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g ID Song Title
511037 1:1
510187 10048282
509443 100일째 만남
510220 1024 (10월 24일)
510854 12월의 드라마
510424 16/20(열 여섯 스물)
509565 1969와 나
509744 1994년 어느 늦은 밤
511215 1tym
509891 20살 에세이
510246 3! 4! (three Four)
510603 3학년 4반
510661 4가지 하고 싶은 말
510308 59th Street Bridge Song
510124 6 25의 노래
510136 7년간의 사랑
510956 8월의_크리스마스 (영화_삽입곡)
509563 99 9 (구십 구점 구)
510309 A Certain Smile
510312 A Haze Shade Of Winter
510313 A House Is Not A Home
510806 A Lover's Concerto (접속 삽입곡)
510352 Ac Dc
510310 Act Naturally
510311 After The Loving
510618 Again (그때 또다시)
510075 All for the love of a girl
511346 Always
510285 Am I That Easy To Forget
510447 Andante
509103 Anything That's Part of You
510255 As Tears Go By
510792 A형c형
511015 Baby Baby Baby
510272 Baby Tonight
Cali Karaoke

Artist/Lyric
Juju club

와우와 와우와 와우와 와우와 나낫나나나...
정시로

우우우 우우우 내겐 힘겨운 지난겨울이었어 봄은...
박은태

모처럼 큰 맘 먹고 너를 위해서 우 가진 돈 모두...
장용진

이제 다시 내게 다가서려해도 모든걸 잊었다는...
이상민

겨울이야 White christmas에 새하얀 눈을 맞으며...
Juju Club

Yo Yo Yo Yo Yo Yo Yo Yo Yo Yo Yo Yo Yo Yo Yo...
이피

아아아아 아아 아아아 아아 우 우 우 우 우 우 우...
김동률

오늘 밤 그대에게 말로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마음을...
Perry

알겠어 와 와 우리도 지금까지 how how 너무도 긴...
김명곤

내가 숨쉬는 건 살기 위함이 아냐 무엇도 꺾지 못할...
이현도

여기 숨쉬는 이 시간은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많은...
황승일

전교에서 유별난 우리 반 정말로 재미있는 우리 반...
김영석

여름방학 동안에 영원히 볼 수 없는 니가 되었지...
Slow down you move too fast You've got to make the...
김동진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유영석

7년을 만났죠 아무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별 할...
홍성규

이제 너를 남겨두고 나 떠나야 해 사랑도 그리움도...
박현진

붙잡아 내 뒤를 꼭 잡아 기회는 한번뿐이야 보기엔...
A certain smile a certain face Can lead an...
Time time time see what's become of me Time time...
A chair is still a chair Even though there's no one...
Randall

How gentle is the rain That falls softly on the...
주영훈

난 모르겠어 나의 맘과 몸짓을 내안엔 사악한 다른...
They're gonna put me in the movies They're gonna...
So I sing you to sleep after the loving With a song I...
김형석

니가 없는데도 해는 뜨고 또 지고 창 넘어 세상은...
J Horton

Well today I'm so weary Today I'm so blue Sad and...
이 외로운 세상에서 널 만나 사랑한 그 하나만으로...
They say you've found somebody new But that won't...
박태희

서두르지 말고 바라만 보면서 그녀와 함께 걸어가...
Robertson

I memorize the note you sent Go all the places that...
A L Oldham

It is the evening of the day I sit and watch the children...
윤일상

내가 좋아하는 여자 내 친구 따라다녀 내 친구는 걔...
손무현

반복되는 지루한 생활 속에서 꿈처럼 우연히 그댈...
이영기

Baby baby ba ba ba baby tonight Baby baby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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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10685 Bad Boys
510147 Be Bop a Lula
511291 Beautiful girl
511023 Big Bang (혼돈과 질서)
510902 Blessing_you (위로)
511045 Blue Rain
510279 Both Sides Now
509639 Burning love
510161 California Dreamin'
510422 Candy
510838 Change
510079 Changing Partner
510426 Christmas Day
509996 Come Back Home
511306 Come on
510091 Cotton Fields
510086 Crazy Boy
509706 Crazy Love
509362 D J 에게
510125 Danny Boy
511347 Dash
510931 Delight
509547 Diana
510692 Doc와 춤을
509152 Donna
510126 Don't Forget To Remember
511197 Dream Come True
509754 Edelweiss
510533 Ending
510344 Endless Love
509920 Even tear drops in your eyes
510932 Everybody
510280 Fame
511267 Fire
510281 First Of May
Cali Karaoke

Artist/Lyric
주영훈

책임을 진다고 그랬니 You say 킥킥 널 갖기 위해...
Sherifftexdavis

Well Be Bop a Lula she's my baby Be Bop a Lula I...
김주완

Beautiful Kim 내 사랑 Beautiful Kim 바라만 봐도...
오봉준

이 세상이 우리에게 남겨준 어른들의 위선 그...
이경섭

혹시 알고 있나요 그대 아꼈던 마음을 고운 두 눈...
신인수

어딜 가면 볼 수 있는지 알고 있어도 나 갈 수 없는...
Bows and flows of angel hair and icecream castles...
Lord almight I feel my temperature risin' mmm higher...
John Phillips

All the leaves are brown And the sky is grey I've...
장용진

사실은 오늘 너와의 만남을 정리하고 싶어 널 만날...
조장혁

알아 너의 그 표정은 마지막 말을 찾는 거야 정말...
L coleman

We were waltzing togather to a dreamy melody...
김창환

우 우우우 우우우 우 우우 니가 없어 난 늘 그랬었지...
서태지

난 지금 무엇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걸까 난 지금...
고릴라

혼자서 외로울 때 내게로 와요 그대의 슬픈 마음...
H Ledbetter

When I was a little bitty baby my mama would rock...
최수정

Hey man you're Crazy Boy? 날 사랑한다는 말로다...
Crazy love Crazy love Crazy love It's just a crazy...
최종혁

그 음악은 제발 틀지 마세요 Dj (dj) 잊었던 그 사람...
F Weatherly

Oh Danny boy the pipes the pipes are calling From...
이승호

벌써 며칠째야 애만 태우는게 날 사랑한다 한 마디...
김영준

예 에에 예예 예에 에 에 에 에 에 예에에에예에 오...
P Anka

I'm so young and you're so old this my darling I've...
Virus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잘못해도...
Valens

Oh Donna Oh Donna Oh Donna Oh Donna I had a...
M Gibb

Oh my heart won't believe that you have left me I...
유영진

내가 원하는대로 자신있는 모습 그대로 이제껏...
Hammerstein

Edelweiss Edelweiss every morning you greet me...
정원호

우 아 스따라릴라 스따라릴라 우 워 미안해 이젠 더...
서영진

그대 내게 아픈 말은 하지마 슬프지 않은 미소 지며...
J H _oh

Do not know much but I can understand now Why...
박진영

습드르르 듭드릅 Oh baby baby 아 습드르르...
Baby look at me and tell me what you see You ain't...
박해운

Fire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
Barry Gibbs

When I was small and Christmas trees were tall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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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10146 For the good times
510497 For You (패자부활전 삽입곡)
510598 Forever
510298 Free ex'n (나는 표현의 자유를 사랑한다)
509998 Free Style
511348 Friday night
509693 G Cafe
510650 Gasoline
511349 Get Up
511350 Gimme Gimme
510574 Go Go
510585 Go Go Go
511319 Go3
510606 Good bye
511132 Good Bye
510797 Good Bye Yesterday
511274 Good Love
511219 Good Night
511320 Good Time
510190 Goodbye
511069 Good-bye Love
510502 Goodbye My Friend
509102 Green Fields
511292 Happy birthday to you
509881 Happy End
510639 Happy Hour (꺼벙이의 일기)
510076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510484 Here I stand for you
511090 Hey Bye 꺼이
510679 Hey Hey Hey
511351 Hey U
509636 Honesty
510924 Honey
509541 Hotel California
510090 I can't stop loving you
Cali Karaoke

Artist/Lyric
Kris Kristofferson

Don't look so sad I know it's over But life goes on...
신재홍

그대 곁에 이제는 내가 있잖아 그대 이젠 내 품에...
고성진

사랑했던 너를 잊진 못해 부디 너를 다시 볼 수...
유정연

라빱빱빱 빱빱빱빱 빠밥 빱바랍 빱바랍 라빱빱빱...
서태지

항상 난 지나치기만 했네 이제 난 미련 없이 끝내...
방시혁

맘 이맘 부풀어 오르는 이밤 night alright it`s friday...
주영훈

차를 돌려 찾아간 카페 어둔 불빛 사이로 그녀를...
양현석

넌 겁없던 녀석이었어 매우 위험했던 모습 칼날 같은...
김형석

Tell me tonight tell me tell me baby Tell me tonight...
최수정

사랑이 듬뿍담긴 편지를 받았어 편지와 함께...
이상민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 수줍은 그 미소마저...
이현도

우리들의 어린 시절 이미 지나갔고 어른이란...
이재원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거예요 그대여 힘을...
김성면

너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난 너를 위해서 떠난다는...
김형석

어쩌면 다른 곳에선 어쩌면 다른 시간엔 어쩌면...
주영훈

난나나나 난나나나나나 난나나나 난나나나나나...
Perry

Oh Baby 나 어떡해야 해 그대 사랑하는 맘 정말 난...
이현우

슬프도록 아름다운 밤 너무나도 아름다운 너...
홍재선

너와 함께 지내고 싶은 밤 부모님의 허락이...
정현철

샤랄랄라라 랄랄라 랄라 샤랄랄라라 랄랄라 랄라...
유정연

괜찮아 그냥 가버려 사랑이 아닌 내 곁에 더 이상...
최남옥

워 Goodbye my friend 언제까지나 널 지켜줄거야 널...
Miller

Once there were green fields kissed by the sun...
권진원

이슬비가 내리는 오늘은 사랑하는 그대의 생일날...
박창학

그래 여기까지 난 걸어왔지 어느새 내가 갖고...
김광진

나 어느새 어른이 되었지 내 마음대로 된 건 아니야...
K Kristofferson

Take the ribbon from your hair Shake it loose and let...
신해철

Promise Devotion Destiny Eternity And Love I still...
최준영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할 수만 있다면 짧고도 긴...
김윤아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김성태

Hey you Hey you Hey you Hey you Hey you Love...
B Joel

If you search for tenderness it isn't hard to find You...
박진영

그대를 처음 본 그 순간 난 움직일 수가 없었지...
Henley

On a dark desert highway cool wind in my hair...
D Gibbson

I can't stop loving you I've made up my mind To liv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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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10604 I Love You
510193 I Miss You
510152 I Started A Joke
509679 I Understand
509702 I went to your wedding
511252 I'll get your love
510897 I'm Your Girl
509589 It's Now or Never
511213 It's you
509835 I've Been Away Too Long
509626 J 그대는
509701 Jailhouse Rock
510213 Jazz
510830 Jazz
509649 Jerry Jerry Go Go
511071 Joy
510501 J's Bar에서
511336 Killing Time
511352 Kiss
511221 Kiss Me
509174 La Bamba
510127 La Novia
509142 Lambada
510095 Last Kiss
509155 Lead Me On
510148 Let It Be
510077 Let it be me
510282 Like A Virgin
509115 L'immensita
510732 Lonely Night
511271 Love Affair (러브 어페어)
509264 Love for Night (사랑을 위한 밤)
511272 Love Ii Love
510360 Love is (3+3=0)
511097 Love Love
Cali Karaoke

Artist/Lyric
유영석

야위어만가는 니 모습 보며 난 이런 게 아픔이란 걸...
오태호

처음엔 넌줄 알았지 너와 모든 것이 닮아서 그런...
M Gibb

I Started a joke Which started the whole world crying...
I understand just how you feel You know from me...
I Went to your wedding altho' I was dreading the...
양창익

I'll get your love I'll get your love I'll get your love You...
유영진

왜 내게 말을 못해 이미 지나간 일들 진부한 옛사랑...
W Gold

It's now or never come hold me tight Kiss me my...
강현민

이제 어떡해야 해 자꾸 난 자신이 없어져 너의...
How can I say to you I love somebody new You...
이세건

J 그대는 희미한 작은 불빛처럼 외로운 이 밤에...
Stoller

The warden threw a party in the county jail The...
홍재선

둘이서 함께 꾸는 꿈 음악도 표현 못했던 그 누구도...
홍재선

둘이서 함께 꾸는 꿈 음악도 표현 못했던 그 누구도...
김광진

너의 이름은 멋쟁이 Jerry 너의 피아노는 최고였지...
양창익

Diggity diva make that sound That's right 내가...
김동률

오 몇 년을 걸어온 늘 같은 길 따라 날 부르는 60년대...
윤일상

필요할 때 내 곁에 있어주면 돼 내 외로움이 지쳐...
최수정

정말 이런말 정말 이런말 정말 이런말말이 있잖아...
박진영

나의 머리엔 온통 그대의 생각뿐 나의 마음엔 온통...
Valens

Para bailar la Bamba Para bailar la Bamba senecesi...
J Frieto

Bian che spein dente Va La Novia Mentre na scos to...
Chico

Chorando se foi guem um dia so me fez chorar...
김정묵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처럼 깊은 잠에 빠진 그대...
Algreen

You know how I feel you understand what it is to be...
Paul Mccartney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G Becaud

I bless the day I found you I want to stay around you...
Tom Kelly

I made it through the wilderness Somehow I made it...
M Detto

Io son sicuro che perogni goccia perogni goccia che...
김태원

이런 시간엔 더 그리워 홀로 남는 이 순간 떠난 줄...
김형석

지금쯤 올 때도 됐는데 이제는 잊을 때도 됐는데...
유현상

나나나 난나나 난난나나 난난나나 나나나 난나나...
주영훈

Listen to me baby woh woh woh woh Woh woh woh...
윤일상

오오오 오오오 오아오아 오오오 오오오 오아오아...
비쥬

We will be forever I love you you never know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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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09591 Love Me Tender
511150 Love Song
511242 Lying
510363 Mask
510670 Memories
510629 Memory
511353 Missing You
509681 Molina
510258 Moon River
510453 Mr Lonely
510677 Mr 건망증
511126 My Love
509708 My Way
511039 Never Ending Story
511016 Never Never Never
511296 Non-stop
511354 Now
511054 Oh Happy
510953 Oh My Love
509919 One and a half
509859 Only You
509580 Only You
510978 Over Girl
511088 P S I Love You
510577 Pang Pang
509104 Papa
511074 Paradise
511157 Paradise
509552 Paradise
510513 Please
511099 Poison
509682 Proud Mary
510284 Que Sera Sera
510160 Quizas, Quizas, Quizas
510727 R U Ready?
Cali Karaoke

Artist/Lyric
Master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Never let me go You...
김종서

가끔은 생각날까 지금 나처럼 내일도 그 길에 미소...
이상민

오 오 가져가 가져가 봐 니가 준 나의 모든걸 오 오...
김홍순

속마음을 다 감춰 두고 다들 그렇게 살아가지...
장용진

당신께 드릴 말이 있어요 지금껏 날 지켜준...
김영석

웃는거야 가장 좋을 때 못 만난 걸 다만 안타깝게...
김형석

서로를 잊겠죠 그럴수 있겠죠 이제 우리 멀리있게...
Molina where you going to Molina where you going...
J Mercer

