES~콘야모 사이코우!!!!!!~ 27931

トト子(Feat.おそ松,カラ松,チョロ松
,一松,十四松,トド松)
토토코(Feat.오소마츠,카라마츠,쵸로마츠,이치마

츠,쥬우시마츠,토도마츠)

はなまるぴっぴは よいこだけ
하나마루핏피와 요이코다케 27821 A応P

에이오피

君氏危うくも近うよれ
쿤시아야후쿠모 치코우요레

★ 28811 A応P
에이오피

全力バタンキュー
젠료쿠바탄큐 27828 A応P

에이오피

오오카미씨와 7명의 동료들

Ready Go!
★ 28111 May'n

온 유어 마크

On Your Mark 6742 Chage & Aska

와일드 암즈 더 피프스 뱅가드

JUSTICE TO BELIEVE 26396 水樹奈々
미즈키 나나

요괴워치

ようかい体操第一
요오카이 타이소오 다이이치

★ 28278 Dream5

요리왕 비룡

君さえいれば
키미사에 이레바 25230 DEEN

息もできない
이키모 데키나이

★ 28362 ZARD

용자왕 가오가이가

Let's Final Fusion!! 26625 遠藤正明 & 影山ヒロノブ
엔도오 마사아키&카게야마 히로노부

勇者王誕生(神話 Ver.)
유우샤오 탄죠오(신화 Ver.) 25258 遠藤正明

엔도오 마사아키

勇者王誕生
유우샤오 탄죠오 25255 遠藤正明

엔도오 마사아키

우루세이야츠라

I, I, You & 愛
I, I, You & 아이

★ 29910 小林泉美
코바야시 이즈미

ラムのラブソング
램노 러브송

★ 28505 松谷祐子
마츠타니 유코

우리들의

アンインストール
언인스톨 26701 石川智晶

이시카와 치아키

우에키의 법칙(배틀짱)

FALCO~ファルコ~
FALCO ~팔코~ 26725 島谷ひとみ

시마타니 히토미

No Regret
★ 28095 倖田來未

코우다 쿠미

우주 소년 아톰(철완 아톰)

Now or Never 26655 CHEMISTRY

解読不能
카이도쿠 후노우

★ 28722 After the Rain

true blue 25662 ZONE

우주 전함 야마토

Fight For Liberty
★ 28051 UVERworld

宇宙戦艦ヤマト
우츄우센칸 야마토

★ 28375 ささきいさお
사사키 이사오

우주의 스텔비아

明日へのbrilliant road
아스에노 brilliant road 25598 angela

우타와레루 모노

夢想歌
무소우카 26287 SUARA

不安定な神様
후안테이나 카미사마 27846 SUARA

울트라 매니악

鏡の中
카가미노 나카 26445 can/goo

울프스 레인

gravity 25507 坂本真綾
사카모토 마야

Stray 25527 STEVE CONTE

유녀전기

JINGO JUNGLE 28653 MYTH & 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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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 Los! Los!
★ 28723 悠木碧

유우키 아오이

유리 On Ice

History Maker 27981 DEAN FUJIOKA

You Only Live Once 27990 YURI!!! On 
Ice(Feat.w.hatano)

워킹!!

Someone Else
★ 28132 阿澄佳奈,藤田咲,喜多村英梨

아스미 카나,후지타 사키,키타무라 에리

원령공주

もののけ姫
모노노케히메

★ 28462 米良美一
메라 요시카즈

원반황녀 왈큐레

Agape 25798 メロキュア
메로큐아

愛しいかけら
이또시이 카케라 26633 メロキュア

메로큐아

원펀맨

The Hero!! ~怒れる拳に火をつけろ~
The Hero!!~이카레루 코부시니 히오 츠케로~ 27820 JAM Project

원피스

Believe 25666 Folder5

BON VOYAGE! 25730 BON-BON BLANCO

Brand New World
★ 27623 D-51

Compass
★ 28030 川嶋あい

카와시마 아이

Crazy Rainbow 26523 タッキー＆翼
탁키&츠바사

FAITH
★ 28430 Ruppina

Fanfare 27009 Mr. Children

Fight Together 27551 安室奈美恵
아무로 나미에

Hope 28794 安室奈美恵
아무로 나미에

Free will 25602 Ruppina

HANDS UP! 27555 新里宏太
신자토 코우타

MEMORIES 25888 大槻真希
오오츠키 마키

One Day 27731 The ROOTLESS

RUN! RUN! RUN! 25284 大槻真希
오오츠키 마키

sailing day 25504 Bump of Chicken

Share The World 26909 東方神起
동방신기

Shining Ray 25353 Janne Da Arc

Wake Up 27599 AAA

ウィーアー!
위 아! 25296 きただにひろし

키타다니 히로시

ウィーアー!
위 아! 26922 東方神起

동방신기

ウィーゴー!
위 고!

★ 28482 きただにひろし
키타다니 히로시

ココロのちず
코코로노 치즈

★ 28205 BOYSTYLE

サヤエンドウ
사야엔도

★ 28209 NEWS

ヒカリへ
히카리에 26376 The Baby Stars

明日は来るから
아스와 쿠루까라 26544 東方神起

동방신기

未来航海
미라이코오카이

★ 28332 タッキー&翼
탁키&츠바사

風をさがして
카제오 사가시테 27005 矢口真里とストローハット

야구치 마리와 밀짚모자

월간소녀 노자키군

君じゃなきゃダメみたい
키미쟈나캬 다메미타이 27649 オーイシマサヨシ

오오이시 마사요시

위저드 배리스터즈-변마사세실

JUSTITIA
★ 28544 Lia

유루유리

いぇす! ゆゆゆ☆ゆるゆり
예스! 유유유☆유루유리

★ 28172 七森中☆ごらく部
나나모리중☆오락부

ゆりゆらららら ゆるゆり大事件
유리유라라라라 유루유리 다이지켄 27852 七森中☆ごらく部

나나모리중☆오락부

유유백서

アンバランスな Kissをして
언발란스나 Kiss오 시테

★ 28446 高橋ひろ
타카하시 히로

微笑みの爆弾
호호에미노 바쿠단

★ 28470 馬渡松子
마와타리 마츠코

太陽がまた輝くとき
타이요가 마타 카가야쿠 토키

★ 28480 高橋ひろ
타카하시 히로

유희왕

CROSS GAME
★ 28645 アリス九號 

아리스나인

OVERLAP 26399 Kimeru

Shuffle 26386 奥井雅美
오쿠이 마사미

VOICE 25748 CLOUD

マスターピース
마스터피스

★ 28495 Mihimaru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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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日もし君が壊れても
아시타모시 키미가 코와레테모

★ 28325 WANDS

僕クエスト
보쿠 퀘스트

★ 28496 ゴールデンボンバー
골든봄버

限界バトル
겐카이 바틀 26257 JAM Project

육상방위대 마오

All My Love 25324 堀江由衣
호리에 유이

Brand New Day
★ 28019 Aice5

은발의 아기토

調和 oto ~with reflection~
쵸오와 oto ~with reflection~

★ 28392 KOKIA

은수저

Hello Especially 27730 スキマスイッチ
스키마스잇치

Kiss You
★ 27654 miwa

オトノナルホウヘ
오토노나루 호우에

★ 28182 Goose House

은하철도 999

SAYONARA 26278 Mary McGregor

The Galaxy Express 999 ★ 28141 ゴダイゴ
고다이고

テイキング・オフ!
테이킹 오프!

★ 28228 ゴダイゴ
고다이고

은혼

Day×Day 27840 BLUE ENCOUNT

I, 愛, 会い
I,아이,아이 27885 ghostnote

Pray 26303 Tommy heavenly6

Sanagi 26904 POSSIBILITY

Stairway Generation 26962 Base Ball Bear

アナタMAGIC
아나타 MAGIC

★ 28166 monobright

ウォーアイニー
워 아이 니 26967 高橋瞳×BEAT CRUSADERS

타카하시 히토미×BEAT CRUSADERS

かさなる影
카사나루 카게

★ 28191 Hearts Grow

キャンディ・ライン
캔디라인

★ 28198 高橋瞳
타카하시 히토미

サクラミツツキ
사쿠라 미츠츠키 27425 SPYAIR

サムライハート(Some Like it Hot)
사무라이 하트(Some Like it Hot) 27527 SPYAIR

バクチ・ダンサー
바쿠치 댄서

★ 28237 DOES

プライド革命
프라이드 카쿠메이 27767 CHiCO with 

HoneyWorks
今日もサクラ舞う暁に

쿄우모 사쿠라마우 아카츠키니 28708 CHiCO with 
HoneyWorks

奇跡
키세키 26661 シュノーケル

슈노켈

曇天
담천 26809 DOES

桃源郷エイリアン
토오겐쿄오 에일리언

★ 28307 serial TV drama

雪のツバサ
유키노 츠바사 26618 redballoon

VS ★ 28813 BLUE ENCOUNT

修羅
수라 26507 DOES

銀色の空
긴이로노 소라

★ 28377 redballoon

ヒカリ証明論
히카리쇼우메이론 28912 CHiCO with 

HoneyWorks
大不正解

다이후세이카이 28910 back number

現状ディストラクション
겐죠오 디스트럭션 27596 SPYAIR

이누보쿠 시크릿 서비스

ニルヴァーナ
너바나 27336 Mucc

이누야샤

ANGELUS 26341 島谷ひとみ
시마타니 히토미

Change the world 25164 V6

Come
★ 28428 安室奈美恵

아무로 나미에

Dearest 25040 浜崎あゆみ
하마사키 아유미

Every Heart-ミンナノキモチ-
Every Heart -민나노 키모치- 25190 BoA

Four Seasons 25709 安室奈美恵
아무로 나미에

Grip! 25512 Every Little Thing

I am 25160 hitomi

My Will 25560 dream

No More Words
★ 28437 浜崎あゆみ

하마사키 아유미

One Day, One Dream 25720 タッキー＆翼
탁키&츠바사

イタズラなKISS
이타즈라나 KISS 25586 day after tomorrow

ゆらゆら
유라유라

★ 28464 Every Little Thing

君がいない未来
키미가 이나이 미라이 27007 Do As Infi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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深い森
후카이 모리 25122 Do As Infinity

楽園
라쿠엔 26549 Do As Infinity

卒業~さよならは明日のために~!
소츠교우~사요나라와 아시타노 타메니~ 25537 タッキー＆翼

탁키&츠바사

真実の詩
신지츠노 우타 25412 Do As Infinity

이누카미

ヒカリ
히카리 27901 堀江由衣

호리에 유이

이능배틀은 일상계 속에서

OVERLAPPERS
★ 28537 Qverktett:||

이니셜D

Around the world 25716 move

이 멋진 세계에 축복을!

fantastic dreamer 28731 Machico

TOMORROW
★ 28666 Machico

이 미술부에는 문제가 있다! 

Starting Now 28690 水樹奈々
미즈키 나나

이별의 아침에 약속의 꽃을 
장식하자
Viator

　
　 28891 rionos

　

이웃집 토토로

さんぽ
산포

★ 29843 井上あずみ,杉並児童合唱団
이노우에 아즈미,스기나미지도오갓쇼오단

となりのトトロ
토나리노 토토로 25407 井上あずみ

이노우에 아즈미

익시온사가 DT

DT捨テル
DT스테루

★ 28504
ゴールデン・イクシオン・ボ
ンバーDT

골든 익시온 봄버 DT

인어의 숲

Like an angel 26745 石川智晶
이시카와 치아키

인피니트 스트라토스

Straight Jet
★ 28137 栗林みな実

쿠리바야시 미나미

Super∞Stream
★ 28138 日笠陽子,ゆかな 他

히카사 요코,유카나 외

일곱 개의 대죄

7-seven-
★ 28615 FLOW×GRANRODEO

Seven Deadly Sins
★ 28124 MAN WITH A 

MISSION
星のうつわ

호시노 우츠와
★ 28614 スキマスイッチ

스키마스잇치

Howling
　

　 28852 FLOW X GRANRODEO

熱情のスペクトラム
네츠죠오노 스펙트럼 27686 いきものがかり

이키모노가카리

일본 최고의 남자의 혼

ゆらめき
유라메키 25083 Dir en grey

일상

ヒャダインの じょーじょーゆーじょー
햐다인노 죠우죠우유우죠우

★ 28252 ヒャダイン
햐다인

ヒャダインのカカカタ☆ カタオモイ-C
햐다인노 카카카타☆카타오모이-C 27790 ヒャダイン

햐다인

일하는 세포

ミッション!健・康・第・イチ
미션! 켄 코우 다이 이치

　 28914
花澤香菜,前野智昭,小野大輔,井上喜久子
하나자와 카나,마에노  토모아키,오노 

다이스케,이노우에 키쿠코

CheerS
　

　 28908 ClariS
　

일주일간 친구

奏(かなで)
카나데 27392 スキマスイッチ

스키마스잇치

잇큐상

とんちんかんちん 一休さん
톤친칸친 잇큐상

★ 28453 相内恵,ヤングフレッシュ
아이우치 메구미,영프레쉬

작안의 샤나

being 26228 KOTOKO

Blaze
★ 28018 KOTOKO

JOINT 26708 川田まみ
카와다마미

Sociometry
★ 28131 KOTOKO

緋色の空
히쇼쿠노 소라 26128 川田まみ

카와다마미

夜明け生まれ來る少女
요아케 우마레쿠루 쇼우죠 26654 高橋洋子

타카하시 요오코

天壌を翔る者たち
텐죠오 카케루 모노타치

★ 28398 Love Planet Five

守るべきもの
마모루베키 모노

★ 27874 國分優香里
고부쿤 유카리

작은 눈의 요정 슈가

SUGAR BABY LOVE 25660 Wink

잔향의 테러

Trigger
★ 28539 Yuuki Ozaki(From 

Galileo Galilei)

자 32 2019년 02월 신곡 기준

반주기에 탑재된 음악 및 영상은 권리자 변경 및 요청, 사용기간 만료, 저작권 문제 등으로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誰か、海を。
다레카, 우미오. 27841 Aimer

장난을 잘치는 타카기양

言わないけどね。
이와나이케도네.

　 28844 大原ゆい子
오오하라 유이코

장금이의 꿈

今が大好き
이마가 다이스키 26559 ユンナ

윤하

전국 바사라

FLAGS
★ 28626 T.M.Revolution

JAP 26946 abingdon boys 
school

SWORD SUMMIT
★ 28485 T.M.Revolution

BLADE CHORD 26718 abingdon boys 
school

전국무쌍

雪月花 ~The End Of Silence~
세츠겟카~The End Of Silence~

★ 28347 Gackt

전설의 총사 빨간 망토

Princess Rose 26566 田村ゆかり
타무라 유카리

童話迷宮
도우와메이큐우 26564 田村ゆかり

타무라 유카리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건에 
대하여
Nameless  Story

　
　 28925 寺島拓篤

테라시마 타쿠마

전영소녀

あの日に…
아노 히니… 25413 木村真紀

키무라 마키

전파녀와 청춘남

Os-宇宙人
Os-우츄우진

★ 28098 エリオをかまってちゃん
에리오오카맛테챤

전희절창 심포기어

Synchrogazer
★ 28139 水樹奈々

미즈키 나나

Vitalization 28589 水樹奈々
미즈키 나나

절대가련칠드런

Break+Your+Destiny
★ 27875

兵部京介vs皆本光一with賢木修二 
starring 遊佐浩二

효우부 쿄우스케 vs 미나모토 코우이치 with 
사카키 슈우지 starring 유사 코우지

정글은 언제나 맑음 뒤 흐림

LOVE トロピカーナ
LOVE 트로피카나 25580 Sister MAYO

정령의 수호자

SHINE 26866 L'Arc~en~Ciel

愛しい人へ
이토시이 히토에

★ 28367 タイナカサチ
타이나카 사치

제로의 사역마

First Kiss
★ 28053 ICHIKO

I say yes 26746 ICHIKO

You're The One
★ 28160 ICHIKO

スキ?キライ!? スキ!!!
스키?키라이!?스키!!!

★ 27890 釘宮理恵
쿠기미야 리에

제비뽑기 언밸런스

くじびきアンバランス
쿠지비키 언발란스 26324 UNDER17

종말에 뭐하세요? 바쁘세요? 
구해주실 수 있나요?
DEAREST DROP 28714 田所あずさ

타도코로 아즈사

죠죠의 기묘한 모험

Bloody Stream 27432 Coda

Crazy Noisy Bizzare Town
★ 28630 THE DU

Stand Proud 27581 橋本仁
하시모토 진

Chase
★ 27960 batta

Great Days
★ 27986 青木カレン,ハセガワダイスケ

아오키 카렌,하세가와 다이스케

ジョジョ ~その血の運命~
죠죠 ~소노 치노 사다메~

★ 28212 富永TOMMY弘明
토미나가TOMMY히로아키

ジョジョその血の記憶 ~end of THE WORLD~
죠죠 소노 치노 키오쿠 ~end of THE WORLD~

★ 28213 Jo☆STARS~TOMM
Y,Coda,JIN~

주문은 토끼입니까?

Daydream Cafe 27848 Petit Rabbit's

중 2병이라도 사랑을 하고 
싶어!
Inside Identity

★ 28076 Black Raison d'etre

Sparkling Daydream 27370 ZAQ

Journey
　

　 28840 ZAQ
　

君へ
키미에 27436 ZAQ

쥬베이짱

心晴れて夜も明けて
코코로하레테 요루모 아케테 25755 堀江由衣

호리에 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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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로

Endscape 26536 UVERworld

Love Is…
★ 28087 加藤ミリヤ

카토우 미리야

This Night
★ 28145 CHEMISTRY

지구 소녀 아르주나

マメシバ
마메시바 26473 坂本真綾

사카모토 마야

지옥 소녀

NightMare 26639 SNoW

逆さまの蝶
사카사마노 쵸오우 26391 SNoW

지옥 선생 누베

バリバリ最強No.1
바리바리 사이쿄우 No.1

★ 28531 FEEL SO BAD

진격의 거인

Great Escape
★ 28063 cinema staff

The Reluctant Heroes
★ 28143 mpi

美しき残酷な世界
우츠쿠시키 잔코쿠나 세카이

★ 28328 日笠陽子
히카사 요코

自由の翼
지유우노 츠바사

★ 28382 Linked Horizon

青春は花火のように
세이슌와 하나비노 요우니

★ 28532 Linked Horizon

暁の鎮魂歌
아카츠키노 친콘카

　 28915 Linked Horizon
　

Red Swan
　

　 28922 Yoshiki(Feat.hyde)
　

心臓を捧げよ!
신조우오 사사게요! 28706 Linked Horizon

ANTI-HERO
★ 27940 SEKAI NO OWARI

紅蓮の弓矢
구렌노 유미야 27457 Linked Horizon

진삼국무쌍

Time 27196 KinKi Kids

짱구는 못말려

Cry Baby
★ 28493 SEAMO

PURENESS 6808 SHAZNA

RPG 27434 SEKAI NO OWARI

T.W.L 27180 関ジャニ∞
칸쟈니에이토

イエローパンジーストリート
옐로우 팬지 스트리트 27274 関ジャニ∞

칸쟈니에이토

キミに100パーセント
키미니 햐쿠퍼센트 27798 きゃりーぱみゅぱみゅ

캬리 파뮤파뮤

ファミリーパーティー
패밀리파티

★ 28254 きゃりーぱみゅぱみゅ
캬리 파뮤파뮤

友よ~この先もずっと...
토모요~코노 사키모 즛토...