Moon river wider than a mile I'm crossin' you in style...
김성하

네 전화 기다려 나의 모든 시간은 그저 마비된 채로...
양준영

난난난 변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 외출 한 번 하기...
임성은

내게 그런 말은 제발 하지마 사랑하기 때문에 날...
P Anka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윤일상

여기저기 하루 종일 너를 찾아서 헤매어봐도 니...
윤일상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어 그토록 나만 바라보던...
김경호

요즘 내가 왜 또 이러는지 텅 비어 있나 봐 내...
김진권

Come in to my life yeah make me fly again yeah 늘...
이상민

그대가 내게 말을 했죠 사랑은 행복할 거라고...
Moonstone

Oh my love Oh my love Oh my love 내게 I just...
J H _oh

There I saw you walking away And in my heart girl I...
김대원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대가 스쳐 지나갈 바람은...
A Rand

Only you can do make oh this world seem right Only...
김경수

이쁜 척하지마 아무리 꾸며도 이쁜 곳이 하나 없어...
김덕윤

우 우연히 그대 처음 본 순간 운명이란 걸 느낄 수가...
윤일상

어딜가도 이런 여잔 없을거야 세상에 이럴 수가...
Paulanka

Ev'ry day my Papa would work to help to makes...
주영훈

Oh let's go paradise rock roll 크게 틀고서 신나는...
이윤상

준비가 된 것 같아 이젠 떠날 거야 내 가진 모든 걸...
박정원

우우우 우우우우 우우우우 우우우 우우우우...
곽영준

누군가 지금 내 곁에서 내 이야길 들어줄 사람 음...
주영훈

넌 뒤로한채 그냥 걸었어 미안해 하는 널 위해...
Fogerty

Left a good job in the city workin' of the man every...
D Day

When I was just a little girl I asked my mother What...
Osvaldofarres

Siempre que te pregunto que cuando como y donde...
넥스트

R U Ready R U Ready R U Ready R U Ready R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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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11355 Ready for love
509799 Reflections of My Life
510287 Release Me
510593 Remember
510164 Remember (그녀의 속눈썹은 길다)
511094 Road Fighter
511356 Run to you
509700 Sad Movies (make Me Cry)
511357 Sad salsa
510156 Sans Toi Mamie
510979 Say Good Bye
510256 Scarborough Fair
511343 Scarlet
510150 Sealed With a Kiss
510551 Season in Red
511065 Shake It Up
510325 Show
511312 Shut Up
510283 Smile Again
510689 Someday
510254 Spring Summer Winter And Fall
510078 Stand By Me
510975 Stay
511184 Steal Away
509680 Sugar Sugar
510663 Summer Dream
510736 Summer Dream
510664 Summer Time
511129 Sweetest Love
511286 T O P
509997 Taiji Boys
511115 Take Five
511075 Take Two
510410 Tango Tango
511358 Tears
Cali Karaoke

Artist/Lyric
김동영

슬퍼하는 너를 이젠내가 위로해 줄 순 없겠니...
The change of sunlight to moonlight Reflections of...
R Yount

Please release me let me go For I don't love you...
안정훈

나 한심해 보여도 나름대로 많이 생각한거야 날...
윤일상

눈감은 그녀의 옆모습 난 그걸 보는 게 좋았다 길게...
이윤상

어떻게 널 두고 나가나 이 길 끝에 내몸을 싣고...
박해문

하나 투 원 투 쓰리 어 Bounce with me Bounce...
Sad Movies always make me cry He said he had to...
유정연

이렇게 끝내야만 하나 깊어진 나의 사랑을 그대의...
Adamo

Je sais tout est fini J'ai perdu ta confiance...
유영석

미안했던 거니 내 맘 아플까봐 그래서 말못한...
A Garfunkel

Are you going to Scarborough Fair Parsley sage...
주영훈

얼마나 흘렀는 지 이 어둠에서 깨지 않게 해 줘...
Garygeld

Though we gotta say goodbye for the summer...
Crash

Forgotten or Just trying to forget Past isn't buried...
신동우

Shake it up 나나나난나나 Shake it up 나나나난나나...
김동률

Show 끝은 없는 거야 지금 순간만 있는 거야 난...
윤일상

어디서 뭘 했는데 또 누굴 만난 건데 도대체 연락...
Images go through my mind of laughing Wandering...
최현우

얼마나 설레였는지 다시 널 볼 수 있음이 항상...
R Francis

Spring summer winter and fall Keep the world in...
E Glick

When the night has come and the land is dark And...
최수정

알 수 없는 외로움 yeh 어둠 속에 가려져 시간에서...
윤일상

요즘 널 보는 눈빛 달라지지 않았니 어쩜 그렇게도...
Jeftbarry

Sugar Ah honey honey You are my candy girl and...
조규만

지루하고 답답해 이 도시가 싫어 허 짜증이 날 땐...
양진석

내 주위 시간들 지루하게 흘러가고 장미빛 사랑...
유정연

타오르는 저 태양 아래 초록 바다 저 하얀 구름이...
석훈

입술에 닿은 그대 느낌은 아직도 내 맘을 설레이게...
유영진

What you gonna do what I gotta do keep me up and...
서태지

아갈 수 없는 곳이란 우리에겐 없어 보이는...
서태지

내겐 좋은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 쉽지 않은 건 같은...
서태지

머저리 같은 니가 가슴 졸이든 뭐든 해봐 찔러봐...
Mountain

넌 정말 왜 그렇게 모든 여자들에게 다 모두 다...
위종수

아냐 난 괜찮아 난 정말 좋아 그저 널 위해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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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09588 Tears In Heaven
511359 Tell me Tell me
511321 The Beginning
509573 The Dreamer
510825 The Dreamer
510259 The End Of The World
510149 The Letter
510288 The Young Ones
509631 Till
510286 Till They Take My Heart Away
511133 To Heaven
510154 Too Young
509582 Top of The World
509896 Tv 시티
509170 Tv를 보면서
510496 Tv에서 보는 그대 모습은
510326 Twist King
510350 U F O
509371 Unchained Melody
509707 Venus
509635 W H I T E
511360 Waiting for you
510690 We Are The Future
511044 Wedding March
511361 Why
511315 With All My Heart
510257 Without You
509788 Words
511120 Working Girl
510851 World Cup Song
511212 X
510225 X라는 아이
511241 Yes
509793 Yesterday
509730 Yesterday Once More
Cali Karaoke

Artist/Lyric
Eric Clapton

Would you no my name If I saw you in heaven...
박근태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you love me...
신인수

내가 곁에 있어 줄게요 내 마음 보이나요 다 지워...
신해철

그녀의 고운 눈물도 내 맘을 잡지 못했지 열병에...
신해철

그녀의 고운 눈물도 내 맘을 잡지 못했지 열병에...
A Kent

Why does the sun go on shining Why does the sea...
W C Tompson

Give me a ticket for an airplane Ain't got time to take...
The young ones darling we're the young ones And...
You are my reason to live All I own I would give Just...
I look into your eyes so far away There's trouble on...
이경섭

괜찮은 거니 어떻게 지내는 거야 나 없다고 또 울고...
Sidneylippman

They try to tell us we're Too Young Too Young to...
Bettis

Such a feelin's comin' over me there is wonder in...
이창규

멀리서 내게 웃음 짓는 너를 바라보며 조심스런...
최성수

Tv를 보면서 눈물이 흐르네 사람들은 어디에 기대어...
김현철

세상에 이런 말 있지 사랑하면은 눈이 먼다고 그래...
주영훈

바바바 Everybody Dance 춤을 춰 봐 모든 걸 잊고...
이적

어느 날밤 이상한 소리에 창을 열어 하늘을 보니...
H Zaret

Oh my love my darling I've hungered for your touch...
RVL

A godness on a mountain top was burning like a...
유영석

No no no Now it's time for art music 램프의 요정을...
Mario Bolden

넌항상 신경쓰고 있지만 니맘 모두 알고있어 아직...
유영진

Hey everybody body look at me 이제는 모든 세상의...
최현우

향기로운 그대 숨결 느끼며 하루를 시작한다면 잠...
김형석

아무리 감추려고 노력해봐도 아무리 행복한...
비쥬

I never found you I never found you Belonged to me I...
T Evans

No I can't forget this evening Or your face as you...
Words don't come easy to me How can I find away...
주영훈

날 찾아줘 감춰진 나 날 그냥둬 잊고 있었던 나만의...
김창환

한국의 전사들이 나간다 다함께 야야야야 동방의...
윤일상

그녀를 발견하게 되었지만 좀처럼 다가갈 수 없는...
한국현

너는 저기 변두리 도시 끝에 초라한 마을 가난한...
이상민

I want you I need you I want you I want you I need...
P Mccartney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ed so far away Now...
Carpenter

When I was young I'd listen to the radio Waiti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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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11362 Yo(악동보고서)
511038 You & I
510080 You mean everything to me
510361 가
511160 가 까 이
510844 가 버 려
509948 가 시 리
510634 가 위
511434 가 을
511489 가 을
511611 가 을
511774 가 을
511524 가 을 길
511491 가 을 밤
510479 가 족
510944 가 지 마
511198 가거라 슬픔이여
511736 가게놀이
511363 가까이
510908 가나다라
509476 가난한 연인들의 기도
511848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510047 가려진 시간 사이로
509048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510032 가면 놀이 (remix)
511364 가버려
509192 가버린 친구에게 바침
510874 가시나무
511458 가위 바위 보
511469 가을 소풍
511592 가을맞이
510583 가을빛 추억
510388 가을의 기억
510795 가을의 전설
510992 가장 슬픈날의 왈츠
Cali Karaoke

Artist/Lyric
Groovie

그대가 서있을 곳이 아니야 살아서 숨쉬는 것을...
이성재

You I 야 You I 야하 You I 야 You I 하하 You I 야 You...
N Sedaka

You are the answer to my lonely prayer You are an...
이현우

너의 그런 설교 더 이상 원치 않아 너는 항상 내...
김원준

죽기보다 더 싫었었던 그 헤어짐 속에 날 묻고서...
Virus

아무 말도 하지마 난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아...
외국곡

가시리 가시리잇고 바리고 가시리잇고 날러는...
이윤상

Check it out now come on now let me bust it out Oh...
빨강 빨강 단풍잎 예쁜 단풍잎 앞산 뒷산 단풍잎...
가을산에 올라가 단풍잎을 모으자 동화책...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잎은...
가을은 가을은 노랑색 은행잎을 보세요 그래 그래...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네...
또닥 또닥 또닥 소리 달빛을 타고 들려온다 다듬이...
이승환

밤 늦은 길을 걸어서 지친 하루를 되돌아 오면...
최준영

사랑했었어 널 사랑했어 내 모든 걸 주었어 알고...
박시춘

거치른 세상 바다 물결만 드높은데 이 어린...
아이 재밌다 아이 재밌다 가게놀이 참 재밌다...
최수정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송창식

가나다라마바사아 자차카타파 하 에헤헤 으헤으헤...
홍서범

꽃님이시여 그 꽃을 내리어 가시 없는 줄기로...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윤상

노는 아이들 소리 저녁무렵의 교정은 아쉽게...
이영훈

라일락꽃 향기 맡으면 잊을 수 없는 기억에 햇살...
윤일상

넌 내게 말했지 오 그렇게 슬퍼하면서 너에게 다른...
윤일상

믿었어 언제까지 넌 변하지 않을거라 생각했어...
정원찬

하얀 날개를 휘저으며 구름 사이로 떠 오네 떠나...
시인과 촌장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바둑아 너도 같이 가위...
산들 산들 바람따라 산으로 가자 단풍잎이...
살랑살랑 실바람을 잡아타고서 오색가을 넘실넘실...
유정연

난 어둔 하늘 속에 숨겨두었던 추억들이 있어 그런...
이용민

아름다운 그녀 노을빛 사이로 나의 눈에 들어오고...
정시로

가을은 또다시 찾아와 널 다시 생각나게 해 그렇게...
노영심

단 한번 단 한번 그대와 둘이서 함께 할 수만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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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09959 가질 수 없는 너
509784 가평 아가씨
510179 간 큰 남자
511711 간식 노래
510198 갈 등
509014 갈 등
511892 갈 보 리
509771 갈 채
511750 갈때 인사
511849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510619 갈매기 쌍쌍
509251 갈색 추억
510043 감 수 광
510210 감출 수 없는 진실
509427 강 건너 등불
509562 강변의 추억
510569 개 성
509137 개 여 울
511724 개구리
511656 개구리 유치원
511968 개구리 칠형제
511775 개구리는 연못에
510039 개구장이
509532 개구장이 스머프
509527 개구장이 푸무클
510351 개구쟁이
511776 개미 심부름
511622 개천절 노래
511757 거 미

Artist/Lyric
정시로

술에 취한 니 목소리 문득 생각났다던 그 말 슬픈...
바람결에 들려오는 고향의 물소리 철없던 시절...
정의송

남자들아 힘을 내라 힘을 내자 어깨를 활짝 펴라...
딸기밭에 딸기가 땡글 땡글 맛있게도 익었네 잘도...
윤일상

너를 이해할 수가 없어 오늘도 난 당했어 너에게...
송주호

지금 나의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 진정 날 사랑하실...
슬픔 걱정 가득차고 내 맘 괴로와도 갈보리 십자가...
이상호

나는 지쳐 있을 거야 네가 내 곁에 없었으니 하지만...
아이 참 재밌어요 뽀뽀뽀 시간 벌써 갈 시간이 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제자 다시...
이재호

아 아 여수 통영 저바다 외고동 울고 밤물치마 내...
정풍송

희미한 갈색 등불 아래 싸늘히 식어가는 커피잔...
길옥윤

바람 부는 제주에는 돌도 많지만 인정 많고 마음씨...
박성식

나를 사랑한다는 그말을 전부 믿었지만 그렇게...
홍현걸

그렇게도 다정했던 그 때 그 사람 언제라도 눈...
외국곡

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김영석

기계처럼 같은 생활 그것처럼 같은 생각 의미없이...
이희목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이 개여울에...
개굴개굴 개구리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개구리 유치원은 연못이래요 날마다 헤엄치기...
고창모

멀고먼 옛날에 어느 강변에 개구리네 칠형제 살고...
개구리는 연못에 개구리는 연못에 개구리는...
김창완

우리같이 놀아요 뜀을 뛰며 공을 차며 놀아요...
욕심이 똘똘이 게으름이 나는 개구장이 스머프...
나의 친구는 개구장이 푸무클 꼬마 요정이...
김창완

솔 도 라 파 미 도 레 아무리 학교에서 배우는 게 많이...
개미가 개미가 엄마 심부름 간다 사이좋게 줄을...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 갑니다 거미가 줄을 타고...
김준범

김준범
510531 거 야
그런 사랑을 원하는거야 마음속까지 투명하게...
강산에
510984 거꾸로_강을_거슬러_오르는 저_힘찬_연어들처럼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510100 거짓 같은 진실
511287 거짓말 같은 시간
510925 거짓말도 보여요
510613 거짓말이야
Cali Karaoke

이세건

받아서 채워지는 그런 사랑보다는 너에게 주기만...
유희열

믿을 수가 없어 우린 끝난 거니 널 제일 잘 안다고...
유정연

맨 처음 그대의 얘길 듣고 무척이나 흐뭇해 했죠...
Virus

뚜뚜뚜뜨루루 뚜뚜뚜뜨루 예예예에 뚜뚜뚜뜨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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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09231 거짓말이야
510927 거짓없는 사랑
509127 거치른 들판
들판에 푸르
푸르른 솔잎처럼
509763 걱정 마라
511777 건너가는 길
509603 검 은 비
510034 검은 고양
고양이 네로
511331 게임의 법칙
511850 겟세마네
세마네 동산
동산에서
511505 겨 울 밤
509063 겨 울 비
509711 겨울 그림
그림
511596 겨울 나무
509255 겨울 바다
510094 겨울 이야기
510562 겨울 이야기
510151 겨울 이야기
509050 겨울비는 내리고
510539 겨울잠 자는 아이
509654 결 론
510731 결혼해줘
혼해줘
509957 경 아
510828 경 아
509187 경복궁 타령
510041 경상도 청년
하루
511152 경아의 하
루
511494 고 드 름
510964 고 백
511254 고 백
509740 고 백
511030 고 백
509613 고 엽
511572 고 향
511525 고 향 땅
509002 고개 숙여 외로이 Ii
Cali Karaoke

Artist/Lyric
신중현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유해준

오랜 시간동안 너에게 익숙해졌나봐 이별을...
김민기

저들에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김창완

꼬마야 왜 울고 가니 학교 갔다 늦어서 울고 가니...
건너가는 길을 건널때 빨간 불 안되요 빨간 불...
박청귀

이 거리에 들어서면 많은 사람들이 표정 없는 얼굴로...
외국곡

아찌야 너랑 나랑 결혼할래 응 네 살 박이 그...
조성진

난 누구에게도 그렇게 뒤져 본 적은 없었다 그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때 주님의 땀방울은...
부엉 부엉 새가 우는 밤 부엉 춥다고서 우는데...
조동진

겨울비 내리던 밤 그대 떠나갔네 바람끝 닿지 않는...
정원영

겨울 오면 내 집 앞 문틈에 가득 눈이 덮혀 와...
나무야 나무야 겨울 나무야 눈 쌓인 응달에 외로이...
유영석

겨울 바다로 가자 메워진 가슴을 열어 보자 스치는...
하광훈

내겐 잊혀지지 않는 겨울 얘기가 있어 그 얘기 속에...
정성조

봄에도 우린 겨울을 말했죠 우리들의 겨울은 봄...
강은경

하염없이 내리던 하얀 눈에 가려져 이젠 두 번 다시...
김범룡

그 누구인가 내게 다가와 나를 바라보는 애달픈...
윤일상

올 겨울에는 내 사랑하는 그녀는 꼼짝없이 방안에만...
이재성

때로는 가깝게 느껴지고 한편은 멀게도 느껴지고...
김형석

그럴지도 몰라 널 만나기 위해 많은 날들을 아픔...
김현우

메마른 가지에 파아란 새싹이 하얗게 돋아날 때...
김현우

메마른 가지에 파아란 새싹이 하얗게 돋아날 때...
민요

에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 계명 산천이 밝아온다...
전오승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 줄 사람은 경상도 그 청년...
신동우

A happy girl's life a happy girl's life A happy girl's life...
고드름 고드름 수정 고드름 고드름 따다가 발을...
김현철

나 그대를 사랑해요 늘 그대가 그리워요 알까 이런...
선우

듣고 있나요 이제 내가 얘기할 게요 놀라지 마요...
신대철

아픔이 지나가 버린 그 많은 흔적들 속에 나는...
윤형주

당신을 내가 얼마나 좋아한줄 아시나요 당신을...
외국곡

나뭇잎은 떨어지고 한잎 두잎 떨어지고 빈 자리에...
고향고향 내고향 박꽃피는 내고향 담밑에...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푸른 하늘 끝닿은...
송재준

스치는 바람결에 느끼는 세상의 향기 내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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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10947 고개 숙인 너에게
고기잡
511486 고기
잡이
511142 고독한 런너
511778 고마우신
고마우신 선생님
511587 고사리 끊자
509804 고요 속의 외침
510985 고정 관념
509040 고추 잠자리
509232 고향 생각
511204 고향 처녀
511578 고향의 봄
509905 고향이 남쪽
남쪽이랬지
509848 고호의 아침
509004 곡예사의 첫 사랑
509147 골 목 길
511814 골목길
골목길
511671 곰
511289 곰인형
510451 공 주 병
511421 공 치 기
511745 공같이 둥근 머리는 하나요
510552 공무도하가
511747 공부시간
510425 공주
공주는
는 외로워
시집
집가요
511713 공주님 시
공항에
바람
510699 공항
에 부는 바
람
510476 과 거
510040 과거를 묻지 마세요
511586 과수원 길
511779 과일의 노래
511279 관 찰
510660 관심 밖의 나 (그래도 널)
511621 광복절 노래
510459 광야에서
510935 괜 찮 아
Cali Karaoke

Artist/Lyric
신승훈

말 해 줄 수 없겠니 힘겨워 하지 말고 더이상...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고기를 잡으러...
조용필

어느 하늘에 꿈이 있을까 어느 바다에 사랑 있을까...
말 잘들을 때에도 심술부릴 때에도 언제나 우리들을...
고사리 대사리 끊자 나무 대사리 끊자 유자꽁꽁...
홍재선

더 이상 나에게 너만을 강요하지는 말아 줘 서둘러...
이한철

더이상 꿈을 가질 수 없는 틀에서 이제 나는...
조용필

아마 나는 아직은 어린가 봐 그런가 봐 엄마야 나는...
현제명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임석호

고향을 떠나온지 어느덧 몇해 생각하면 마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조동산

그 사람 고향이 남쪽이랬지 내 가슴에 머물다 간 그...
임홍렬

고호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영원한 휴식을...
정민섭

줄을 타며 행복했지 춤을 추면 신이났지 손풍금을...
윤태영

오늘밤은 너무 깜깜해 별도 달도 모두 숨어 버렸어...
햇살이 퍼져가는 모퉁이에서 새날을 밝혀주는...
뚱뚱한 곰 한마리 굴속에서 잠자고 있네요 쿨쿨...
johan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노란 나비 흰나비...
Juju Club

긴 바지를 찢어 입었고 빨간 두건도 지금 쓰고 있어...
하나 둘 셋 넷 모두 세어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공같이 둥근 머리는 하나요 반짝 반짝 빛나는 눈은...
이상은

님아 님아 내 님아 물을 건너 가지마오 님아 님아...
나하고 내짝하고 장난치다가도 선생님 말씀에는...
이정우

거울 속에 보이는 아름다운 내 모습 나조차 눈을 뗄...
따따따따 나팔소리 울려퍼지면 아름다운 공주님이...
박춘석

지나간 꿈이라고 생각을 말자 해도 못 잊어 다시...
조관우

그냥 모른척하고 말 것을 어쩔 수 없는 거라면 내게...
전오승

장벽은 무너지고 강물은 풀려 어둡고 괴로웠던...
동구밖 과수원 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하아얀...
빨강 빨강 옷을 입는 내 이름은 자두 여러분 여러분...
이철원

So fine divine Uaagh I wish I could make her mine...
이현정

나 항상 너의 곁에 있어 네 사랑을 볼 순 있지만 나의...
흙 다시 만져 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문대현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에 피울음 있다...
이범희

사랑한다는 말은 이제 의미가 없죠 그대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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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10877 괜 찮 아
510488 괜 찮 아
510901 괴롭냐
509575 교실 이데
이데아
511607 구 름
510768 구 미 호
511481 구 슬 비
510495 구름 같은 인생
인생
509571 구름과 나
510240 구멍가게 소녀
열차
511858 구원 열
차
511243 국민 여러분
여러분
510997 국민학
국민학교 동창회
동창회 가던
가던 날
511688 군인노래
509874 굴 레
509840 굴레를
굴레를 벗어나
509325 굿 바 이
511048 궤 도
511555 귀뚜라미
귀뚜라미 노래잔
노래잔치
귀뚜라미
511499 귀뚜
라미 우는 밤
511070 귀머거리 하늘
511650 귀여운 꼬마
천도애
510334 귀천도
애
509118 그 건 너
509015 그 네
510675 그 녀 는
509240 그 누구보다 더
511341 그 대
510758 그 래
509572 그 린 맨
509407 그 사 람
509764 그 사랑의 마지막
마지막
511973 그 시절이 그리워
그리워
509248 그 아픔까지 사랑한거야
아픔이었네
509380 그 이유가 내겐 아픔이
었네
Cali Karaoke

Artist/Lyric
유영석

요즈음 나는 너의 눈을 피해서 다른 한 사람 만나...
이혜상

널 언제까지 기다려야 나에게 올런지 그저 멀리서 널...
김남상

오오 예 어젯밤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여 앉아...
서태지

됐어 됐어 이젠 됐어 됐어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
저 멀리 하늘에 구름이 간다 외양간 송아지 음매음매...
이철원

세 번째 그애와도 끝장난거니 벌써 둘이 헤어진거니...
송알 송알 싸리잎에 은구슬 조롱 조롱 거미줄에...
김영광

어디로 가야 하나 구름 같은 내 인생 바람이 부는...
고상록

라 라라라라 라 라라라라 라 라라라라 라 라라라라...
정석원

어둠이 시작될 무렵 짓붉은 조명 아래서 흐린...
나는 구원열차 올라 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윤일상

이제부터 여러분께 다짐하고 맹세해요 하늘처럼...
조병석

어느새 밤이 스며드네 지쳐버린 나의 어깨 위로...
따 따따 따 따 따따 따 따따따 따따따 따 용감한...
김수환

인연에도 없는 사람을 사랑한 죄로 숙명인가...
이현도

오래 오래 그래 기다려 왔어 나도 널 나를 기다려...
이영훈

굿바이 하며 말없이 떠나가 버린 고운 님의 모습이...
이용민

돌아만 가는 세상의 궤도 날 힘들게 해도 또한 그...
귀뚤귀뚤 귀뚜르르 찌르찌르 찌르르르 밤마다...
귀뚜라미가 또르르 우는 달밤엔 멀리 떠나간...
윤일상

그토록 사랑한 그녀가 떠난 후 하늘은 그녈 내게...
귀여운 꼬마가 닭장에 가서 암탉을 잡으려다...
서영진

난 이대로 떠나갈께요 그대 더 이상 슬퍼 말아요...
이장희

모두들 잠드는 고요한 이밤에 어이해 나 홀로 잠못...
금수현

세모시 옥색 치마 금박 물린 저 댕기가 창공을 차고...
신동우

한 여자의 남편이라고 니가 믿던 그 남자는 모든 게...
이정현

그 언젠가 손을 잡고 바라보던 Sun Set 그대 내 곁에...
이문세

그대 고운 두 눈은 맑은 호수 파란 하늘이 있는 것...
양창익

우 아 우 오 D I V A Diva 지금 난 너를 향해 이젠...
아쭈 와리와리 얄라리 품품 낄랄레 꿀랄레 얄라리...
김만수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람...
김기표

어느 해 겨울이던가 하얗게 쌓인 눈 위에 이별의...
안계린

세월이 무정쿠나 세월이 무정쿠나 예쁜 꽃...
신재홍

너를 처음 만난 날 소리 없이 밤새 눈은 내리고...
유현상

잊는다는 슬픔보다 잊어야 한다는 이유가 내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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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11079 그 착한 당신이
당신이
509723 그 후 그리고 나
509604 그 후로 오랫동
오랫동안
510954 그날이 오면
510782 그날이 오면
509930 그냥 갈 순 없잖
없잖아
509318 그냥 걸었어
걸었어
나갔더니
511780 그냥 두고 나
갔더니
512008 그네뛰는
네뛰는 처녀
511986 그네뛴다야
네뛴다야
509982 그녀가 처음 울던
울던 날
509046 그녀는 새침떼기
예뻤다
다
510610 그녀는 예뻤
510788 그녀를 위해
509186 그녀에게 전해 주오
이별
별
511042 그녀와의 이
511059 그녀의 생일
509233 그녀의 웃음소리
웃음소리 뿐
509751 그대 곁에
고운
511326 그대 고
운 내 사랑
509027 그대 그리고 나
511060 그대 나를 떠나버린
510199 그대 내 품에
511164 그대 내게 다시
509651 그대 눈물까지도
510541 그대 떠나가도
509768 그대 떠나도
510029 그대 떠난 뒤
509424 그대 떠난 이 밤에
511206 그대 미워
미워
509028 그대 발길이 머무는 곳에
509454 그대 사랑 안에 머물러
509031 그대 슬픔까지 사랑해
509505 그대 안의 블루
바라볼
509715 그대 얼굴 바라
볼 수 있다면
Cali Karaoke

Artist/Lyric
정기수

그 착한 당신이 나를 떠나 갔을 때 나는 믿지 않았어...
윤일상

어른이 되는 건 내겐 슬픈 일이지 많은 시간을 잃어...
신승훈

우연인지 몰라도 네가 눈물 흘릴 때마다 하늘에선...
윤종신

다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지 가끔 생각나도 잠시...
미상

한밤의 꿈은 아니리 오랜 고통 다한 후에 내 형제...
김영광

그냥 갈 순 없잖아 하던 말이 남았는데 그냥 갈 순...
김준기

(여보세요) 처음엔 그냥 걸었어 비도 오고 해서...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그냥 두고 밖에 나갔죠 한참...
김준도

능수버들 휘늘어진 뒷동산 그네터로 오월이라...
빨간리봉 팔랑 그네뛴다야 맑은하늘 씽씽 높이...
이정선

그녀의 웃는 모습은 활짝 핀 목련꽃 같이 그녀만...
박광현

오늘도 그녀를 보았네 긴 머리 날리며 걸어갔네...
박진영

그녀는 너무 예뻤어 하늘에서 온 천사였어 그녀를...
신훈철

사랑한다면 그녈 위하고 싶다면 그녀를 떠나줘요...
김명곤

그녀에게 전해 주오 내가 후회한다고 그녀에게...
최규성

이제 우린 정말 끝난 거야 니가 다시 확인시켜줬지...
정시로

너에게 전화하고 싶었어 오늘만은 달력 위에 니가...
이영훈

나의 마음속에 항상 들려 오는 그대와 같이 걷던 그...
유영선

나 그대 떠나 보낸 뒤에는 잠 못 이루는 밤...
윤민석

세상에 지쳐가던 내게 그대는 다가와 가물어...
정현우

푸른 파도를 가르는 흰 돛단배처럼 그대 그리고 나...
이승길

너를 이제 잊어 버리겠어 하지만 난 네가 그리워서...
윤종신

한 번쯤 우연히 만날것 같아 그때 그 길 서성이고...
김형석

그대 내게 다시 돌아오려 하나요 내가 그댈...
오지훈

모르지만 이젠 이해할 수 있어 네가 지금 이곳에...
조장혁

추억이라 생각할 수가 없어 내 맘속에 남겨진 너의...
조창학

그대 떠나도 그대 떠나도 아무런 예고없이 넌 내게...
박미경

아아 아아아 아아아아 난 언제나 태연한 척 웃고...
외국곡

바람 부네 아픈 내 맘에 아름다운 추억 못잊어 부네...
김지환

어제는 따로따로 우린 못 만났네 오늘도 따로따로...
이호준

그대 발길이 머무는 곳에 숨결이 느껴진 곳에 내...
김은희

난 항상 울고 싶진 않지만 그대 사랑 안에 그렇게...
김기표

우우우 우 우우우우우우 아 아아아아 아아아 그대...
김현철

난 난 눈을 감아요 빛과 그대 모습 사라져 이제...
김정욱

그대 얼굴 바라볼 수 있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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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10036 그대 없이는 못살아
509614 그대 우나 봐
509593 그대 있음에
있음에
509051 그대 품에 잠들었으면
었으면
그대_떠
510942 그대_
떠난 빈들에_서서
509230 그대가 이세상에 있는 것만으로
509066 그대는 나는
모르
510082 그대는 모
르시더이다
511261 그대는 모릅니
모릅니다
릅니다
나같음
음을
510013 그대도 나같
생각해
511953 그대들은 생각
해 보았
보았는가
509849 그대를 잊는다는 건
509615 그대만을 위한 사랑
509822 그대만의 전설
511017 그대야 미안
미안해
510881 그대에게
510835 그대에게
509536 그대에게 무슨
무슨 말을 할까
510777 그대와 영원히
영원히
509062 그대와 탱고를
509508 그대와 함께
함께라면
라면
510989 그대와 함께
509620 그대의 향기
511117 그때 그 시절
510478 그때가 좋았어
좋았어
아십니
509850 그때를 아십
니까
510791 그땐 그랬
그랬지
511225 그래 늦지 않았어
않았어
이제부터
시작
509121 그래 이제부
터가 시
작이야
511149 그래도_그대는 나의_영원한_사랑이야
510909 그래요_잘
그래요_잘못은 내게_있
게_있어요
다이저
511624 그랜다이
저
511781 그러면 안돼
509239 그런거지 뭐
510349 그럴 때마다
Cali Karaoke