　 28855 ケツメイシ
케츠메이시

笑一笑~シャオイーシャオ!~
샤오이샤오

　 28836 ももいろクローバーＺ
모모이로 클로버 Z

希望山脈
키보오산먀꾸 27265 渡り廊下走り隊7

와타리로오카하시리타이세븐

창궁의 파프너

Peace of mind 26465 angela

Separation 26467 angela

Shangri-La 25910 angela

창성의 아쿠에리온

Go Tight!
★ 27876 AKINO

パラドキシカルZOO
패러독시컬 ZOO

★ 28243 AKINO With bless4

君の神話 ~アクエリオン第二章~
키미노 신와 ~아쿠에리온 다이니쇼우~ 27302 AKINO With bless4

創聖のアクエリオン
소우세이노 아쿠에리온 26050 AKINO

채운국 이야기

はじまりの風
하지마리노 카제 26664 平原綾香

히라하라 아야카

最高の片想い
사이코우노 카타오모이 26294 タイナカサチ

타이나카 사치

천공의 성 라퓨타

MYSTIC EYES 25594 和田弘樹
와다 히로키

천공의 에스카플로네

光の中へ
히카리노 나카에 25426 坂本真綾

사카모토 마야

君をのせて
키미오 노세떼 25569 井上あずみ

이노우에 아즈미

約束はいらない
야쿠소쿠와 이라나이 25494 坂本真綾

사카모토 마야

指輪
유비와 25245 坂本真綾

사카모토 마야

青い瞳
아오이 히토미 25573 坂本真綾

사카모토 마야

천방지축 모험왕

プリズム
프리즘 26732 BAI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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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보이문 아야카시아야시

Winding Road 26236 ポルノグラフィティ
포르노그라피티

천사소녀 네티

あなたに逢いたくて~Missing You~
아나타니 아이타쿠테~Missing You~ 25641 松田聖子

마츠다 세이코

천상천하

Bomb A Head! Returns! 26636 M.C.A.T(Feat.DA 
PUMP)

천원돌파 그렌라간

Happily ever after 26733 中川翔子
나카가와 쇼우코

みんなのピ-ス
민나노 피스 26703 アフロマニア

아후로마니아

空色デイズ
소라이로 데이즈 26553 中川翔子

나카가와 쇼우코

続く世界
츠즈쿠 세카이

★ 28356 中川翔子
나카가와 쇼우코

첫사랑 한정

初恋 limited
하쯔코이 limited 26943 marble

청의 엑소시스트

Core Pride 27198 UVERworld

In My World 27694 ROOKiEZ is 
PUNK`D

REVERSI 27410 UVERworld

一滴の影響
잇테키노 에이쿄우 28662 UVERworld

Take off 27192 2PM

청춘 돼지는  바니걸 선배의 
꿈을 꾸지 않는다
君のせい

키미노 세이
　 28931 the peggies

　

초속 5센티미터

One more time One more 
chance 26408 山崎まさよし

야마자키 마사요시

초시공요새 마크로스

マクロス
마크로스 25436 藤原誠

후지와라 마코토

愛,おぼえていますか 
아이, 오보에떼이마스카 25633 飯島真理

이이지마 마리

초신성 플래시맨

超新星フラッシュマン
초신세이 후레쉬맨

★ 28483 北原拓
키타하라 타쿠

초자원 게임넵튠

Dimension Tripper!!!!
★ 28547 nao

초중신 그라비온

嘆きのロザリオ
나게키노 로자리오 25485 JAM Project

合神！ゴッドグラヴィオン
갓신! 곳도그라비온 25937 JAM Project(Feat.遠藤正明)

JAM Project(Feat.엔도 마사아키)

최유기

Alone 25562 下川みくに
시모카와 미쿠니

For Real 25266 德山秀典
토쿠야마 히데노리

TIGHTROPE 25476 TETSU69

최종병기 그녀

サヨナラ
사요나라 25477 谷戸由李亜

야토 유리아

쵸비츠

Let Me Be With You 25283 Round table

추하고도 아름다운 세계

Metamorphose 26554 高橋洋子
타카하시 요오코

츠바사 크로니클

BLAZE 26372 キンヤ
킹야

アムリタ
암리타

★ 27891 牧野由依
마키노 유이

ユメノツバサ
유메노 츠바사 26521 牧野由依

마키노 유이

ループ
루프 26006 坂本真綾

사카모토 마야

카

ポリリズム
포리리즘 27207 Perfume

카게구루이

Deal with the devil 28754 Tia

카난

Mind as judgment 26955 飛蘭
훼이란

카논

Florescence 25522 藤原美穂
후지와라 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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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regrets 26315 彩菜
아야나

風の辿り着く場所
카제노 타도리츠쿠 바쇼 26579 彩菜

아야나

카드캡터 체리

Catch You Catch Me 25543 日向めぐみ
히나타 메구미

Get Your Love
★ 28059 丹下桜 他

탄게 사쿠라 외

Groovy!
★ 28065 広瀬香美

히로세 코우미

Honey
★ 28434 chihiro

super duper love love days 26469 グミ
구미

しあわせの魔法
시아와세노 마호우 26293 丹下桜

탄게 사쿠라

プラチナ
플라티나 25256 坂本真綾

사카모토 마야

CLEAR 28818 坂本真綾
사카모토 마야

扉をあけて
토비라오 아케떼 25684 ANZA

遠いこの街で
토오이 코노마치데 26067 皆谷尚美

카이타니 나오미

카레이도 스타

Take it Shake it 26470 SUGAR

約束の場所へ
야쿠소쿠노 바쇼에 26034 米倉千尋

요네쿠라 치히로

카우보이 비밥

RAIN 25830 STEVE CONTE

The Real Folk Blues 25280 山根麻衣
야마네 마이

카타나가타리

拍手喝采歌合
하쿠슈캇사이우타아와세

★ 28333 supercell

칸나기

motto☆派手にね
motto☆하데니네 26887 戸松遥

토마츠 하루카

캡틴 츠바사

Our Relation
★ 28438 今井絵理子

이마이 에리코

케모노 프렌즈

ようこそジャパリパークへ
요우코소 자파리파크에 28677 どうぶつビスケッツxPPP

도우부츠비스킷x페파푸

ぼくのフレンド
보쿠노 프렌드 28711 みゆはん

미유항

케이

Kings
★ 28078 angela

케이온!

Cagayake! GIRLS 26907 桜高軽音部
사쿠라코우케이옴부

Don’t say “lazy” 26908 桜高軽音部
사쿠라코우케이옴부

GO! GO! MANIAC 27047 放課後ティータイム
방과후티타임

Heart Goes Boom!!
★ 28067 日笠陽子

히카사 요코

Listen 27051 放課後ティータイム
방과후티타임

No,Thank You! 27159 放課後ティータイム
방과후티타임

Singing!
★ 28129 放課後ティータイム

방과후티타임

U&I
★ 27547 放課後ティータイム

방과후티타임

Unmei Wa Endless!
★ 28152 放課後ティータイム

방과후티타임

Utauyo!! Miracle
★ 28154 放課後ティータイム

방과후티타임

ギー太に首ったけ
기타니 쿠빗타케

★ 28193 豊崎愛生
토요사키 아키

ごはんはおかず
고항와 오카즈

★ 28207 放課後ティータイム
방과후티타임

ぴゅあぴゅあはーと
퓨어 퓨어 하트 27058 放課後ティータイム

방과후티타임

ふでペン~ボールペン~
후데펜~볼펜~

★ 28255 放課後ティータイム
방과후티타임

ふわふわ時間
후와후와 지칸 26916 桜高軽音部

사쿠라코우케이옴부

わたしの恋はホッチキス
와타시노 코이와 호치키스

★ 28287 放課後ティータイム
방과후티타임

翼をください
츠바사오 쿠다사이 26984 桜高軽音部

사쿠라코우케이옴부

天使にふれたよ 
텐시니 후레타요

★ 27563 放課後ティータイム
방과후티타임

코드기어스 반역의 를르슈

COLORS 26301 FLOW

Masquerade
★ 27877 hitomi

O2 26773 ORANGE RANGE

WORLD END 26829 FLOW

シアワセネイロ
시아와세 네이로

★ 28210 ORANGE RANGE

モアザンワーズ
모어 댄 워즈

★ 28484 坂本真綾
사카모토 마야

モザイクカケラ
모자이크 카케라 26377 SunSet Sw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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わが臈たし悪の華
와가 로오타시 아쿠노 하나