Artist/Lyric
길옥윤

좋아해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저하늘의 태양이...
유영선

그대 우나 봐 달빛도 보이질 않네 그대 우나 봐...
왕준기

따스한 눈길로 나를 불러 내일을 약속하던 그대 나...
백영규

나는 그대의 빈 틈이 있었다면 사랑했을 것이다...
김광엽

저 너머 빈들엔 울어 지친 소리는 내 텅 빈 가슴을...
김광진

한동안 그대가 내 곁을 떠나가 버렸다는 것을 믿을...
배철수

그대는 바람 결에 떠도는 한 조각 구름이어라...
최성수

그대는 왜 날 모르시나 그리움에 지친 내 마음을...
이승환

나 그 이후로 한번도 그대를 못본 것은 언제나 고개...
유영석

그대 두려운 가요 세상의 시선이 부담인가요...
방룡철

봄빛도 정다운 강반에서 사랑을 속삭이는...
오승은

창가에 기대어 잠들지 못하고 깨어있어도 이젠...
박정운

나 알고 있어 나의 사랑을 그대 위한 사랑이었음을...
오태호

Tv의 멋진 주인공들도 날 스치는 거리의 사람들도...
장용진

볼 수 없었어 듣진 못했어 너무 어두웠기에 아무도...
지근식

아침 햇살에 눈이 부셔요 새들은 하늘 높이 올라요...
신해철

워우예 워 숨가쁘게 살아가는 순간 속에도 우린...
최성수

그대에게 무슨 말을 할까 어떤 말이 따뜻함을 전할...
유재하

헝클어진 머리결 이젠 빗어봐도 말을 듣지 않네...
심수봉

어둠이 찾아들던 어느날 우연히 만난 방황하던...
서영진

그대여 나의 눈을 봐요 그대의 눈빛 속에 내가...
한동준

어느날 그대가 아무 말없이 떠나면 세상은 너무...
유영진

아직도 난 그대 꿈같은 눈빛 속을 못잊어 찾아...
장용진

단 돈 몇 천원에 밤거리 누비며 온 세상을 다가져...
정재형

시간이 덜어주지 않는 슬픔은 없나봐 너를 잃고...
김준기

어디까지 왔니 집 앞까지 왔지 어머니는 계실까 그...
카니발

참 어렸었지 뭘 몰랐었지 설레는 젊은 하나로 그땐...
김범룡

몰랐었어 나를 용서해 요즘 니가 술에 기대어...
박청귀

헤이 예 아주 오랜동안 상상했던 화려한 내 모습과...
이근형

눈을 뜨고 싶어 그대가 앞에 있기에 하지만 눈을 뜰...
정경천

뜨거운 눈물로 가슴 적시며 혼자서 너무나...
빠 빠빠빠 빠 빠빠빠 빠 빠빠빠 빠 빠빠빠 태양을...
아이스크림 맛이 있어서 하나 먹고 둘 먹고 또...
윤항기

다 그런거지 뭐 그런거야 아 그러길래 미안 미안해...
유희열

반복된 하루 사는 일에 지칠 때면 내게 말해요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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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09387 그럴 수가 있나요
509119 그럴 수가 있나요
510132 그럼에도 불구하고
510817 그렇게 나에게
510275 그렇겐 못해
509236 그리
그리운
운 금강산
510462 그리운
그리운 나라
그리운
510857 그리
운 생각
509381 그리
그리운
운 어머니
어머니
511551 그리운
그리운 언덕
그리운
511118 그리
운 얼굴
510700 그리
그리운
운 희야
509845 그리움
그리움만 쌓이네
509316 그리움으
그리움으로
움으로 지는 너
511112 그리
그리워
워라
510389 그림 위로 날아간 새
바라본
509312 그저 널 바라
본것뿐
511583 금 강 산
511949 금강산타령
511854 금과 은 나 없어도
511297 금지 된 사랑
510767 금지된 사랑
509012 기 도
510368 기 도
511908 기 도
511250 기 도(good)
511573 기 러 기
511238 기 적
510845 기_사_도 (남자가_여자를_사랑할
(남자가_여자를_사랑할 때)
510760 기다려 늑대
510774 기다려줘
기다려줘
509105 기다리는 마음
마음
511220 기다리는 아픔
509712 기다릴 줄 아는 지혜
지혜
기도할
511855 기도
할 수 있는데
Cali Karaoke

Artist/Lyric
김영광

무슨 까닭인가요 소식 한장 없으니 나를...
김희갑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누구라도 한번쯤은 사랑하고...
김현철

한낱 우스울 뿐야 우리 어렸었을 때 그땐...
이치현

그렇게 나에게 미안해하지 마 그건 너의 진실한...
오봉준

도대체 그 남잔 뭐야 왜 자꾸 눈에 띄는 거야 걔랑...
최영섭

누구의 주제련가 맑고 고운 산 그리운 만 이천봉...
송시현

진달래꽃 유채꽃 한아름을 가슴에 품어 보면...
김기웅

그립다 생각나면 조용히 눈을 감자 잃었던...
고재억

당신은 떠나셨나요 그 어디로 가셨나요 철없는...
내고향 가고 싶다 그리운 언덕 동무들과 함께 올라...
정홍택

너를 사랑한다고 그땐 왜 말못했나 밀려 가고 밀려...
김희갑

희야 희야 나를 두고 어디 갔나 무정하게 버리고 간...
여진

다정했던 사람이여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
조진호

거친 숨소리 속에 흐느낌을 이젠 제발 그만 좀 해...
미상

햇빛 따스한 아침 숲 속 길을 걸어가네 당신과 둘이...
한창훈

아무 일 없던 거야 처음부터 꿈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아

야 할 말 있으면 해 봐 도대체 왜 이러는거니 오늘 널...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이천봉 볼수록 아름답고...
미상

산도 깊고 골도 깊다 그늘마다 머루다래 줄줄이...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것 네게 주니 곧...
임기훈

그렇게 내가 잘못한 거니 나에게 욕하지마 나도...
유승범

울지마 여기에 새겨진 우리 이름을 봐 소중한...
조봉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움에 불러보는 아픈 내...
노땐스

나를 절망의 바닥끝까지 떨어지게 하소서 잊고...
오늘 집을 나서기전 기도 했나요 오늘 받을...
최준영

Roo'ra deeper lover live lover live 라 리따 리라리 lie...
달 밝은 가을밤에 기러기들이 찬서리 맞으면서...
김동률

나 그대의 눈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게 꿈인 것 같아요...
한창훈

Here we come it's 젝키 Here we come it's 젝키 Here...
김남상

그렇게 음흉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아줘...
김창기

나 아직 그대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그대 마음에...
장일남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오 월출봉에 달...
김정욱

고독한 이 가슴에 외로움을 심어주고 초라한 내...
이광래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사람들은 패배라고 하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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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11675 기린이랑 사슴
사슴이랑
509086 기분 좋은 날
509306 기분 좋은 날 (밥
(밥을 태우는
태우는 여자)
속으
으로
509303 기억 속
510022 기억 속의 그녀
510355 기억 속의 너에게
509151 기억 속의 멜로디
어디
511165 기억 어
디에서도 만나지는 너
510507 기억속의 먼 그대
509901 기억에 남는 건 너의 젖은 눈동자
509745 기억에서 오래되면
509517 기억의 습작
습작
부르
르는 날에
510025 기억이 부
511034 기억하고 있니
510204 기억
기억할
할 수밖
수밖에 없는 너
509698 기억해 줘
510436 기억해 줘
510801 기억해
기억해줄
줄래
511446 기운이 나요
511440 기차놀이
511815 기차를 타고
511113 기차와 소나무
510620 기타 소야곡
510525 기타로 오토바이를
오토바이를 타자
510000 긴 이 별
510439 길
510884 길
509141 길고 긴 사랑을 위해
509777 길이 끝난 곳에서
509260 김 삿 갓
509113 김포공항
511857 깊고도 넓도다
510961 깊은 밤을 날아서
509993 깊은 슬픔
510332 깡패의 천국
천국
Cali Karaoke

Artist/Lyric
기린이랑 사슴이랑 숨박꼭질 재밌다 바위뒤에...
하광훈

토요일 오후 그렇게 망설이지 말고 춤을 춰 봐요...
이정선

기분이 좋아 거리를 걸어도 혼자 있어도 비가...
문창배

오후 햇살마저 지나간 거리에 오랜 기억들은...
최준영

널 첨 본 순간 난 숨이 막혀 버렸어 시간은 멈춰지고...
오석준

눈부신 아침 햇살처럼 내 가슴 안에 간직한 네 사진...
오태호

기억 속의 멜로디 나를 깨우고 가 너의 미소도 못...
김정욱

밤은 저 멀리서 불빛을 부르고 짙은 밤 안개가...
신재홍

그땐 정말 나는 몰랐었어 너의 사랑이 나에게는...
박정운

기억에 남는 건 너의 젖은 눈동자 너에게 물었지...
김태원

머지 않은 날에 기다리는 일이 쉬워질 때면...
김동률

이젠 버틸 순 없다고 음 횡한 웃음으로 내 어깨...
김태원

가끔 너의 모습이 기억나는 날에 우연히 마주친 널...
김민정

넌 아직 기억하고 있니 우리가 의미를 붙였던 그...
이세건

뒤돌아서 앞만 보고가 네 눈에서 멀어질 테니까...
윤명선

지나 버린 수 많은 순간들 하나하나 그리며 너를...
김광진

기억해 줘 널 위해 준비한 오늘 이별이 힘들었단 걸...
박근태

우리는 아직 어리다는 말 그 말이 전분 아냐 너를...
아침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면 잡곡밥도 맛있고...
칙칙 폭폭 떠나 간다 어서 어서 올라 타라 우리...
기차타고 신나게 달려가보자 높은 산도 지나고...
이규석

기차가 서지 않는 간이역에 키 작은 소나무 하나...
이명희

달밤에 기타는 누가 뜯느냐 구슬픈 가락마다 가슴...
김창완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
김경호

눈만 감으면 나 떠난 너를 잊을 거라고 생각했지...
유희열/윤종신

늘 그대와 팔짱한 채 그 길을 걸을 때면 모두 다...
오동석

아직 와야할 길이 더 많은지 잠시 다녀오겠다던...
김승기

커다란 사랑보다는 잔잔한 애정의 표현이 필요한...
정성현

하루하루 이어지는 늘 세상은 같아 보였고 먼지...
홍서범

김삿갓 김삿갓 김 김 삿갓 삿갓 김 김 삿갓 삿갓...
김영광

밤이 피는 김포공항 비가 내리고 시간은 자꾸...
깊고도 넓도다 깊고넓은 샘물 흐르네 깊고도...
이영훈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이상호

조용히 내게 속삭여 주던 그 옛날 그 시간 속의 너...
Lapper Sky

어렸을 때부터 나는 약골이라 맨날 맞고 다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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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11690 깽깽이로
깽깽이로 뜁시다
511534 꼬 까 신
511031 꼬 마 야
509761 꼬깔 모자 속의 겨울
눈사람
511444 꼬마 눈사
람
509935 꼬마 인형
511625 꼬마 자동차
자동차 붕 붕
509074 꼬마 자동차
자동차 붕붕
511740 꼬마야 꼬마야
511626 꼬부랑 할머니
510934 꽃
510563 꽃 가 마
구름배
배
511978 꽃 구름
511509 꽃 동 산
509433 꽃 바 람
511186 꽃 봉 투
511782 꽃 씨
510234 꽃 잎
509846 꽃동네 새동네
511987 꽃동산
511519 꽃밭
꽃밭에서
에서
510205 꽃밭에서
꽃밭에서
나루
511590 꽃섬 나
루
511425 꽃잎
꽃잎과
과 나비
나비
동산
산
511960 꽃피는
꽃피는 동
510503 꿈 속의 그녀
509088 꿈결 같은 세상
511163 꿈꾸는
꿈꾸는 도시
509659 꿈속에서 깨어나
510833 꿈속에선
속에선 언제나
509943 꿈에라도
509991 꿈에서 깨긴 싫어 (사랑과 결혼)
509093 꿈을 먹는 젊은이
509455 꿈을 잃은 날개
511073 꿈을 찾아 떠나
Cali Karaoke

Artist/Lyric
오른손 왼손 손뼉치고 놀아요 랄랄라 랄랄라...
개나리 노오란 꽃 그늘 아래 가지런히 놓여 있는...
김창완

꼬마야 꽃신 신고 강가에나 나가보렴 오늘 밤엔...
장춘식

난 언제나 하얀 눈이 내리면 내 너를 기억하게 될...
한겨울에 밀짚 모자 꼬마 눈사람 눈썹이 우습구나...
그날 밤 황홀한 시간을 난 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붕붕붕 아주 작은 자동차 꼬마 자동차가 나왔다...
박형신

붕붕붕 아주 작은 자동차 꼬마 자동차가 나왔다...
꼬마야 꼬마야 줄을 넘어라 꼬마야 꼬마야 뒤를...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갯길을 꼬부랑 꼬부랑...
유건형

물어뜯고 아우성치고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해...
박춘석

연지 찍고 곤지 찍고 꽃가마 타고 청사초롱 고운...
김지연

뭉게뭉게 꽃 구름배 나의 꿈 싣고 멀고먼 나라로...
보셔요 꽃동산에 봄이 왔어요 나는 나는 우리 고장...
조용필

간밤에 불던 바람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따스한 꽃...
나규호

아이고 어쩌나 부끄러워 두 뺨은 장미빛 화끈화끈...
까만 꽃씨에서 초록싹이 나오고 초록싹이 자라서...
신중현

꽃잎이 피고 또 질 때면 그날이 또다시 생각 나 못...
최창권

뜰아래 반짝이는 햇살같이 창가에 속삭이는...
진달래꽃 꺾어서 꽃집을 짓고요 샘물을 빼여서...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권길상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고운 빛은 어디에서...
꽃섬나루 나루터에 나룻배 한척 건너가는...
팔랑 팔랑 팔랑 팔랑 날아 가길래 흰나빈줄 알고서...
허상순