★ 28286 ALI PROJECT

瞳ノ翼
히토미노 츠바사 26620 access

勇侠青春謳
유우쿄우 세이슌카 26312 ALI PROJECT

解読不能
카이도쿠후노우 26325 ジン

진

코바토

マジックナンバー
매직 넘버

★ 28265 坂本真綾
사카모토 마야

코쿠리코 언덕에서

さよならの夏
사요나라노 나츠 27230 手嶌葵

테시마 아오이

쾌걸 근육맨

キン肉マンGo Fight
킨니쿠맨 Go Fight 26598 串田アキラ

쿠시다 아키라

ハッスルマッスル(HUTLE MUSCLE)
허슬머슬 25761 河野陽吾

코노 요고

쿠로코의 농구

Can Do 27661 GRANRODEO

FANTASTIC TUNE
★ 28486 小野賢章

오노 켄쇼

Punky Funky Love
★ 28106 GRANRODEO

Rimfire
★ 28118 GRANRODEO

Start It Right Away 27696 ヒャダイン
햐다인

The Other Self
★ 28142 GRANRODEO

Walk
★ 27562 OLDCODEX

カタルリズム
카탈리즘 27750 OLDCODEX

キミが光であるために
키미가 히카리데아루 타메니

★ 28194 小野賢章
오노 켄쇼

メモリーズ
메모리즈 27819 GRANRODEO

変幻自在の マジカルスター
헨겐지자이노 매지컬스타

★ 28334 GRANRODEO

큐티허니

キューティーハニー
큐티 하니 25843 倖田來未

코우다 쿠미

크게 휘두르며

ありがとう
아리가토우 26672 SunSet Swish

ドラマチック
드라마틱 26495 Base Ball Bear

青春ライン
세이슌 라인 26711 いきものがかり

이키모노가카리

크로스앙쥬-천사와 용의 용무

禁断のレジスタンス
킨단노 레지스탕스 27677 水樹奈々

미즈키 나나

크르노 크루세이드

さよならソリティア
사요나라 소리티아 25987 千葉紗子

치바 사에코

翼はPleasure Line
츠바사와 Pleasure Line 25710 栗林みな実

쿠리바야시 미나미

클라나드

だんご大家族
당고 다이카조쿠 26783 茶太

챠타

メグメル
메구메르 26674 eufonius

클락워크 플래닛

アンチクロックワイズ
안티클락와이즈

★ 28685 After the Rain

클램프 학원 탐정단

Gift
★ 28060 坂本真綾

사카모토 마야

클레이 모어

レゾンデートル
레종데트르 26543 ナイトメア

나이토메아

断罪の花～Guilty Sky～
단자이노 하나∼Guilty Sky∼ 26537 小坂りゆ

코사카 리유

키노의 여행

ALL THE WAY 25632 下川みくに
시모카와 미쿠니

키디 그레이드

未来の記憶
미라이노 키오쿠

★ 28330 YUKA

純白サンクチュアリィ
쥰바쿠 생츄어리

★ 28360 茅原実里
치하라 미노리

키라링 레볼루션

アナタボシ
아나타보시 26763 MilkyWay

チャンス!
찬스

★ 28223
月島きらり starring 
久住小春(モーニング娘。)

츠키시마 키라리 starring 쿠스미 코하루(모닝구무스메)

ハッピー☆彡
해피☆彡 26485

月島きらり starring 
久住小春(モーニング娘。)

츠키시마 키라리 starring 쿠스미 코하루(모닝구무스메)

はなをぷーん
하나오 풍

★ 28241 きら☆ぴか
키라☆피카

バラライカ
발랄라이카 26248

月島きらり starring 
久住小春(モーニング娘。)

츠키시마 키라리 starring 쿠스미 코하루(모닝구무스메)

大きな愛でもてなして
오오키나 아이데 모테나시테 27073 ℃-ute

恋☆カナ
코이☆카나

★ 28313
月島きらり starring 
久住小春(モーニング娘。)

츠키시마 키라리 starring 쿠스미 코하루(모닝구무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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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바

儚く強く
하카나쿠 츠요쿠

★ 28323 ユンナ
윤하

키스덤

君がいる限り
키미가이루 카기리

★ 28300 ステファニー
스테파니

키테레츠 대백과

はじめてのチュウ
하지메떼노 츄우

★ 28646 あんしんパパ
안신파파

킬라킬

Ambiguous
★ 28011 GARNiDELiA

シリウス
시리우스 27666 藍井エイル

아오이 에일

킹덤하츠

Passion
★ 28439 宇多田ヒカル

우타다 히카루

光 
히카리 25191 宇多田ヒカル

우타다 히카루

퀄리디아코드

Brave Freak Out 27953 LISA

타마고마켓

ドラマチック マーケットライド
드라마틱 마켓 라이드

★ 28230 洲崎綾
스자키 아야

타마유라

ありがとう
아리가토우 27461 中島愛

나카지마 메구미

타이거 앤 버니

オリオンをなぞる
오리온오 나조루

★ 28185 Unison Square 
Garden

탐정학원Q

迷Q!?-迷宮-MAKE★YOU-
메이Q!?-메이큐우-MAKE★YOU- 25827 岸本早未

키시모토 하야미

터치

タッチ
터치 27113 岩崎良美

이와사키 요시미

테니스의 왕자

FLY HIGH 25838 松永俊彦
마츠나가 토시히코

future 25508 HIRO-X 

Make You Free 25601 hisoca

RISING 25857 皆川純子
미나카와 쥰코

WHITE LINE 25780 青酢
아오즈

You got game? 25797 Kimeru

테일즈 오브 시리즈

Flying 25184 GARNET CROW

Good Night 26560 Every Little Thing

key to my heart 25495 倉木麻衣
쿠라키 마이

progress 27228 浜崎あゆみ
하마사키 아유미

Starry Heaven 25645 day after tomorrow

TAO 27014 Do As Infinity

カルマ
카르마 26402 Bump of Chicken

そして僕にできるコト
소시테 보쿠니 데키루 코토

★ 28451 day after tomorrow

まもりたい ~White Wishes~
마모리타이~White Wishes~

★ 28271 BoA

風ノ唄
카제노 우타 27968 Flow

夢であるように 
유메데 아루요오니 6815 DEEN

테즈카 오사무의 붓다 붉은 
사막이여! 아름답게
Scarlet Love Song-BUDDHA 
MIX- 27949 X-JAPAN

토가이누의 피

STILL 26271 いとう かなこ
이토 카나코

Still(Eng Ver.) 26350 いとう かなこ
이토 카나코

토라도라

Silky heart 26885 堀江由衣
호리에 유이

オレンジ
오렌지

★ 28187
釘宮理恵,堀江由衣,喜多村英梨

쿠기미야 리에,호리에 유이,키타무라 
에리

バニラソルト
바닐라 솔트

★ 28242 堀江由衣
호리에 유이

プレパレード
프리퍼레이드

★ 28257
釘宮理恵,堀江由衣,喜多村英梨

쿠기미야 리에,호리에 유이,키타무라 
에리

토리코

Love Chase
★ 28086 山下智久

야마시타 토모히사

サブリナ
사브리나

★ 28566 家入レオ
이에이리레오

토모요 애프터

Light Colors
★ 28084 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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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하트

Feeling Heart 26736 中司雅美
나카츠카사 마사미

파니포니대쉬

少女Q
소녀Q 26556 桃月学園1年C組

모모츠키가쿠엔이치넨씨구미

黄色いバカンス
키이로이 바캉스 26112

桃月学園1年C組(Feat.片桐姫子)
모모츠키가쿠엔이치넨씨구미(Feat.카

타기리 히메코)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

1000の言葉 
센노 코토바 25897 倖田來未

코우다 쿠미

Melodies of Life 25342 白鳥英美子
시라토리 에미코

real Emotion 25519 倖田來未
코우다 쿠미

Redemption
★ 28115 Gackt

Spirit dreams inside 25166 L'Arc~en~Ciel

Why
★ 28156 絢香

아야카

ゼロ
제로 27240 Bump of Chicken

君がいるから
키미가 이루카라

★ 28299 菅原紗由理
스가와라 사유리

素敵だね 
스테키다네 25281 RIKKI

파타리로! 서유기

紫陽花アイ愛物語
아지사이 아이 아이모노가타리

★ 28477 美勇伝
비유우덴

판다Z

VOYAGER 26613 JAM Project

판도라 하츠

Parallel Hearts
★ 28102 FictionJunction

팝 팀 에픽

POP TEAM EPIC
★ 28825 上坂すみれ

우에사카 스미레

페르소나

Breakin' through
★ 28647 喜多修平 

키타 슈우헤이

Next Chance To Move On
★ 28540 平田志穂子

히라타 시호코

キミの記憶
키미노 키오쿠 26766 川村ゆみ

카와무라 유미

페어리 테일

Be As One
★ 28425 w-inds.

Ft.
★ 27601 Funkist

MASAYUME CHASING 27611 BoA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Brave Shine
★ 28020 Aimer

disillusion 26189 タイナカサチ
타이나카 사치

Ideal White
★ 28074 綾野ましろ

아야노 마시로

Last Stardust 27783 Aimer

あなたがいた森
아나타가 이타 모리 26348 樹海

쥬카이

きらめく涙は星に
키라메쿠 나미다와 호시니

★ 28199 タイナカサチ
타이나카 사치

ヒカリ
히카리

★ 28248 樹海
쥬카이

花の唄
하나노 우타 28775 Aimer

君との明日
키미토노 아시타 27908 タイナカサチ 

타이나카 사치

페이트 제로

Memoria 27717 藍井エイル
아오이 에일

Oath Sign
★ 27548 LISA

To The Beginning 27305 Kalafina

空は高く風は歌う
소라와 타카쿠 카제와 우타우 27652 春奈るな

하루나 루나

페이트 아포크리파

英雄 運命の詩
에이유우 운메이노 시 28742 EGOIST

Ash 28808 LISA

Desir
★ 28759 GARNiDELiA

페이트 엑스트라

Bright Burning Shout
　

　 28853 西川貴教
니시카와 타카노리

포켓몬스터

OK! 26824 松本梨香
마츠모토 리카

Ready Go!
★ 28112 田村直美

타무라 나오미

アドバンス・ アドベンチャー
어드밴스 어드벤처

★ 28165 GARDEN

みてみて☆こっちっち
미테미테☆콧칫치 27478 ももいろクローバーZ

모모이로 클로버 Z

めざせポケモンマスター
메자세 포켓몬 마스터 26178 White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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笑顔
에가오 27449 いきものがかり

이키모노가카리

폭렬헌터

MASK 26365 奥井雅美・松村香澄
오쿠이 마사미,마츠무라 카스미

폭스소울 잃어버린 전승

Nephilim 26619 abingdon boys 
school

폭풍우 치는 밤에

スター
스타

★ 28218 aiko

푸른 강철의 아르페지오 아르스 
노바
Savior Of Song

★ 28122 ナノ(Feat.MY FIRST STORY)
나노

푸른 유성 SPT 레이즈나 

メロスのように-LONELY WAY-
메로스노 요오니 -LONELY WAY- 26421 AIR MAIL from 

NAGASAKI

풀매탈 패닉

Tomorrow 25343 下川みくに
시모카와 미쿠니

それが、愛でしょう
소레가, 아이데쇼우 25676 下川みくに

시모카와 미쿠니

枯れない花
카레나이 하나 25642 下川みくに

시모카와 미쿠니

南風
미나미카제 26111 下川みくに

시모카와 미쿠니

프리

Dried Up Youthful Fame
★ 28045 OLDCODEX

Future Fish
★ 28057 STYLE FIVE

Rage On 27463 OLDCODEX

Splash Free
★ 28133 STYLE FIVE

프리즈마 이리야

Starlog 27827 ChouCho

프리크리

Hybrid Rainbow 25267 The Pillows

ride on shooting star 25510 The Pillows

프리파라

太陽のFlare Sherbet
타이요우노 Flare Sherbet 28652 久保田未夢

쿠보타 미유

Make It! 27954 i☆Ris

피치피치핏츠

大事な宝箱
다이지나 타카라바코 26423 中田あすみ

나카타 아스미

하나야마타

花ハ踊レヤいろはにほ
하나와 오도레야 이로하니호

★ 28611 チームハナヤマタ
팀 하나야마타

하늘의 소리

光の旋律
히카리노 센리츠

★ 28296 Kalafina

하늘의 유실물

Ring My Bell
★ 28119 blue drops

ハートの確率
하트노 카쿠리츠

★ 28234 blue drops

하야테처럼

daily-daily Dream 26964 KOTOKO

Wonder Wind
★ 28158 ELISA

ハヤテのごとく!
하야테노 고토쿠! 26527 KOTOKO

本日、満開ワタシ色
혼지츠, 만카이 와타시 이로 26929

桂ヒナギクwith白皇学院生徒会三人娘
카츠라히나기쿠 with 

하쿠오우가쿠인세이토카이 산닝무스메

七転八起☆至上主義
시치텐핫키☆지죠우슈기 26673 KOTOKO

하울의 움직이는 성

世界の約束
세카이노 야쿠소쿠

★ 28351 倍賞千恵子
바이쇼오 치에코

하이 스쿨 플릿

High Free Spirits
★ 27923 TrySail

하이큐!!

Ah Yeah!! 27658 スキマスイッチ
스키마스잇치

Fly High!! 27839 BURNOUT 
SYNDROMES

LEO 27660 tacica

アイム・ア・ビリーバー
아임 어 빌리버

★ 28490 SPYAIR

発熱
하츠네츠 27998 tacica

ヒカリアレ
히카리아레 27970 BURNOUT 

SYNDROMES
マシ・マシ

마시 마시 27989 NICO Touches the 
Walls

クライマー
클라이머 28739 Galileo Galilei

イマジネーション
이매지네이션 27578 SPY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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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地ガエシ
텐치가에시

★ 28399 NICO Touches the 
Walls

학교괴담

グロウアップ
그로우 업 25466 Hysteric Blue

학교생활!

ふ・れ・ん・ど・し・た・い
프 렌 드 시 타 이

★ 28423 学園生活部
학원생활부

학생회의 일존

Treasure
★ 28148 碧陽学園生徒会

헤키요학원학생회

학원묵시록 하이스쿨 오브 더 
데드
Highschool Of The Dead

★ 28071 岸田教団&THE明星ロケッツ
키시다쿄단&THE아케보시로켓츠

학원 앨리스

ピカピカの太陽
피카피카노 타이요우 26550 植田佳奈

우에다 카나

幸せの虹
시아와세노 니지 26573 植田佳奈&釘宮理恵

우에다 카나&쿠기미야 리에

함대콜렉션-칸코레-

吹雪
후부키

★ 28500 西沢幸奏
니시자와 시에나

海色
미이로 27823 AKINO With bless4

허니와 클로버

ドラマチック
드라마틱 26137 YUKI

ワルツ
왈츠 26349 スネオヘアー

스네오 헤어

헌터x헌터

Just Awake 27708 Fear, and Loathing 
in Las Vegas

Reason
★ 29918 ゆず

유즈

おはよう。
오하요우. 26246 Keno

祈り
이노리

★ 28466 甲斐田ゆき
카이다 유키

表裏一体
효오리잇타이

★ 28502 ゆず
유즈

風のうた
카제노 우타

★ 28481 本田美奈子
혼다 미나코

혁명기 발브레이브

Preserved Roses 27439 T.M.Revolution,水樹奈々
T.M.Revolution,미즈키 나나

革命デュアリズム
카쿠메이 듀얼리즘

★ 27540 T.M.Revolution,水樹奈々
T.M.Revolution,미즈키 나나

현시연

マイペース大王 
마이페이스 다이오우 25988 萬Ｚ(量産型)

만조(료오산가타) 

혈계전선

Hello, World! 27738 Bump of Chicken

fake town baby 28788 Unison Square 
Garden

ステップアップLove
스텝업Love

　 28899 DAOKO X 岡村靖幸
DAOKO X 오카무라 야스유키

シュガーソングと ビターステップ
슈가송토 비터스텝 27737 Unison Square 

Garden

호오즈키의 냉철

地獄の沙汰も君次第
지고쿠노 사타모 키미시다이

★ 28394 地獄の沙汰オールスターズ
지고쿠노사타 올스타즈

화이트 앨범

夢幻
무겐

★ 28326 水樹奈々
미즈키 나나

深愛
싱아이 26869 水樹奈々

미즈키 나나

환상 게임

いとおしい人のために
이토시이 히토노 타메니

★ 28491 佐藤朱美
사토우 아케미

환상만화경

月に叢雲華に風
츠키니 무라쿠모 하나니 카제

★ 28376 幽閉サテライト
유폐 새틀라이트

환영을 달리는 태양

Traumerei 27458 LISA

후르츠 바스켓

For フルーツバスケット
For 후르츠바스켓 25257 岡崎律子 外

오카자키 리츠코 외

흑신 디 에니메이션

tRANCE
★ 28147 GRANRODEO

흑집사

Bird
★ 27602 松下優也

마츠시타 유우야

ENAMEL
★ 28420 シド

시드

I`m ALIVE! 26991 BECCA

Lacrimosa 26886 Kalafina

Shiver
★ 28127 ガゼット

가젯토

モノクロのキス
모노쿠로노 키스

★ 27603 シド
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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輝く空の静寂には
카가야쿠소라노 시지마니와

★ 27624 Kalafina

히다마리 스케치

？でわっしょい
? 데왓쇼이

★ 27878 阿澄佳奈,水橋かおり,後藤邑子,新谷良子
아스미 카나,미즈하라 카오리,고토 유우코,신타니 료우코

スケッチスイッチ
스케치 스위치 26356 阿澄佳奈,水橋かおり,後藤邑子,新谷良子

아스미 카나,미즈하라 카오리,고토 유우코,신타니 료우코

히로익 에이지

Gravitation 26526 angela

히미코전

Pure Snow 25239 佐々木ゆう子
사사키 유우코

히트가이J

FACE 25472 TRY FORCE

힙노시스 마이크

Shibuya  Marble Texture-PCCS-(ヒプノシスマイク)
(힙노시스 마이크)

　 28917 Fling Posse
　

DEATH RESPECT(ヒプノシスマイク)
(힙노시스  마이크)