봄이오면 할미꽃 피여나는 동산에 사과배꽃...
주영훈

난 매일 저녁 집을 향해 걸을 때마다 또 혹시 그녈...
송시현

사람들은 말하지 인생은 슬픔이라고 사람들은...
신동우

쉬지 않고 돌아가는 시계바늘처럼 언제나...
김영광

마음이 머물면 고향이 되지 그 사람 가슴이면 나는...
서영진

떠나버린 그대 문득 그리울 때 나는 항상 눈을 감지...
최준영

많은 사람들은 말하지 보고 싶은 그 사람을 가슴에...
송병준

근사한 연애 멋진 결혼 모두 원하죠 백마 탄 왕자가...
김호남

타오르는 꿈을 안고 사는 젊은이여 우리 모두 같이...
조진호

잔자가밤 자가 자가밤 밤밤 잔자가밤 자가 자가밤...
송재우

꿈을 찾아 떠나 어둠 속에 갇힌 널 좀 바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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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11068 꿈을 찾아서
510686 꿈의 대화
509847 꿈의 대화
세계
계로
509738 꿈의 세
꿍따리
510251 꿍따
리 샤바라
509765 끊어진 반지
509270 끝 그리고 시작
시작
509690 끝난 건가요 ((네온
네온 속으
속으로 노을지다)
510221 끝없는 사랑
510652 끝이 아니
아니기를
510597 끼리끼리
509477 나 그리고 별
511019 나 나 나
510493 나 는 나
509053 나 니 미
510015 나 를
어떡
510819 나 어
떡해
509975 나 어릴 적 꿈
511864 나 자유 얻었네
511865 나 주의 믿음 갖고
510556 나 홀로 걸으면
걸으면
509220 나그네
나그네 길
울었답니
었답니다
511983 나는 꿈에 울
었답니
다
511422 나는 나는 자라서
509252 나는 너 좋아
509518 나는 널 몰라 (m 주제가)
509340 나는 노래하리라
509225 나는 당신께 사랑을 원하지 않았어요
않았어요
509329 나는 문제 없어
510580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빠졌어요
순례자
자
511860 나는 순례
시온
가겠네
511861 나는 시
온성을 향해 가
겠네
511898 나는 알았네
어쩌란
쩌란 말이냐
509537 나는 어
말이냐
509383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
그리움
Cali Karaoke

Artist/Lyric
한국현

난 내가 원했던 또 내가 바랬던 꿈은 어디에 어디에...
주영훈

아침 햇살이 내 방 창가에 소리없이 내려 앉으면...
이범용

땅거미 내려 앉아 어두운 거리에 가만히 너에게...
최병일

그래서 사람들을 태운 커다란 범선은 보물섬을...
김창환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땐 산으로 올라가 소릴...
신성호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다시 난 널 기다리겠지 아직...
주영훈

어색해진 우리 사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어...
김현철

한참 그대는 내게서 멀리 있군요 이제 우리는 끝난...
이성환

난 알고 있었지만 말할 순 없었어 언젠가는 내곁에서...
정재윤

끝이 아니길 난 달랠 수가 없어 힘겹게 너를 찾는...
정재윤

넌 혹시 알고 있니 난 너무 멋지단걸 미스터...
김장수

창 밖에 가로등 하나 둘 불을 밝히면 나의 손 잡을 듯...
유승준

난 그냥 되는 되는데로 살았었지 간섭받기 싫어 그냥...
Juju club

때때때때 때때때때 때때때때 때때때 왜 내가 아는...
김영광

그대와 만나던 날 호숫가엔 꽃 무지개 떴지 그대와...
김현철

우리 헤어진 뒤 세상살이 사는 동안 그럴리...
김창훈

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주영훈

워 워워워 워워워 워워우 워 워워워 워워워 워워워...
나 자유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얻었네 나...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유성민

하염없이 길을 걸으면 솟아나는 그리운 모습...
전영록

떠나면 그만인데 헤이 헤 울기는 왜 울어 나그네 갈...
류영섭

숙제 못해 선생님께 꾸중들은 날 나는요 꿈에 글쎄...
나는 나는 자라서 무엇이 될까요 나라 사랑...
조용필

아직은 사랑을 몰라 몰라 그래도 우리는 좋아 좋아...
안지홍

내 영혼이 아파오네 세월은 고독을 고독은 침묵을...
박인호

그대가 내 곁을 떠나갔을 때 나의 마음은 아팠소...
홍서범

떠나가네 사랑이 가네 떨리는 내 손을 말없이...
김성호

이 세상 위엔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 주는 나의...
이선희

나는 사랑에 빠졌나봐 나는 사랑에 빠졌나봐...
나는 순례자 낯선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나는 시온성을 향해 가겠네 높은 그 성 영광이로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송운선

해 저문 호숫가에 물새 한마리 무엇이 서러워 울고...
김성호

나는 외로움 나는 떠도는 구름 나는 끝없는 바다...

18

Song ID Song Title
509456 나는 캡이었어
행복합니다
509946 나는 행복합니
다
510858 나도 모르
모르게
509922 나를 두고 가려무나
509057 나를 두고 아리랑
509886 나를 보내
보내 줘
511862 나를 사랑하는 주님
사람
510668 나를 슬프게 하는 사
람들
510366 나를 용서해
511000 나만의 그대
510260 나만의 그대 모습
509640 나만의 꿈
509961 나만의 너를 위해
510158 나만의 노래 (삐빠빠
(삐빠빠)
삐빠빠)
510538 나만의 방식
510443 나만의 슬픔
510573 나만의 신부
509985 나만의 이유
509887 나만의 친구
510109 나만의 회상
509895 나만
나만큼
큼널
511743 나무야
509851 나무여 안녕
509577 나무와 새
511609 나뭇잎배
뭇잎이
509257 나뭇잎
이 떨어져서
510219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니가 있을 뿐
509910 나비 소녀
511716 나비야
509249 나성에 가면
(아스팔트
팔트 사나이)
509990 나에게 (아스
대답
509355 나에게 대
답해 줘
509435 나에게 떠나는 여행
여행
510875 나에게 쓰는 편지
510359 나에게로의 초대
Cali Karaoke

Artist/Lyric
김진우

그냥 떠나고 싶어 어딘지 몰라도 그냥 간섭은 싫어...
윤항기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김중순

바람이 창문 사이로 쓸쓸이 불어 오면은 나도...
조운파

바람결에 나뭇잎이 지더니 고개 넘어 울던 새도...
김중신

나를 나를 나를 두고 산 넘어 가시더니 한달 두달...
마경식

Jam the my club rock the disco 너는 전화기에 대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
이경섭

아무 때고 니게 전활해 나야하며 말을 꺼내도...
Q

나를 용서해 처음부터 널 속일 마음은 없었는데...
유정연

내 맘속에 간직하고픈 그대 사랑스런 모습을 잊을 수...
서준서

흐르는 음악 소리에 살며시 잠든 그대의 모습...
신조음계

나에게 살아가는 힘이 돼준 건 내 곁에 함께 했던...
안성준

애절한 노래 소리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해 다가갈 수...
주영훈

빠바라르르 빠빠 빠바라르르 빠빠 빠바라르르...
정시로

아직 세상이 날 버린건 아니야 운명처럼 길들여진...
강은경

우 우우우우 우우우 아 내 소식 그녀가 들을 때쯤엔...
이주호

느낌이 너무 좋았어 그대의 눈빛 나를 보고...
신동관

아름답던 너의 그 말이 좋았던 말이 나와 미래를...
정재윤

늦어버린 아침에 난 거리에서 허전해진 나의 마음...
이혜민

어느 날 문득 바람 부는 소리에 그대의 모습이...
박선주

넌 늘 새로운 사랑을 원하지 놀랍고 때로는 신비한...
나무야 나무야 서서자는 나무야 나무야 나무야...
아름다운 숲에서 태어난 모든 생명은 이 세상...
강석호

진달래가 곱게 피던 날 내 곁에 날아오더니 작은...
낮에 놀다 두고 온 나뭇잎배는 엄마곁에 누워도...
신중현

나뭇잎이 떨어져서 가을 바람에 굴러가네 붉게...
신승훈

나 다시 태어나도 너만을 사랑할꺼야 나의 전부인...
송창식

옛날 옛날 한 옛날에 예쁜 소녀 하나가 꽃 바구니...
나비야 나비야 이리날아 오너라 노랑나비 흰나비...
길옥윤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사랑의 이야기 담뿍...
손태재

그 어린 시절에 꿈들이 잠시 난 멈춘 줄만 알았어 네...
김현종

워 워 워 어 나에게 대답해 줘 그대의 진실을 나에게...
김원준

우우우 우우 우우우 우우 오 오우예 아무도 살지...
신해철

난 잃어버린 나를 만나고 싶어 모두 잠든 후에...
이태섭

환상 속에 있어 다가설 수 없는 나에게 너를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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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10974 나와 같다면
509970 나와 같다면
510231 나와 다른 너
509853 나의 곁엔 언제나
511916 나의 기도
510431 나의 기타
기타 이야기
509205 나의 너에게
509747 나의 단점
509824 나의 또다른 모습
509258 나의 사랑 그대 곁으로
곁으로
510382 나의 사랑 나의 신부
511051 나의 사랑 천상에서도
사랑이란
란 것은
509941 나의 사랑이
510185 나의 성공담
성공담
510377 나의 옛 친구
509780 나의 일기
입술
모든
511863 나의 입
술의 모
든 말과
509687 나의 작은 새
하루
루
511575 나의 하
하루
510986 나의 하
루
511055 나의_바
나의_바램
램이 저_하늘_닿
_하늘_닿기를
510846 나의_외
나의_외로움이 널_부를_때
511537 나팔 불어요
509058 낙엽은 지는데
지는데
510294 난
510693 난
510885 난 괜찮아
괜찮아
510508 난 괜찮아
괜찮아
510899 난 그래
509162 난 너에게
509457 난 너에게
509146 난 널 사랑해
511253 난 널 원해
대단
단해
509642 난 대
509743 난 떠나가지 않아
Cali Karaoke

Artist/Lyric
이동원

어떤 약속도 없는 그런 날에 너만 혼자 집에 있을...
이동원

어떤 약속도 없는 그런 날에 너만 혼자 집에 있을...
박기영

니가 나를 좋아하는 것은 알지만 너무 내게...
서영진

언제나 나만을 바라보는 그대와 함께 새로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송결

옛날옛날 내가살던 작은동네엔 늘 푸른 동산이...
손무현

그렇게 말해왔어 오래 전 널 잊었다고 스쳐갔던...
유승범

비오는 날엔 장미를 화창한 날엔 쇼핑을 주말엔...
주영훈

워우워우워 워워워 워우워우워 워워워 워우워우워...
김승덕

흘러가는 하얀 구름 벗을 삼아서 한없는 그리움을...
최수정

넌 언제나 나의 곁에서 항상 꿈을 꾸는 그대...
유승범

그런 일들은 없을 테지만 만약에 우리들이 떨어져...
이영훈

바보는 그래 사랑이란 걸 말하기 싫어 가슴에 느껴...
윤일상

널 알기 전에는 가망 없던 나였었지 그런 내가 변할...
정석원

나 어릴 적에 함께 다닌 친구가 있었죠 키는 아주...
송경호

샤라라라 랄랄랄랄라라 샤라라 라라 샤라라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박광현

내가 외로울 때 찾아 오는 나의 작은 새 힘든...
아침 햇빛 밝아오는 이른 아침에 두손 모아...
윤종신

나 오늘도 그댈 맴돌았죠 어제보다 표정이 좋아요...
원창준

난 기도해요 나를 사랑해 줄 오직 한 사람 그대이길...
조동익

널 위한 나의 마음이 이제는 조금씩 식어가고 있어...
해님이 방긋 웃는 이른 아침에 나팔꽃 아가씨 나팔...
임석호

마른 잎 굴러 바람에 흩날릴때 생각나는 그 사람...
김창환

요즘 들어 이상했던 너의 행동들을 소문들은 내...
박진영

우우우 우우우우 우우우우 넌 넌 괜찮니 행복하니...
외국곡

니가 떠나면 남겨진 내가 눈물로 수없이 많은 밤을...
김현철

난 괜찮아 정말 난 괜찮아 그 세월을 완전히 잊었어...
심현보

누구나 사랑을 말하지 마치 모든 걸 아는 사람처럼...
정성조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강영호

난 너에게 할 말이 있어 그대에겐 아직 표현...
신성호

힘겨운 아침 햇살을 받으며 눈을 뜨니 어제의 내가...
드렁큰타이거

Tiger is in the presence bam bam Upon the raggae is...
정선문

그렇게 보낸 시간들 속에 나는 고민 생겼지 그애가...
그대의 첫 물음 알 수 없기에 숨겨진 외로움은 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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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10815 난 아직
아직 모르잖
모르잖아요
르잖아요
509458 난 항상 혼자다
509967 난 행복해
행복해
510853 난중난색
510526 날 개
510365 날 도와줘
도와줘
509673 날 떠나지 마
510206 날 보러 와요 (remake)
509789 날 울게 한 그대
511327 날 위한 사랑
이별
509705 날 위한 이
별
509894 날 위한 충고
509797 날개 잃은 천사
510244 날개꺽
날개꺽인 전사
511012 날려 버렸
버렸어
509474 날아라 병아리
슈퍼보드
509352 날아라 슈퍼
보드
509164 날이 날이 갈수록
갈수록
511187 남 매
509341 남 자 여
510621 남강의 추억
509648 남겨진 독백
511281 남겨진 사랑
509259 남성 넘버 원
509691 남자답
남자답게 사는 법
510568 남자도 때론
때론 여자이고 싶다
510842 남자라는 이유로
509675 남자에게
509296 남자의 길
510356 남자의 꿈
510977 남자의 눈물
마음
510645 남자의 마
음
510303 남자의 모습으
모습으로
511006 남자의 향기
509876 낭만에 대하여
Cali Karaoke

Artist/Lyric
이영훈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 지 나는 아직...
김태우

눈 앞에 비친 나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지 유난히...
김광진

날 용서해 너에게 이런 말 정말 하고 싶진 않아...
최승민

너는 들쑥날쑥 못생긴 덧니 삐죽삐죽 아톰머리...
유건형

어렵게 살아온 내 어린시절이 아직도 나의...
천성일

예이이 예에 예에에에 날 도와줘 너의 곁엔 항상...
박진영

Come Come Come Come Come on 멀어지는 너의...
외국곡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한동준

그 많은 날들 지나고 난 지금 여기에 때론 서러움에...
최진영

누구도 날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날부터...
김형석

난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니가 있는 그곳...
고석영

Oh Yeah Come On 나를 위로하려는 너의 그 말이...
이건우

아 그럴 거야 나를 아낄려고 굳이 내게 말 안하고...
최준영

모를 거야 나는 아끼려고 굳이 모두 말 안하고 멀리...
이헌우

이젠 널 사랑하지 않아 필요하지 않아 보고 싶지...
신해철

육교 위의 네모난 상자속에서 처음 나와 만난 노란...
김수철

치키치키 챠카챠카 쵸코쵸코 촉 치키치키...
김영광

날이 날이 갈수록 생각이 나네요 깜박 깜박 잊었다...
김희갑

빗물처럼 쏟아지는 그리움이 넘치면 나는요...
박성훈

남자여 남자여 세상의 남자여 여자의 외로움을...
이재호

물소리 구슬프다 안개내린 남강에서 너를 안고...
김종서

새벽을 지나 잿빛 거리로 차가운 바람이 불 때면 그...
유정연

더 이상 내게 이러지마 이제 모두 끝나버렸어...
박시춘

유학을 하고 영어를 하고 박사 호 붙어야만...
김범룡

오줌싸지 않기 늦잠자지 않기 남자답게 그렇게...
지국현

가끔 이지만 나도 어쩔 때에는 삐지고 틀어지기도...
임종수

누구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말못할 사연...
김기표

여자 여자 여자들이 하고 싶은 말 남자는...
유영선

남자의 길이라는 생각에 행복을 빌어주었지만...
김창완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드는 줄 모르고 얼마나...
현철