　 28936 MAD  TRIGGER CREW,麻天狼
MAD  TRIGGER CREW,마텐로우

Yokohama Walker(ヒプノシスマイク)
(힙노시스  마이크)

　 28924 MAD  TRIGGER 
CREW　

Shinjuku Style~笑わすな～(ヒプノシスマイク)
Shinjuku  Style~와라와스나~(힙노시스 마이크)

　 28930 摩天狼
마텐로우

ヒプノシスマイク-DIVISION BATTLE ANTHEM-
힙노시스  마이크-DIVISION BATTLE ANTHEM-

　 28871 Division  All Stars
　

ヒプノシスマイク-DIVISION RAP BATTLE-
힙노시스  마이크-DIVISION RAP BATTLE-

　 28879 Division  All Stars
　

WAR WAR WAR(ヒプノシスマイク)
(힙노시스  마이크)

　 28893 Buster  Bros!!!,MAD 
TRIGGER CREW　

IKEBUKURO WEST GAME PARK(ヒプノシスマイク)
(힙노시스  마이크)

　 28894 Buster  Bros!!!
　

シャンパンゴールド(ヒプノシスマイク)
샴페인  골드(힙노시스 마이크)

　 28901 木島隆一
키지마  류우이치

BATTLE BATTLE BATTLE(ヒプノシスマイク)
(힙노시스  마이크)

　 28905 Fling  Posse,摩天狼
Fling  Posse,마텐로우

보컬로이드, 니코동 등

さよならメモリーズ
사요나라 메모리즈 27553 supercell

1925
이치큐니고

★ 28000
冨田悠斗(とみー/T-POCKET)
(Feat.初音ミク)

토미타 유우토(토미/T-POCKET)(Feat.하츠네 미쿠)

About Me 27817 GUMI

Battle No Limit! 27003 JAM Project

Blessing 27860
halyosy(Feat.初音ミク,鏡音リン,鏡
音レン,巡音ルカ,KAITO,MEIKO)

(Feat.하츠네 미쿠,카가미네 린, 카가미네 렌,메구리네 루카,KAITO,MEIKO)

Calc.
★ 28024 ジミーサムP(Feat.初音ミク)

지미섬P(Feat.하츠네 미쿠)

Dear 27028 初音ミク
하츠네 미쿠

Episode.0
★ 28048 Gackt

Fire◎Flower 26970 鏡音レン
카가미네 렌

From Y to Y 27040 初音ミク
하츠네 미쿠

秒針を噛む
뵤우신오 카무

　 28942 ずっと真夜中でいいのに。
즛토마요나카데이이노니.

サイサキ
사이사키

　 28918 Reol
　

かいしんのいちげき!
카이신노  이치게키!

　 28921 天月-あまつき-
아마츠키

廃墟の国のアリス
하이쿄노  쿠니노 앨리스

　 28934 まふまふ(Feat.初音ミク)
마후마후(Feat.하츠네  미쿠)

さくら
사쿠라

　 28938 amazarashi
　

走れ
하시레

　 28939 KEI(Feat.GUMI)
　

シンガソン
싱어송

★ 28929
れるりり(Feat.Various  
Artists)

레루리리(Feat.Various  Artists)

IMITATION BLACK 27066 神威がくぽ, KAITO, 鏡音レン
카무이 가쿠포,KAITO,카가미네 렌

Just Be Friends 26954 巡音ルカ
메구리네 루카

Magnet 27029 初音ミク, 巡音ルカ
하츠네 미쿠, 메구리네 루카

Mrs. Pumpkinの 滑稽な夢
Mrs. Pumpkin노 콕케이나 유메

★ 28090 ハチ(Feat.初音ミク)
하치(Feat.하츠네 미쿠)

Odds & Ends
★ 28097 ryo(supercell)(Feat.初音ミク)

(Feat.하츠네 미쿠)

Ray
★ 28109 Bump of Chicken(Feat.初音ミク)

(Feat.하츠네 미쿠)

Tell Your World 27758 livetune(Feat.初音ミク)
(Feat.하츠네 미쿠)

vivi 27915 米津玄師
요네즈 켄시

World is Mine 26941 初音ミク
하츠네 미쿠

アイネクライネ
아이네 클라이네

★ 28607 米津玄師
요네즈 켄시

アウターサイエンス
아우터사이언스

★ 28164 じん(Feat.IA)
진(Feat.IA)

アヤノの幸福理論
아야노노 코오후쿠리론

★ 28169 じん(Feat.IA)
진(Feat.IA)

アンハッピーリフレイン
언해피 리플레인 27777 Wowaka(Feat.初音ミク)

(Feat.하츠네 미쿠)

いーあるふぁんくらぶ
이얼 팬클럽

★ 28171 みきとP(Feat.GUMI,鏡音リン)
미키토P(Feat.GUMI,카가미네 린)

いろは唄
이로하우타 27766 銀サク(Feat.鏡音リン)

긴사쿠(Feat.카가미네 린)

インビジブル
인비지블

★ 28173 kemu(Feat.GUMI,鏡音リン)
(Feat.GUMI,카가미네 린)

え?あぁ、そう。
에? 아아, 소오. 27796 蝶々P(Feat.初音ミク)

쵸쵸P(Feat.하츠네 미쿠)

エアーマンが倒せない
에어맨가 타오세나이

★ 28177 Team.ねこかん[猫]
Team.네코칸

オツキミリサイタル
오츠키미 리사이틀

★ 28181 じん(Feat.IA)
진(Fea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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カゲロウデイズ
카게로우 데이즈 27308 じん(自然の敵P)(Feat.初音ミク)

진(자연의적P)(Feat.하츠네 미쿠)

からくりピエロ
카라쿠리 피에로 27357 40mP(Feat.初音ミク)

(Feat.하츠네 미쿠)

カンタレラ
칸타렐라 26879 始音カイト

시온카이토

クリアまでは眠らない!
클리어마데와 네무라나이!

★ 28202 Team.ねこかん[猫]
Team.네코칸

ゴーゴー幽霊船
고고 유우레이센 27941 米津玄師

요네즈 켄시

ココロ
코코로 27759 トラボルタ(Feat.鏡音リン)

트라볼타(Feat.카가미네 린)

コノハの世界事情
코노하노 세카이지죠오

★ 28206 じん(Feat.初音ミク,IA)
진(Feat.하츠네 미쿠,IA)

サマータイムレコード
썸머타임 레코드

★ 28208 じん(Feat.IA)
진(Feat.IA)

サリシノハラ
사리시 노하라 27933 みきとP(Feat.初音ミク)

미키토P(Feat.하츠네 미쿠)

サンドリヨン
산도리욘 27795 シグナルP(Feat.初音ミク,KAITO)

시그널P(Feat.하츠네 미쿠,KAITO)

しねばいいのに
시네바 이이노니 26994 KAITO

シリョクケンサ
시료쿠켄사 27851 40mP(Feat.GUMI)

セツナトリップ
세츠나트립

★ 28220 Last 
Note.(Feat.GUMI)

それがあなたの幸せとしても
소레가 아나타노 시아와세토시테모 27911 HeavenZ(Feat.巡音ルカ)

(Feat.메구리네 루카)

ダブルラリアット
더블 래리엇 26923 巡音ルカ

메구리네 루카

ダンシング☆サムライ
댄싱☆사무라이 26965 神威がくぽ

카무이 가쿠포

チルドレンレコード
칠드런레코드

★ 28224 じん(Feat.IA)
진(Feat.IA)

チルノのパーフェクト さんすう教室
치르노노 퍼펙트 산수우쿄오시츠

★ 28225 藤咲かりん(miko)
후지사쿠 카린(miko)

ドーナツホール
도넛홀

★ 28229 ハチ(Feat.GUMI)
하치

ハウトゥー世界征服
하우투 세카이세이후쿠

★ 28236 Neru(Feat.鏡音リン,鏡音レン)
Neru(Feat.카가미네 린,카가미네 렌)

ハッピーシンセサイザ
해피 신서사이저 27289 巡音ルカ,GUMI

메구리네 루카,GUMI

パラジクロロベンゼン
파라디클로로벤젠 27039 鏡音レン

카가미네 렌

ハロ/ハワユ
헬로/하와유

★ 28246 ナノウ(Feat.初音ミク)
나노우(Feat.하츠네 미쿠)

パンダヒーロー
팬더히어로

★ 28247 ハチ(Feat.GUMI)
하치

パンダヒーロー
팬더히어로 27416 GUMI

ヒトリジメ
히토리지메 26265 GUMI

ブラック★ロックシューター
블랙★록슈터 26865 初音ミク

하츠네 미쿠

ブリキノダンス
브리키노 댄스 27942 日向電工(Feat.初音ミク)

히나타 덴코우(Feat.하츠네 미쿠)

ヘッドフォンアクター
헤드폰 액터

★ 28259 じん(Feat.IA)
진(Feat.IA)

ペテン師が笑う頃に
페텐시가 와라우 코로니 27046 初音ミク

하츠네 미쿠

ぽっぴっぽー
폽핍포 27008 初音ミク

하츠네 미쿠

マトリョシカ
마트료시카

★ 28269 ハチ(Feat.初音ミク,GUMI)
하치(Feat.하츠네 미쿠,GUMI)

みくみくにしてあげる
미쿠미쿠니 시테아게루 26689 初音ミク

하츠네 미쿠

メカクシコード
메카쿠시 코드

★ 28272 じん(Feat.初音ミク)
진(Feat.하츠네 미쿠)

メトロノーム
메트로놈 27945 米津玄師

요네즈 켄시

メランコリック
멜랑콜릭

★ 28273 Junky(Feat.鏡音リン)
(Feat.카가미네 린)

メルト
멜트 26749 初音ミク

하츠네 미쿠

モザイクロール
모자이크롤 27227 DECO*27(Feat.GU

MI)
ヤキモチの答え

야키모치노 코타에
★ 28275 HoneyWorks(Feat.