이별의 밤을 세우고 바람처럼 떠나간 당신...
무너지는 사랑을 바라볼 순 없기에 한줄기 유성이...
가키

지금쯤인가 생각해 봤어 이제는 말해야 겠지 우오...
김지환

바람처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떠나갔지만 내...
최백호

궂은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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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11866 낮엔 해처럼
해처럼 밤엔
밤엔 달처럼
바닷
511200 낯선 바
닷가에서
509286 낯선 사람
사람들
509384 낯설은 아쉬
아쉬움
509094 내 가
510847 내 가
509006 내 게
509695 내 게 로
512006 내 고향 좋구좋다
그리운
운 나라
509428 내 그리
510103 내 기억 속에서만
511050 내 낡은 서랍
서랍 속의 바다
509138 내 남 자
511223 내 남은 사랑을 위해
510141 내 눈물 모아
511627 내 동 생
마음
509184 내 마
음 당신 곁으로(d)
곁으로(d)
509757 내 마음
마음속에
마음
음속의 그대
511131 내 마
마음
510714 내 마
음에 비친 내 모습
510859 내 마음
마음은 풍선
풍선
509625 내 맘속에 너
510292 내 방식대로의 사랑
510241 내 사랑 뚱뚱이
뚱뚱이
509862 내 사랑 못난이
510456 내 사랑 투유
509514 내 사랑은
511322 내 사랑은
511270 내 삶을 눈물로 채워
채워도
511783 내 손으로 척척
510805 내 안의 그대
509370 내 영혼의 히로인
509024 내 이름은 구름이여
인생
생은 나의 것
509253 내 인
인생
물결
509478 내 인
생의 물
결
Cali Karaoke

Artist/Lyric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순 없을까...
박세준

널 잊어버리기 위해 나 여기까지 온 거야 하늘이...
고찬용

누가 알았어 뭐 우린 어차피 선물로 생각하지...
정성헌

아픈 맘 달래지 못해 긴 한숨만 허공에 묻고 그리워...
김학래

이 세상에 기쁜 꿈 있으니 가득한 사랑의 눈을...
이현도

오늘도 많이 힘들었니 널 괴롭히는 하루 속에서...
김광진

그렇게 기다리던 당신의 생일인데 창 밖으로 그대...
유정연

너무 서두르지 마 견디기 힘이 들 때면 애써...
동희철

가야하 푸른물이 논밭을 적시고 갈모자 산기슭에...
임지훈

내 그리운 나라 울다 지쳐 잠이 들면 내 그리운 나라...
박선주

내 기억 속에서만 내 기억 속에서만 시간은 흐르지...
이적

내 바다 속에는 깊은 슬픔과 헛된 고민들 회오리치네...
정태호

시시 때때로 보고 싶어서 아하 정말 내 남자 보기만...
이경섭

내 앞에 네가 와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지만 어차피...
정재형

창 밖으로 하나 둘씩 별빛이 꺼질 때쯤이면 하늘에...
내동생 곱슬머리 개구장이 내동생 이름은...
김기표

당신의 빛나던 눈동자 위에 흐르는 한줄기 눈물...
유희열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내 마음속의 널 나나 나나나...
Paul

늦은 밤 지친 마음으로 그대 메세지 듣고 있어요...
유재하

붙들 수 없는 꿈의 조각들은 하나 둘 사라져가고...
김준

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 라라라라...
서영진

언제나 넌 항상 내게 말하지 친구라 얘기하면서...
신승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난 알아들을 수가...
윤종신

뚱 뚱 뚱 Oh it's touch me 누가 살찐 여자를 좋아해...
윤종신

누가 예쁜 여자를 마다해 남자라면 누구나 바라지...
홍서범

어느 날 너를 처음 봤을 땐 내 맘에 사랑이 싹트고...
김원석

내 사랑을 얘기해 볼까 그건 그다지 아름답지는 않은...
이지상

아름답고 고운 것 보면 그대 생각납니다 이 것이...
나훈아

간간히 너를 그리워하지만 어쩌다 너를 잊기도...
너도 나도 척척 어여쁘게 척척 언제나 내 할 일은...
정연준

늘 나의 얼굴을 스치던 너의 머리카락 대신에 이제...
박춘석

헝클어진 운명의 끈을 바로잡지 못하고 사랑했던...
조용필

기다려요 한 마디에 긴긴 세월 살아온 나 갈길 잃어...
방기남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최종혁

나 이제 떠나리라 그대의 손을 잡고 이 세상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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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09222 내 잘못인가
주님의
기쁨
511871 내 주님
의기
쁨
509921 내 진정
진정 당신을
당신을
510799 내 품에 안겨
510775 내 품에 안기어
511102 내_남자 친구에게
510640 내가 가야할
가야할 길 (아름다운
(아름다운 그녀 주제곡)
511061 내가 기다린 사랑
510415 내가 너를 느끼
느끼듯이
510228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
살았다는 걸
509315 내가 널 닮아갈 때
509980 내가 만일
510729 내가 배운 사랑
511130 내가 사랑하는 그녀는
510018 내가 선택한 길
509235 내가 선택한 길
509310 내가 설마 결혼을
510780 내가 아는 세상에서
511167 내가 알고 있는 미소
510622 내가 왜 웁니까
511040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
509304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방법
511263 내가 있을게
509444 내가 잠 못드는 이유
510327 내가 지켜
지켜줄게
511873 내가 처음 주를 만났
만났을때
511868 내게 강같은 평화
509786 내게 그랬
그랬듯이
509436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께
드릴께요
510804 내게 너무 이쁜
이쁜 그녀
510976 내게 다시
511077 내게 다시 올때까지
509742 내게 사랑은 너무 써
509420 내게 영원히
영원히
511337 내게 온 사랑(토
사랑(토마토 주제곡)
Cali Karaoke

Artist/Lyric
정암

외로운 내 가슴에 간절한 소망 하나 사랑할 사람...
내 주님의 기쁨은 나의 힘 내 주님의 기쁨은 나의 힘...
백순진

내 진정 당신을 사랑하는 까닭은 당신 곁에 언제나...
김원준

내 품에 안겨 울던 너의 마음을 알기엔 아직 어린...
김종진

바람부는 계절엔 창문가에 낙엽이 지난...
김석찬

이것봐 나를 한번 쳐다봐 나 지금 이쁘다고 말해봐...
최경식

알 수 없는 슬픈 눈으로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 널 더...
윤일상

니가 미웠어 날 몰라주는 너 또 말도 못해 안달하는...
유정연

사랑했던 그 모든 기억이 모두 거짓으로 느껴지고...
유희열

지운 줄 알았어 너의 기억들을 친구들 함께 모여...
천성일

늦었지만 솔직히 말할께 처음 서로를 알게 된 그 때...
김범수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윤일상

가까이 더 가까이 나에게 다가와 내게 원하는 걸...
Zipper

내가 사랑하는 그녀는 긴 머리의 새침한 소녀 우우...
최준영

비가 내릴까 저 하늘 끝에서 아쉬움이 기억을...
김형석

난 결코 쓰러지거나 힘 없이 꺾이지 않아 전과 넌...
지영무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새파란 잔디 위에서 꼭 해요...
지평권

처음부터 너무 먼 곳을 바라본걸까 아름답게 깔린...
서영진

또 하루가 지면 지쳐 버린 모습 붉어진 햇살 아래...
남국인

울지 않아요 내가 왜웁니까 내가 싫어 가는 사람...
장원호

나에겐 필요한 건 너뿐이야 하지만 난 널 본 적이...
곽윤종

한때 내게는 젊음이라는 이유로 욕망 방황...
지평권

웃어본 적 없는 그런 눈으로 그 어떤 아픔에...
박선만

흐흐흐흑 야 너 왜 울어 무슨 기분 나쁜 일 있었니...
김준기

잠든 너의 얼굴 위에 서려 있는 그 아픔 이젠 내가...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정성헌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원했던 나의...
하광훈

스치는 바람결에 사랑 노래 들려요 내 곁에서 떠나...
이혜민

미안해 정말 조금만 기다려줘 널 위해 분주한...
김영준

언젠가 길을 걷다가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나도...
최성욱

지금껏 난 그래왔지 너를 보면 언제나 편하고 없을...
김창완

내게 사랑은 너무 써 아직 전 어리거든요 내게...
유영석

조금도 슬픈척 하지 않았지 기다렸다는 듯 웃고...
외국곡

오레오 라스꼼비 롭바디 랍바야 오레오 라스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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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11875 내게로 와서 마셔
마셔라
510419 내일 일기
511870 내일 일은 난 몰라요
509677 내일이 오면
509223 내일이 찾아오면
511828 내짝꿍
511538 냇 물
510471 너
511365 너
그럴
럴 때면
511100 너 그
동안
511137 너 없는 동
안
509545 너 없는 동안
동안
509180 너 에 게
510378 너 에 게
509513 너 이길 원했
원했던 이유
509602 너 있는 곳으로
곳으로
511366 너 정말
511189 너 하나만을
510824 너 하나만을 위해
509520 너 하나만을 위해
509830 너나 잘해
509914 너를 다시 보게 됐어
509753 너를 만난 후로
510701 너를 못 잊어
보내
내기 전에
509976 너를 보
보내
511228 너를 보
내며
509672 너를 보내
보내며
511234 너를 사랑해
511367 너를 위해
509587 너를 잊을 수 없어
509984 너를 품에 안으면
안으면
느끼
509612 너만을 느
끼는 나
509201 너만을 사랑했
사랑했다
511256 너만의 천사가 되어
510138 너무 다른 널 보면서
Cali Karaoke

Artist/Lyric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오석준

노을 지는 하늘보며 잡지못한 추억을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 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김범룡

무엇을 원했는지 몰라 단 하나 내겐 사랑뿐 이미...
오석준

푸른 바다 저 멀리서 나를 부르는 파도 처럼...
꽃구름이 물드는 언덕에 오르면 어여쁜 그얼굴...
모래알 따라가는 냇물 속에는 싱그러운 풀잎도...
서세건

떨리는 손 잡아 주던 너 별빛같은 눈망울로 영원을...
최준영

사랑했었어 그래서 내 모든걸 준거야 왜 갔어 왜...
고릴라

울고 싶을 때 너무나 속상할 때 친구들이 너의...
김진룡

길을 걸었지 우연히 널 다시 볼까 설레임 속에 몇...
김원준

아무런 기대 없이 나간 우리 첫 만남은 너무 쉽게...
서태지

이봐 아무리 지금 날 좋아한다 그래도 그 건 지금...
안정훈

아무말 않고선 그냥 떠나 버린 널 그렇게 쉽게...
최영

너 이길 원했던 이유 이젠 아파했던 모습으로 서로를...
김진룡

지난날 내게 준 그대 사랑 언제나 그대론데 지금은...
황성제

요즘 니가 만나는 그 앤 너무 아니야 왜 하나같이...
박시춘

사나이의 눈물인데 그칠 수 있느냐 그칠 수 있느냐...
이현도

지금까지 나 살아온 동안에 네가 나의 전부였어...
이현도

지금까지 나 살아온 동안에 네가 나의 전부였어...
윤일상

내 걱정은 하지마 혼자 설 수 있어 세상 사람 모두 다...
강인원

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
김창환

두 두 두 두두두 두 두 두 두 두룻두두두 오예 아리야...
박춘석

사랑의 길이 그 얼마나 멀고 멀길래 마음은 같아도...
박진영

지난 기억 속에 또 널 찾아가지 아직도 못 다한...
김석찬

만날 수 없다는 슬픔보다 힘든 건 니가 내 곁에...
신승훈

네가 보고 싶어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마저 넌...
최수정

예예예 너를 사랑해 나의 마음이 오 너를...
신재홍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있는...
Carbon

멀어지는 너의 모습 바라보니 싸늘하게 느껴진...
김준선

너를 품에 안으면 힘겨웠던 너의 과거를 느껴...
최수정

내가 만든 꿈의 저 세상으로 예 파도치는 바다의...
이영춘

너만을 사랑했다 그것은 운명이었다 아낌없이...
정재윤

먼 훗날 내 생각에 하늘을 바라보다 말없이 하얀...
김동률

나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조차 무색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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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10754 너에게 가고 싶어
511122 너에게 나를
510183 너에게 나를
509317 너에게 묻고 싶어
511166 너에게 하고픈 말
511278 너에게로
509111 너에게로 가는 길
너에겐
미안
509973 너에
겐미
안해
510088 너여야만 하는 나
511323 너와 함께
510883 너와 함께
510691 너와 함께라면
함께라면
함께한
한 시간
509892 너와 함께
509755 너의 곁에 있고 싶어
510033 너의 곁으로
곁으로 (도둑
(도둑과 시인)
509833 너의 궁전
511171 너의 눈에 눈물이
509769 너의 뒤에서
509813 너의 뒤에서
510827 너의 뒤에서
511188 너의 모습
사고방
방식
509016 너의 사고
510315 너의 얘기를
510630 너의 의미
509459 너의 전화
511784 너의 조그만 것
510262 너의 착각
511316 너의 향기
그렇
510014 넌 그
렇게 살지 마
510212 넌 나의 처음이자
처음이자 마지막
마지막이야
510030 넌 남이 아냐
아냐
510093 넌 내꺼
509175 넌 언제나
510264 넌 웃을 수 있었니
아름다운
510384 넌 충분히 아름다
운걸
Cali Karaoke

Artist/Lyric
정원영

난 원한걸까 그 밤 그대의 눈길 고개 돌려 외면한 채...
최준영

어둠 속을 날아서 기억의 저편에 서면 새 하얀 달빛...
최준영

어둠 속을 날아서 기억의 저편에 서면 새 하얀 달빛...
손성훈

오 오오 오 오 오오 오 오 오 오오 오 오 오오 오 오...
이홍래

해가 질 무렵 그녀와 난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친...
김태원

멀리서 널 바라본 힘이 없었던 나였지만 항상 너의...
손무현

사랑해 너의 전부를 그 환한 웃음부터 소중한 것이...
김성호

워 워우워우 워 워우워 워 베이베 음 워우워우 워...
양희로

갖지 못했던 아쉬움으로 나는 너에게서...
김형석

너와 함께 있으면 이 세상 모든 게 마법에 걸린...
이현도

영원한 건 없어 완전한 건 없어 하지만 니 앞엔...
최수정

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 아아 아아아아 아아...
주영훈

어제처럼 오늘도 생각에 잠겨 있어 너와 함께...
연석원

우 우 우 우우우우 그냥 그대로 있어 떠나지 말아...
하광훈

자고 나면 또 다른 세상 눈을 뜨면 꿈같은 세상...
이경섭

원 투 쓰리 엔 포 파이브 엔 씩쓰 투 세븐 엔 나인 엔...
신재홍

그럴리가 없다고 생각했어 많은 날을 우리 함께...
김형석

어제는 비가 내렸어 너도 알고 있는지 돌아선 그...
김형석

어제는 비가 내렸어 너도 알고 있는지 돌아선 그...
김형석

어제는 비가 내렸어 너도 알고 있는지 돌아선 그...
서세건

하얀 볼에 흐르는 이 눈물은 헤어짐이 서러운 너의...
박문수

우에우 우에우 우에우 우에우 우우우 우에우...
주영훈

친구에게 물었지 오늘도 우연히 너의 얘기를...
강현민

나의 모든 건 니가 있었기에 의미가 있는데 너에...
김동일

지금까지 몇 번이나 전화 벨이 울렸는지 모르겠어...
너의 조그만 손으로 악수를 한다 정다운 친구끼리...
유영진

우라라 우라라라 라라라라 붐붐붐쉐라...
성우석

너 지금 나를 떠나 무얼하고 있어 나 이렇게 널...
천성일

예 예 예 예 예아무 생각없이 믿고 싶었지만 난 너의...
정재윤

우 우우우우 우 우 아무말도 하지마 어둠만이 너와...
이정훈

남의 일에 참견 말라던 너의 그 말 떠나지 않아...
김원준

엄마 친구 딸인 너를 아무 감정 없이 알게 됐고...
장경아

넌 언제나 넌 언제나 하루 하루 늘어갈 뿐이야 널...
김형준

나의 죽음으로 아픔을 주고 싶었어 항상 너에게...
박기영

가녀린 너의 어깨 위엔 달빛만 어릴 적 두고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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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09460 넌 할 수 있어
그리며
510473 널 그리
며
509285 널 기다리며
기다리며
510412 널 닮은 세상에서
509688 널 만나길 참 잘했어
509968 널 보내
보내지 않아
보낸
낸 이유
511009 널 보
보낸
509803 널 보
낸 후에
509806 널 보낸
보낸 후에 (goodbye Lady)
사랑하겠
겠어
510140 널 사랑하
511265 널 사랑하기에
510482 널 사랑한 만큼
만큼
510137 널 사랑한 이유
510017 널 사랑해
511307 널 위 해
510001 널 위한 나의 슬픔
510296 널 위한거야
511283 널 잊을 수 있게
511096 널_위해 준비된_사랑
비된_사랑
511175 네 박 자
509889 네가 날 버린 이유
511046 네가 떠나면
509250 네가 없는 세상은
510435 네모의 꿈
511816 노 을
샤쓰의
509411 노란 샤쓰
의 사나이 (d)
511759 노랑
노랑꽃
꽃 빨강꽃
511579 노래 교실
부르
511527 노래 부
르자
509724 노래는 나의 인생
인생
즐겁다
다
511516 노래는 즐겁
부릅
511989 노래를 부
릅시다
510409 노래만 불렀
불렀지
511938 노래하는 순례자
순례자
511475 노래하자 춤추자
Cali Karaoke

Artist/Lyric
홍성수

후회하고 있다면 깨끗이 잊어버려 가위로 오려낸...
박남정

별빛 반짝이는 저 하늘 아래 도시의 가로등...
유영선

또 다른 세상을 내가 느낀 건 널 잃고 헤매던 그 때 널...
김형준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직 늦지 않았다면 멍들어...
김승기

널 만나길 난 참 잘했어 너도 나와 같은 생각하니...
김형석

얼마나 내가 널 다시 만날 거라 믿어 왔는지 얼마나...
이승철

잊혀질까 널 보낸 이후로 멈춰버린 내 미솔 찾을까...
김혜선

스따딜라 우 우 스따디다디다디라 우 처음부터...
이정섭

널 보낸 내마음을 이해하겠니 미워서 그런 것이...
김창기

내 뜨거운 입술이 너의 부드러운 입술에 닿길 원해...
손성훈

너 울고 있잖아 내 곁을 떠나고 나면 행복할 거라고...
곽상엽

Oh My Baby You Will Be In My Heart Forever Oh...
이미 오래 전에 묻어 두었던 감추고 싶던 추억이...
백종우

말없이 널 바라보다 돌아서며 흐느끼던 내 작은...
이광윤

언제까지나 네 곁에 있고만 싶어 아무 말 없던 너의...
김진룡

너를 잊고 살아가는 동안이 힘에 겨운 거야 낯설은...
Mis Mr

날 용서하며 살아가 줘 넌 그럴 거야 마음 아파져도...
이현정

언제나 네 주위를 헤매이는 내 마음들 이러면...
김조한

오늘을 꿈꿔왔지 우리 하나가 되는 날을 벅찬 기쁨...
박현진

니가 기쁠 때 내가 슬플 때 누구나 부르는 노래...
정재형

그때 내가 한 말 기억하니 울면서 애원했었지...
이현도

네가 떠나면 나는 어떻해 모든 게 너의 기억을...
신동우

눈물 흘려 달랠 수 있는 슬픔 아니었지 바삐가는...
유영석

네모 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 난...
바람이 머물다간 들판에 모락 모락 피어나는 저녁...
손석우

노란샤쓰 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노랑꽃 빨강꽃 곱게 피었네 언덕에도 냇가에도...
다같이 노래하자 이 아름다운 날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 모두 노래 부르자 손뼉치며 무릎치며...
박춘석

아득히 머나먼 길을 따라 뒤돌아보면은 외로운 길...
노래는 즐겁다 지저귀는 멧새처럼 비배쫑 비배쫑...
리성재

노래를 부릅시다 차차 즐겁게 부릅시다 차차...
김장훈

난 길을 떠났지 아주 멀리 떠나고 싶었어 마치 어느...
하늘의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아름다운...
노래하자 춤추자 둥글게 둥글게 돌면서 사뿐 사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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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09261 노랫 가락
가락
풍경
511817 노을지는 풍
경
511990 농민의 노래
509560 높은 하늘아
네문을
511874 누가 네문
을 두드려
511540 누가 누가 잠자나
511328 누구보다 널 사랑해
511785 누구일까요
511726 누구하고 노나
511557 눈
511473 눈
511179 눈 물
510807 눈 물 꽃
511043 눈물 내리는 날 (비
(비)
511920 눈물 없는곳
없는곳
509292 눈물 한 방울로 사랑은 시작되
시작되고
작되고
510873 눈물나는 날에는
510864 눈물의 멜로디
510728 눈썹 어딨
어딨니
509386 눈으로 말해요
511876 눈으로 사랑을
511786 눈은 어디
어디 있나
감으
510385 눈을 감
으면
509029 눈이 내리네
509760 눈이 슬픈 그대
509509 느 낌
511313 느 낌
510612 느낌만으로
509790 느낌만으로
510666 늑대와 양
511036 늑대와 함께 춤을
지금처럼
510207 늘 지
금처럼 (come On Baby Tonight)
511951 능수버들
509032 늦기 전에
509987 늦은 후회
Cali Karaoke

Artist/Lyric
민요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노나니 화무는...
노을지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노을 속에 잠겨...
류광준

마반산 높은 봉에 아침해 솟고 뒤동산 깊은 숲에...
신대성

친구가 생각나고 고향이 그리울 땐 나는 너를...
누가 네문을 두드려 누가 네문을 두드려 오 죄인 왜...
넓고 넓은 밤하늘엔 누가 누가 잠자나 하늘나라...
비쥬

가끔 길을 걸어가다 뒤를 돌아보면 너와 함께 했던...
동그란 눈 누구일까요 사과같은 얼굴 누구일까요...
꾀꼴꾀꼴 꾀꼬리 누구하고 노나 꾀꼴꾀꼴 꾀꼬리...
내려옵니다 고향에서 낯익은 새하얀 눈이 산에도...
바람타고 눈이 옵니다 하늘 나라 선녀님들이 송이...
오석준

이럴 줄은 몰랐어 사랑을 느꼈어 떠난다는 그 말에...
박춘석

아카시아 그 길에는 꽃잎만 지는데 두 번 다시 만날...
조규만

또 날 위해 온거니 니가 날 안아줄 땐 날 대신...
저 하늘에는 눈물이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정의용

밤하늘 별을 세던 그 시절 가버렸어도 아직도...
유영석

우리들 마음 아픔에 어둔 밤 지새우지만 찾아든...
이세건

비가 내리는 이 거리에 눈물로 남은 이름이여...
김경수

오늘 결혼하는 날 눈부신 나의 신부 모든 친구들...
권태수

눈으로 말해요 살짜기 말해요 남들이 알지...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눈은 어디 있나 요기 코는 어디 있나 요기 귀는...
조병석

눈을 감으면 그대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난 견딜 수...
외국곡

눈이 내리네 당신이 가버린 지금 눈이 내리네...
오태호

나 그대를 알고 사랑은 아님을 알았지만 언제나...
김형석

많은 시간 동안 난 기다려 왔어 너와 함께 걷고...
신인수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기려고 했어 몇 번 인가 널...
김태환

이젠 구체적인 얘길 해야 할 것만 같아 넌 나의...
윤우호

야야 감추긴 싫어 내 이름을 불러 봐 솔직해진 너의...
유영진

2000년 6월 28일 미리 예고됐었던 그들이 왔다...
김형석

너를 처음 본 순간 난 숨이 멎어 버렸었지 하늘은...
최수정

Baby Come On Baby Come On Baby 오오오 오오...
김교성

천안도 삼거리 능수나 버들은 제멋에 겨워서...
신중현

늦기 전에 늦기 전에 빨리 돌아와주오 내 마음 모두...
박병규

이제는 낯선 사랑처럼 널 대할 수 있지 사랑했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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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09005 늦지 않았음을
않았음을
509641 늪
510826 늪
511553 늴리리야
510965 니가 내 것이 되갈수록
갈수록
511233 니가 내리는 날
510423 니가 떠나간 이유
509665 니가 오는 날
511288 니가 진짜
진짜로 원하는 게 머야
509003 님 떠난 후
510167 님 아
509078 님 이 여
509503 님실은 페리호
페리호
510163 님은 먼 곳에
510820 님의 곁으로
곁으로
509958 님의 계절
511500 다 람 쥐
510962 다 만
510269 다 시
511260 다 잘될 거야
511368 다 줄꺼야
509363 다른 모습
510143 다시 나를
510131 다시 난 사는 거야
510227 다시 내 곁에 (이별
(이별 Part 2)
510031 다시 내게로
509794 다시 내게로 돌아와
509748 다시 돌아봐
만나줘
510523 다시 만나
줘
510023 다시 사랑할
사랑할 수 없나
사랑할
할 수 있다면
510836 다시 사랑
시작
510172 다시 시
작해
509210 다시 시작
시작해
이제부터
터
509725 다시 이제부
511240 다시 태어나도
Cali Karaoke

Artist/Lyric
유영석

이젠 모두 지난 일이 된 걸까 아직 너의 음성 들릴...
하광훈

이미 그녀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었지 하지만 그건...
하광훈

이미 그녀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었지 하지만 그건...
늴리리야 늴리리야 목동이 소몰고 밭둑길로 간다...
유정연

울다 지쳐 얼굴 내비친 무지개처럼 예쁜 빛...
나원주

믿지 않았어 니 가슴속에 내가 없는 날이 온걸...
김기호

차마 얘기할 수 없던 거야 네가 힘들거라 죄책감...
유승범

비가 오면 참 좋겠어 네가 나에게로 오는 그날에는...
신해철

사는 대로 사니 가는 대로 사니 그냥 되는 대로...
장덕

사랑했던 사람은 곁에 없지만 사랑했던 마음은...
신중현

멀리 떠난 내 님아 언제나 돌아오려나 나의 사랑 내...
외국곡

당신 생각에 잠 못이룰 때 그리운 이 마음은 길을...
양병철

가로등 불빛 아래 나만 홀로 남겨놓고 페리호는...
신중현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님이 아니면 못 산다 할...
박춘석

외로운 강물에 눈이 내리듯 우리의 겨울은 오고...
김명곤

두 눈감으면 떠오르는 그리운 그 사람 언제나 나의...
산골짝에 다람쥐 아기 다람쥐 도토리 점심가지고...
김동률

너에게로 다가가면 언제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날...
주영훈

이젠 편히쉬렴 힘겹던 날 지워 더 이상 그 무엇도...
윤일상

깊은 산 옹달샘이 더러워졌다고 오염되었다고...
조규만

그대 내게 다가오는 그 모습 자꾸 다시 볼수...
곽윤찬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지 이...
박성식

거리에 어둠이 내리고 다시 밤이 찾아와 외로운 내...
김종서

난 떠나간 게 아니야 그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김원준

더 이상 견딜 수 없기에 지금에서야 널 볼 수 있었어...
최수정

날 떠나지 마 이렇게 외로움만 남겨 두고 너 먼저...
하광훈

나에겐 그 누구도 어울리지 않아 나 없인 아무 것도...
이치현

헤어짐에 익숙해진다는 건 슬픈 일이지만 이별이...
정연준

Jeah Jeah 1997 Uptown boys in full effect wikified...
홍세준

감춰 왔던 내 눈물까지 알고 있던 그런 너기에 어떤...
진경환

그땐 내가 너무 어렸던 거야 의미도 없는 같은...
정원영

알고 있었어 너의 아픔을 내겐 숨기고픈 작은...
이창권

너의 맑은 눈빛이 문득 흐려질때 나는 분명히...
전인권

아름다웠던 날이 지나고 차가운 바람에 갈 길...
이경섭

그대에게 나 한가지 꼭 묻고 싶은 게 있어 그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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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09544 다시 한번
한번
다시_돌
510848 다시_
돌아온 그대_위해
510175 다시는 내게
509479 다시는 사랑을 안할테
안할테야
눈빛으
509916 다정한 눈빛
으로
510948 단_한번
_한번의_사랑 ('맨발
('맨발의_
맨발의_청
의_청춘_'주
_'주제가)
511468 달 맞 이
511501 달 밤
510165 달 팽 이
509030 달과 함께 별과 함께
511332 달려라 자전거
510397 달려라 하니
하니
511948 달마중 님마중
511595 달맞이 가세
511426 달아 달아 밝은 달아
509158 달의 몰락
달콤하고
510744 달콤
하고 상냥
상냥하게
511731 달팽
달팽이
이집
511502 닭
511733 닮은 곳이 있네요
있네요
510879 담배
담배가게
가게 아가씨
510242 답안의
답안의 끝을 잡고
509406 당 신
510646 당돌한 여자
510011 당신과
당신과 만난 이날
당신만이
510913 당신
만이 (baby_i_love_you)
509413 당신밖
당신밖에
에 없어요
510936 당신은
당신은 내 여자요
당신은
511787 당신
은 누구세요
510865 당신
당신은
은 모르
모르리
모르
르실 거야
510038 당신은
당신은 모
당신은
사랑입니
509739 당신
은 사랑입
니다
509658 당신
당신은
은 천사와커
천사와커피를 마셔
마셔본적이
본적이있습니까
511203 당신의
당신의 눈물
당신의
510505 당신
의 모습
Cali Karaoke

Artist/Lyric
김예주

사랑이 타기도 전에 재만을 남기는 사람 기분대로...
김현철 외

그대는 아는가요 이 세상을 떠나간 뒤 그대 심은 그...
김동률

잠든 너의 그 모습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걸...
김수철

사랑이 이렇게 슬픈 거라면 난 다시는 사랑을...
김현우

화를 낸 모습은 싫어요 다정하게 대해 줘요...
박용진

어둡게만 생각했었던 나의 지나왔던 길 이젠...
아가야 나오너라 달맞이 가자 앵두 따다 실에 꿰어...
달밤에 동이로 물을 긷자 물긷는 동이로 달을 긷자...
이적