GUMI)
リグレットメッセージ

리그렛 메시지 26939 鏡音リン
카가미네 린

リンネ
린네

★ 28282 ハチ(Feat.初音ミク)
하치(Feat.하츠네 미쿠)

ルカルカ ナイトフィーバー
루카루카 나이트 피버 27031 巡音ルカ

메구리네 루카

ローリンガール
롤링 걸 27239 Wowaka(Feat.初音ミク)

(Feat.하츠네 미쿠)

ロスタイムメモリー
로스타임 메모리

★ 28283 じん(Feat.IA)
진(Feat.IA)

ロストワンの号哭
로스트원노 고오코쿠 27670 鏡音リン

카가미네 린

ロミオとシンデレラ
로미오토 신데렐라 27030 初音ミク

하츠네 미쿠

ワールズエンド・ダンスホール
월즈 엔드 댄스홀 27793

Wowaka(Feat.初音ミク,巡音
ルカ)

(Feat.하츠네 미쿠,메구리네 루카)

ワールドイズマイン
월드 이즈 마인

★ 28285 supercell(Feat.初音ミク)
(Feat.하츠네 미쿠)

結ンデ開イテ羅刹ト骸
무슨데 히라이테 라세츠토 무쿠로

★ 28290 ハチ(Feat.初音ミク)
하치(Feat.하츠네 미쿠)

告白予行練習
고쿠하쿠 요코우렌슈우 28009 HoneyWorks(Feat.

GUMI)
脳漿炸裂ガール

노쇼사쿠레츠걸
★ 28305 れるりり(Feat.初音ミク,GUMI)

레루리리(Feat.하츠네 미쿠,GUMI)

独りんぼエンヴィー
히토림보 엔비 27896 電ポルP(Feat.初音ミク)

덴포루P(Feat.하츠네 미쿠)

東京サマーセッション
도쿄 섬머세션

★ 28309 HoneyWorks(Feat.
CHiCO)

東京テディベア
도쿄 테디베어 27324 Neru(Feat.鏡音リン)

카가미네 린

恋スルVOC@LOID
코이스루 VOC@LOID 27774 OSTER project(Feat.初音ミク)

(Feat.하츠네 미쿠)

恋は戦争
코이와 센소오 27787 supercell(Feat.初音ミク)

(Feat.하츠네 미쿠)

恋愛裁判
렌아이사이반

★ 28424 40mP(Feat.初音ミク)
(Feat.하츠네 미쿠)

炉心融解
로신유우카이 26903 鏡音リン

카가미네 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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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兆年と一夜物語
로쿠쵸오넨토 이치야모노가타리

★ 28318 kemu(Feat.IA)

裏表ラバーズ
우라오모테 러버즈 27788 Wowaka(Feat.初音ミク)

(Feat.하츠네 미쿠)

魔理沙は大変なものを盗んでいきました
마리사와 타이헨나모노오 누슨데이키마시타 26714 藤咲かりん(miko)

후지사쿠 카린(miko)

妄想税
모오소오제이

★ 28322 DECO*27(Feat.初音ミク)
(Feat.하츠네 미쿠)

想像フォレスト
소오조오 포레스트

★ 28344 じん(Feat.IA)
진(Feat.IA)

夕景イエスタデイ
유우케이 예스터데이

★ 28345 じん(Feat.IA)
진(Feat.IA)

神のまにまに
카미노 마니마니 27854 れるりり(Feat.初音ミク)

레루리리(Feat.하츠네 미쿠)

心做し
코코로나시 27906 蝶々P(Feat.GUMI)

쵸쵸P

深海少女
신카이쇼오죠

★ 28363 ゆうゆ(Feat.初音ミク)
유우유(Feat.하츠네 미쿠)

悪ノ娘
아쿠노 무스메 26906 鏡音リン

카가미네 린

悪ノ召使
아쿠노 메시츠카이 26944 鏡音レン

카가미네 렌

夜咄ディセイブ
요바나시 디세이브 27557 じん(自然の敵P)(Feat.IA)

진(자연의적P)(Feat.IA)

弱虫モンブラン
요와무시 몽블랑

★ 28370 DECO*27(Feat.GU
MI)

如月アテンション
키사라기 어텐션

★ 28372 じん(Feat.IA)
진(Feat.IA)

右肩の蝶
미기카타노 쵸오우 27038 鏡音リン

카가미네 린

二息歩行
니소쿠호코우 27267 DECO*27(Feat.初音ミク)

(Feat.하츠네 미쿠)

人生リセットボタン
진세이 리셋버튼

★ 28379 kemu(Feat.GUMI)

自傷無色
지쇼오무쇼쿠 27803 ねこぼーろ(Feat.初音ミク)

네코보로(Feat.하츠네 미쿠)

再教育
사이쿄오이쿠

★ 28386 Neru(Feat.鏡音リン・レン)
(Feat.카가미네 린,렌)

地球最後の告白を
치큐우사이고노 코쿠하쿠오

★ 28393 kemu(Feat.GUMI)

天ノ弱
아마노쟈

★ 28397 164(Feat.GUMI)
이치로쿠욘

天樂
텐가쿠 27035 鏡音リン

카가미네 린

初めての恋が終わる時
하지메테노 코이가 오와루 토키 27775 supercell(Feat.初音ミク)

(Feat.하츠네 미쿠)

初音ミクの消失 -Dead End-
하츠네 미쿠노 쇼오시츠-Dead End-

★ 28402 暴走P(Feat.初音ミク)
폭주P(Feat.하츠네 미쿠)

下剋上
게코쿠죠오 26917 鏡音リン&鏡音レン

카가미네 린&카가미네 렌

火葬曲
카소우쿄쿠 27004 初音ミク

하츠네 미쿠

絵本-人柱アリス-
에홍-히토바시라 앨리스-

★ 28416
歪P(Feat.KAITO,MEIKO,初音ミク,鏡音リン・レン)

유가미P(Feat.KAITO,MEIKO,하츠네 

미쿠,카가미네 린,카가미네 렌)

アイロニ
아이러니 27956 すこっぷ(Feat.初音ミク)

스콥(Feat.하츠네 미쿠)

エイリアンエイリアン
에일리언 에일리언 27961 ナユタン星人(Feat.初音ミク)

나유탄성인(Feat.하츠네 미쿠)

ホシアイ
호시아이 27964 レフティーモンスターP(Feat.GUMI)

레프티몬스터P

チュルリラ・チュルリラ・ダッダッダ!
츄루리라 츄루리라 닷닷다! 27966 くらげP(Feat.結月ゆかり)

쿠라케P(Feat.유즈키 유카리)

今好きになる
이마 스키니나루 27967 HoneyWorks(Feat.初音ミク)

(Feat.하츠네 미쿠)

歌に形はないけれど
우타니 카타치와 나이케레도 27977 Doriko(Feat.初音ミク)

(Feat.하츠네 미쿠)

虎視眈々
코시탐탐 27978 梅とら

우메토라

テロル
테러 27979 Neru(Feat.鏡音リン)

(Feat.카가미네 린)

アスノヨゾラ哨戒班
아스노요조라 쇼우카이한 27984 Orangestar(Feat.IA)

名前
나마에

　 28854 amazarashi
　

命にふさわしい
이노치니 후사와시이

　 28864 amazarashi
　

SNOBBISM
　

　 28867
Neru(Feat.,鏡音リン,鏡音レ
ン)

(Feat.카가미네 린,카가미네 렌)

月が綺麗
츠키가 키레이

　 28868 KK(上北健)
카미키타 켄

ハローディストピア
헬로 디스토피아

　 28873
まふまふ(Feat.鏡音リン,鏡音
レン)
마후마후(Feat.카가미네 린,카가미네 렌)

卑怯戦隊うろたんだー
히쿄우센타이 우로탄다

　 28902 KAITO
　

Connecting 27985
halyosy(Feat.初音ミク,鏡音リン,鏡
音レン,巡音ルカ,KAITO,MEIKO)

(Feat.하츠네 미쿠,카가미네 린,카가미네 
렌,메구리네 루카,KAITO,MEIKO)

さよならだけが人生だ
사요나라다케가 진세이다 27995 伊東歌詞太郎

이토 카시타로우

世界を壊している
세카이오 코와시테이루 27996 Neru(Feat.鏡音リン)

(Feat.카가미네 린)

このふざけた素晴らしき世界は、僕の為にある
코노 후자케타 스바라시키 세카이와, 보쿠노 타메니 아루 27997 n.k(Feat.初音ミク)

(Feat.하츠네 미쿠)

夜明けと蛍
요아케토 호타루 27999 n-buna(Feat.初音ミク)

(Feat.하츠네 미쿠)

スキキライ
스키키라이 28651

HoneyWorks(Feat.鏡音リン,
鏡音レン)

(Feat.카가미네 린,카가미네 렌)

脱法ロック
닷포우 락 28654 Neru(Feat.鏡音レン)

(Feat.카가미네 렌)

アサガオの散る頃に
아사가오노 치루 코로니 28661 じっぷす(Feat.初音ミク)

짓푸스(Feat.하츠네 미쿠)

ケッペキショウ
켓페키쇼우 28673 すこっぷ(Feat.GUMI)

스콥

脱獄
다츠고쿠 28674 Neru(Feat.鏡音リン)

(Feat.카가미네린)

妄想感傷代償連盟
모우소우칸쇼우다이쇼우렌메이 28676 DECO*27(Feat.初音ミク)

(Feat.하츠네 미쿠)

僕が死のうと思ったのは
보쿠가 시노우토 오못타노와 28688 amazarashi

金曜日のおはよう
킹요우비노 오하요우 28689 HoneyWorks(Feat.

GUMI)
No title 28704 れをる

레오루

白い雪のプリンセスは
시로이유키노 프린세스와 28695 のぼる↑Ｐ(Feat.初音ミク)

노보루↑P(Feat.하츠네 미쿠)

太陽系デスコ
타이요우케이 디스코 28717 ナユタン星人(Feat.初音ミク)

나유탄성인(Feat.하츠네 미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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雨き声残響
아메키고에 잔쿄우 28718 Orangestar(Feat.IA)

ツギハギスタッカート
츠기하기 스타카토 28728 とあ(Feat.初音ミク)

토아(Feat.하츠네 미쿠)

Smiling 28729 halyosy

Heart A La Mode 28730 DECO＊27(Feat.初音ミク)
(Feat.하츠네 미쿠)

ミスト 28735 KK(上北健)
카미키타 켄

砂の惑星
스나노 와쿠세이 28736 ハチ(Feat.初音ミク)

하치(Feat.하츠네 미쿠)

可愛くなりたい
카와이쿠 나리타이 28737 HoneyWorks(Feat.雨宮天)

(Feat.아마미야 소라)

ストリーミングハート
스트리밍 하트 28753 DECO＊27(Feat.初音ミク)

(Feat.하츠네 미쿠)

愛言葉
아이코토바 28756 DECO＊27(Feat.初音ミク)

(Feat.하츠네 미쿠)

ナンセンス文学
넌센스 분가쿠 28757 Eve

MAD HEAD LOVE 28596 米津玄師
요네즈 켄시

DIARY 28761 KK(上北健)
카미키타 켄

拝啓ドッペルゲンガー
하이케이 도플갱어 28764 kemu(Feat.GUMI)

ウミユリ海底譚
우미유리 카이테이탄 28777 n-buna(Feat.初音ミク)

(Feat.하츠네 미쿠)

灰色と青
하이이로토 아오 28789 米津玄師(+菅田将暉)

요네즈 켄시(+스다 마사키)

少年少女
쇼우넨쇼우죠 28793 amazarashi

ドラマツルギー
드라마투르기 28805 Eve

世界寿命と最後の一日
세카이 쥬묘우토 사이고노 이치니치 28806 スズム(Feat.GUMI)

스즈무

病名は愛だった
뵤우메이와 아이닷타 28815 Neru(Feat.鏡音リン,鏡音レン)

(Feat.카가미네 린,카가미네 렌)

お気に召すまま
오키니 메스 마마 28820 Eve

四季折々に揺蕩いて
시키오리오리니 타유타이테 28829 After The Rain

夢のまた夢
유메노 마타 유메 28830 まふまふ

마후마후

メリーバッドエンド
메리 배드 엔드

★ 28847 まふまふ(Feat.初音ミク)
마후마후(Feat.하츠네 미쿠)

ウルフ
울프

★ 28862 CHICO with 
HoneyWorks　

FPS
　

★ 28863 Neru(Feat.鏡音レン)
(Feat.카가미네 렌)

一発即答☆解ガール
잇바츠소쿠토우카이걸

★ 28883
れるりり(Feat.初音ミク,GU
MI)

레루리리(Feat.하츠네 미쿠,GUMI)

ブルータウン
블루타운

★ 28884 KK(上北健)
카미키타 켄

メーデーメーデー
메이데이 메이데이

★ 28897 amazarashi
　

桃源恋歌
토우겐렌카

★ 28898 GARNiDELiA
　

私、アイドル宣言
와타시, 아이돌 센겐

★ 28909 CHICO with 
HoneyWorks　

朧月
오보로즈키

★ 28845 まふまふ
마후마후

イドラのサーカス
이도라노 서커스 28833 Neru(Feat.鏡音リン)

(Feat.카가미네 린)

ゴーストルール
고스트룰

★ 27958 DECO*27(Feat.初音ミク)
(Feat.하츠네 미쿠)

いかないで
이카나이데

★ 27959 想太(Feat.歌愛ユキ)
소우타(Feat.카아이 유키)

桜ノ雨
사쿠라노 아메

★ 27987 halyosy(Feat.初音ミク)
(Feat.하츠네 미쿠)

時ノ雨、最終戦争
토키노 아메, 사이슈우센소우

★ 28650 Orangestar(Feat.IA)

鏡花水月
쿄우카스이게츠

★ 28657 まふまふ
마후마후

チェチェ・チェック・ワンツー!
체체 체크 원투!

★ 28667 くらげP(Feat.結月ゆかり)
쿠라케P(Feat.유즈키 유카리)

LOSER
★ 28686 米津玄師

요네즈 켄시

オレンジ
오렌지

★ 28687 トーマ(Feat.初音ミク)
토마(Feat.하츠네 미쿠)

花のうた
하나노 우타

★ 28696 花たん
하나땅

Painter
★ 28699

halyosy(Feat.初音ミク,鏡音リン,鏡
音レン,巡音ルカ,KAITO,MEIKO)

(Feat.하츠네 미쿠,카가미네 린,카가미네 
렌,메구리네 루카,KAITO,MEIKO)

シャルル
샤를

★ 28700 バルーン(Feat.Flower)
벌룬

ニワカアメ
니와카아메

★ 28701 花たん
하나땅

紅一葉
아카히토하

★ 28721 Whiteflame(Feat.巡音ルカ)
(Feat.메구리네 루카)

アマテラス
아마테라스

★ 28724 KK(上北健)
카미키타 켄

踊れオーケストラ
오도레 오케스트라

★ 28725 YASUHIRO(康寛)(Feat.IA)
야스히로

アストロノーツ
아스트로넛

★ 28744 ぽわぽわP(Feat.初音ミク)
포와포와P(Feat.하츠네 미쿠)

黒猫
쿠로네코

★ 28745 赤髪(Feat.GUMI)
아카가미

ヒバナ
★ 28747 DECO＊27(Feat.初音ミク)

(Feat.하츠네 미쿠)

メリュー
메류

★ 28781 n-buna(Feat.初音ミク)
(Feat.하츠네 미쿠)

輪廻転生
린네텐쇼우

★ 28782 まふまふ
마후마후

脳内革命ガール
노우나이카구메이가루

★ 28783 MARETU(Feat.初音ミク)
(Feat.하츠네 미쿠)

晴天前夜
세이텐젠야

★ 28784 ウォルピスカーター
월피스카터

春雷
슌라이

★ 28795 米津玄師
요네즈 켄시

メーベル
메블

★ 28798 バルーン(Feat.Flower)
벌룬

空奏列車
쿠우소우렛샤

★ 28812 Orangestar(Feat.IA)

ニア
니아

★ 28848 夏代孝明
나츠시로 타카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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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촬물

Alive A Life
★ 28526 松本梨香

마츠모토 리카

Anything Goes! 27907 大黒摩季
오오구로 마키

FULL FORCE 26425 RIDER CHIPS

JUST LIVE MORE
★ 28524 鎧武乃風

쇼우난노 카제

JustiΦ's 25624 ISSA

Life Is Show Time 27365
鬼龍院翔 From 
ゴールデンボンバー
키류우인쇼오 From 골든봄버

SURPRISE-DRIVE
★ 28525 Mitsuru Matsuoka 

EARNEST DRIVE
The Next Decade

★ 28523 Gackt

VAMOLA! キョウリュウジャー
VAMOLA! 쿄류쟈

★ 28520 鎌田章吾
카마다 쇼고

バスターズレディーゴー!
바스타즈 레디고!

★ 28519 高橋秀幸
타카하시 히데유키

ビュンビュン! トッキュウジャー
븅븅! 톳큐쟈

★ 28522 Project.R

仮面ライダー BLACK RX
가면라이더 BLACK RX

★ 28527 宮内タカユキ
미야우치 타카유키

Be The One 28814 PANDORA(Feat.Bev
erly)

烈車戦隊トッキュウジャー
렛샤센타이 톳큐쟈

★ 28521 伊勢大貴
이세 다이키

EXCITE
★ 28785 三浦大知

미우라 다이치

Hands
　

　 28882 オーイシマサヨシ
오오이시 마사요시

特捜戦隊デカレンジャー
톡소센타이 데카렌쟈

　 25997 サイキックラバー
사이킥쿠라바

爆竜戦隊アバレンジャー
바쿠류우센타이 아바렌쟈

　 25806 遠藤正明
엔도오 마사아키

炎神戦隊ゴーオンジャー
엔진센타이 고온쟈

★ 28518 高橋秀幸
타카하시 히데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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