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나는 더욱 더...
김영광

행복했던 그 시절 다 가고 나만 혼자 이렇게 남아서...
델리스파이스

그대와 첨 만났지 반짝이는 쇼윈도 해맑은 여름...
방용석

난 있잖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하늘 땅 만큼...
방룡철

달마중을 가세 님마중을 가세 휘영청 밝은 달아...
팔월이라 한가위는 달도 밝구나 우리 벗님 손을...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저기 저기...
김현철

달이 진다 달이 진다 달이 진다 달이 진다 나를...
정민섭

달콤하고 상냥하게 살며시 단둘이 정들면...
달팽이 집을 지읍시다 어여쁘게 지읍시다 점점...
쿵더쿵 쿵더쿵 찔적마다 모이 찾던 수탉 암탉...
엄마하고 나하고 닮은 곳이 있데요 엄마하고...
송창식

우리 동네 담배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짧은...
정재윤

다신 더 풀 수 없겠지 나의 연필이 시험지의 여백을...
배상태

그토록 떠나기 싫어 괴로워 울었지 그땐 나도...
임강현

일부러 안 오는거 맞죠 나에게만 차가운거 맞죠...
김진만

우리 이제 지난 일들 모두 잊어버려요 원치 않던...
이치현

잠든 나를 간지럽히는 햇살에 눈을 뜨면 코앞까지...
김영광

묻지 말아요 지나간 과거를 이제는 그누가 뭐라고...
조동산

백년이 지나 또 태어나도 당신은 내 여자 바람같이...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김은아 그 이름 아름답구나...
박춘석

당신만을 사랑하고 믿어온 이 마음을 정 주고 정을...
길옥윤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세월이...
최성수

밤 저편 홀로 서 있는 당신은 사랑입니다 이른 아침...
김성호

그녀는 너무나 눈부신 모습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차준

어젯밤 잠든 그댈 바라보던 내 눈엔 한줄기 뜨거운...
유현상

내가 울어 울기는 왜 울어 스쳐 가는 바람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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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그리워
워질 때
509156 당신이
당신이 그리
당신이
있으니까
510808 당신
이 있으니
까
510316 대단한 너
510514 대리 만족
511466 대문놀이
511105 대학가 블루스
블루스
509472 더 늦기 전에
509584 더욱 더 사랑해
509153 덩 크 슛
511247 데자뷰(deja-vu)
510893 도
510060 도 시 인
509601 도 전
511741 도깨비 나라
509167 도라지 타령
510464 도레미 송
511746 도레미송
510656 도시 탈출
509025 도시여 안녕
이별
510632 도시의 이
별
511754 도토리
510263 독 재 자
510194 독도는 우리 땅 (dj Doc Version)
510674 독립선언
509787 독립선언 I
남아있
509692 독백 남아
있는 그리움
그리움을 위해
509096 돈 때문
때문에
510519 돈이 드니
드니
509429 돈키호테
511239 돌 아 와
511276 돌 아 와
511766 돌 치
509401 돌고 돌고 돌고
509660 돌고 돌아가는 길
511703 돌과물
Cali Karaoke

Artist/Lyric
이태열

다르다는 말을 쉽게 하며 때론 나만을 고집하지...
박춘석

당신과 나는 사랑을 했지요 서로 좋아 사랑했죠...
이성환

말하지마 나도 알고 있어 무엇을 원하는지도...
최수정

처음 만난 그가 내게 사랑을 고백할 때 그게...
문지기 문지기 문열어라 열쇠 없어 못열겠네 어떤...
장욱조

캠퍼스 잔디 위에 내일의 꿈이 핀다 젊음의 나래...
신해철

생각해 보면 힘들었던 지난 세월 앞만을 보며...
외국곡

사랑은 한 순간의 꿈이라고 남들은 웃으면서 말을...
김광진

유난히 고요하던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유성처럼...
오승은

그때 해는 이미 지고 있었지 횡단보도 저편 너를...
장용진

Check turn to the back into the back I said 1 2 3 uh...
신해철

아침엔 우유 한잔 점심엔 Fast food 쫓기는...
이창규

막연한 꿈을 쫓아 앞만 보던 시절 푸른 물살...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방망이로...
민요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심심 산천의 백 도라지 한...
외국곡

도는 맛좋은 도너츠 레는 새콤한 레몬 미는...
도 레미 도 미도미 레 미파파 미레파 미 파솔미...
천성일

한 낮에 찌는 듯한 무더위는 붉은 태양 아래...
조영남

바이 바이 바이 정든 도시여 굿 바이 너를 두고 나...
나나나나 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 나나나나...
떼굴 떼굴 떼굴 떼굴 도토리가 어디서 왔나 단풍잎...
정석원

희망은 거짓의 옷을 입고 있다 며칠째 하늘에선...
박문영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이 백리 외로운 섬 하나...
김홍순

처음부터 미련하게 태어났던거야 구차하게 이제...
주영훈

예예예 나나나나 나는 괜찮아 내가 원한 나의...
윤상

그래 이젠 웃어 봐 변하진 않아 잠시동안 멀리 있을...
박인호

돈 때문에 속상하고 쨘 돈 때문에 기분 좋고 쨘...
Juju Club

쌥쌥 쌔댑쌔 쌉쌉 쌥쌥 쌔댑쌔 쌉쌉 쌥쌥 쌔댑쌔...
이청

말을 타고 광야를 달리는 우리의 돈키호테 그...
정연준

그누가 뭐라해도 나는 너를 믿었었지 오늘 같은...
김창환

돌아 와 나에게 돌아 와 돌아 와 나에게 모두 내가...
달린다 돌치 끝없는 벌판 위를 외친다 돌치 태양을...
전인권

해가 뜨고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다시 해가 뜨고...
김욱

산 너머 너머 돌고 돌아 그 뫼에 오르려니 그 뫼는...
바윗돌 깨뜨려 돌덩이 돌덩이 깨뜨려 돌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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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11661 돌아 돌아
509610 돌아갈래 ((종
종합 병원 삽입곡)
511293 돌아보지 마
511002 돌아봐줘
510268 돌아와 줘
509120 돌이키지 마
510730 돌이킬 수 없는 사랑
509393 동 심 초
509262 동무 생각
511447 동무들아
동물흉
511702 동물
흉내
510391 동야동
동야동조
조
510809 동해의 태양
510402 동화나라 Abc
511249 되돌아 온 이별
이별
511769 될 터이다
511603 두 견 새
511449 두 꺼 비
바퀴
퀴로 가는 자동차
509983 두 바
자동차
510180 두 번 울지 않는다
510020 두 번째 이별
이별
510910 두 번째의 사랑
510489 두 여 인
510498 두근 두근
510535 두려운 이별
이별
살짝
511649 둘이 살
짝
510369 둘이 살짝
살짝
511674 둘이서 코잡고
둥근해가
511628 둥근
해가 떴습니다
511841 둥글 둥글 친구야
511569 둥글게 둥글게
511950 둥실타령
511604 뒷산에 올라
509783 드 라 마
509461 드라이브
Cali Karaoke

Artist/Lyric
손뼉치고 손뼉치고 짝짝짝 손뼉치고 손뼉치고...
손무현

아무래도 나 여기서 그만 돌아가야 할까 봐 너는 내...
박제성

그렇게 돌아보지 마 또 쳐다보지 마 이대로 나를...
신승훈

그대를 사랑하게 된 것이 나의 잘못인가요 그대...
박정원

처음은 아닐거라 생각해 왜 그런말을 해야 하는지...
전영록

모든 것이 지금 시작이야 한 순간도 놓칠 순 없어...
신현우

I know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지나버린 시간은...
김성태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만날 날은 아득타...
박태준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 언덕 위에 백합...
동무들아 오너라 서로들 손잡고 노래하며 춤추며...
오리는 꽉꽉 오리는 꽉꽉 염소 음매 염소 음매...
김현철

그대는 겨울 날 기나긴 밤 이어라 나는 얘기이고 내...
송창식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한문휘

봄 바람 타고 달려 가 보자 은하수 속으로 별들의...
최규성

내겐 이런 일 없을 줄 알았어 내 사랑을 얻기 위해...
나는 나는 될 터이다 음악가가 될 터이다 오냐 오냐...
귀촉도 귀촉도 매맘도 설네 산자고 내자고 모두...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께 새집 다오 두껍아 두껍아...
외국곡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
윤항기

이대로 떠날 수 없는 아쉬움을 안은 채 터벅터벅...
유영진

한동안 네가 흘린 눈물도 믿고 싶어 내 곁으로 다시...
백병교

그대의 모습을 본 순간 나는 울고 싶었지 슬퍼지는...
장욱조

아직도 옛 사랑을 지우지도 못하면서 어쩌다가...
이가희

미치겠어 자꾸만 화가 나려 해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최준영

나의 일이 아니길 바랬었지만 사실이었어 뭔가...
둘이 살짝 손잡고 오른쪽으로 돌아요 둘이 살짝...
김방옥

둘이 살짝 손 잡고 오른쪽으로 돌아요 둘이 살짝 손...
둘이서 둘이서 코잡고 맹맹이 맹맹이 맹맹이...
둥근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열고...
손을 잡고 빙빙 빙빙 돌아보고 싶은 둥글 둥글...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김응

에헤라 둥실 구중천에 둥실 아침해가 둥실...
뒷산에 올라가 꽃송이를 땄어요 빨간꽃 노란꽃...
김창환

우 음바라 음바라 음바라 우 우 우 다람다람 바라...
박영배

저 금빛 태양을 흠뻑 느낄 수 있는 그 곳에서 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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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09055 드래곤
드래곤 볼
509902 듣기 좋은 그 한마디
한마디
511532 들 놀 이
509241 들국화 여인
511991 들놀이가자 꽃놀이가자
511727 들로 산으로
산으로
510840 들을_수_없는_독백
들을_수_없는_독백 (goodbye_my_love)
509540 들장미 소녀
511577 등대지기
509013 딜라일라
511190 딩동댕 지난 여름
511591 따 오 기
510557 딸 7 형제
510237 딸 기
511255 떠나가지 마세요
510887 떠나는 사람
사람을 위해 ('영웅
('영웅신화' 삽입곡)
509432 떠나는 우리 님
509879 떠나려는 그대를
511026 떠나야할
나야할 그 사람
사람
509161 떠나지 마
510515 떠날거야
510399 떠돌이 까치
509550 떡 풍년 노래
511955 떡메소리
510520 떴다 내 사랑
510300 또
509890 또 다른 세상에
510628 또 다른 세상이
시작
509762 또 다른 시
작
511063 또 자 쿨쿨
510781 또 하나의 너
어가네
512005 또 한 배미 넘어가
네
511441 똑같아요
511788 뚝딱 뚝딱
아저
511653 뚱보 아
저씨
Cali Karaoke

Artist/Lyric
찾아라 드래곤 볼 세상에서 제일 스릴있는 비밀...
토미키타

내가 말했던가 너 없는 이 밤은 혼자서 힘들었다고...
나아가자 동무들아 어깨를 걸고 시내 건너 재를...
남국인

사랑에 병이 나면 무슨 약이 있나요 그것은 하나...
김락춘

산기슭에 진달래 들판엔 민들레 빨간꽃 노란꽃...
꽃놀이 달놀이 봄놀이 봄놀이 들놀이 산놀이 엄마...
유현상

지금처럼 함께야 다시 만날 수 있어 니가 떠나던...
캥거루가 뛰어노는 푸른 목장은 들장미 소녀...
얼어 붙은 달그림자 물결위에 자고 한겨울의 거센...
외국곡

밤 깊은 골목길 그대 창문 앞 지날 때 창문에 비치는...
송창식

딩동댕 지난 여름 바닷가에서 만났던 여인 딩동댕...
보일듯이 보일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따옥...
박시춘

플라타나스 향기 퍼지는 그늘을 거쳐서 달린다...
박현준

설탕에 찍어 딸기를 먹었어 딸기밭에서 하루종일...
유건형

떠나가지 마세요 난 울고 있어요 그대도 아시나요...
최경식

너를 사랑하는 건 숨을 쉬는 것처럼 이제 나의 삶이...
김창완

떠나는 우리 님 편히 가소서 보내는 마음은 터질 듯...
김현민

떠나려는 그대를 나의 온 맘으로 잡고 싶지만...
신중현

떠나야할 그 사람 잊지 못할 그대여 하고 싶은 그...
박원조

뭐라고 말을 하나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달래...
최수정

예 예예예예 하 예 예예예 예예예예 하 널 만났던...
이성희

푸른 날의 우리 꿈을 미래에 우리들의 힘 두손을...
서영은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와요 만경 뜰에 오곡 백과...
박진우

산간마을 들썽들썽 떡메 소리울리네 떵떵 떡메질...
김선민

잘생기지도 않은 나는 돈도 많은 것도 아닌데 사람...
박진영

널 너마저 나를 떠나려 하나 나 이렇게 이렇게 또...
이재호

하늘은 회색빛 비가 올 것 같은 이곳에 지금 난...
외국곡

널 만났던 그날 기억하니 난 한마디도 하지 못했잖아...
오태호

오랜만이란 어색한 인사 얼마나 너를 다시...
박혜윤

우리 같이 쿨 우리 같이 쿨 다 같이 예 오늘도 늦은...
신성호

생각할 시간 시간이 필요해 그렇게 말하며 넌...
송대윤

아침해 두둥실 동산에 걸어놓고 이앙기 몰아가니...
무엇이 무엇이 똑같은가 젓가락 두짝이 똑같아요...
뚝딱뚝딱 깊은 산속에서 뚝딱뚝딱 나무찍는 소리...
뚱보 아저씨 집에는 일곱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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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09480 뛰뛰 빵빵
509374 뜬 소 문
510810 뜻밖의 이별
이별
509525 라 라 라
구공
510395 라면과 구
공탄 (아기공
(아기공룡둘리
룡둘리 삽입곡)
510407 라일
라일락
락이 질 때
511599 라쿠카라
쿠카라차
511472 로 켓
511629 로보
로보트
트 태권 브이
509065 로보트
로보트 태권 브이
511147 루 비
510449 루시퍼의 변명
변명
511490 리듬 악기 노래
510816 립스틱 짙게 바르
바르고
511483 릿자로 끝나는 말은
510305 마 리 (아마게돈 주제가)
511827 마 음
509123 마 음
510687 마녀! 여행
여행을 떠나다
르타의
509633 마르타
의 연인
511630 마린 보이
509238 마린보이
509126 마마 보이
509535 마법의 성
509795 마법이 필요해
510216 마음속을 걸어가
510704 마음은 고향 길
511083 마지막
마지막 거짓말
510779 마지막 그 아쉬움은 기나긴 시간 속에 묻어둔채
510778 마지
마지막
막 기도
510201 마지막
마지막 너를 보내
보내며
마지막
510186 마지
막 노래를 들어 줘
509779 마지
마지막
막 모습
510889 마지막
마지막 배려
마지막
511066 마지
막 부를 이름
Cali Karaoke

Artist/Lyric
길옥윤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바람처럼 달려가자 파도...
함중아

얌전한 나를보고 그건 무슨말 그누가 뭐라해도...
김영광

가지 말라 한번 사정할 것을 가는 너를 잡고 매달릴...
윤형주

라라 라라라라 라라 라라라라 라라 라라라...
김동성

꼬불꼬불 꼬불꼬불 맛좋은 라면 라면이 있기에...
이선희

안녕 이라는 인사는 내게 단 한 번도 말하지...
병정들이 전진한다 이마을 저마을 지나 소꿉놀이...
계수나무 밑에서 옥토끼가 논다는 저 달나라 저...
달려라 달려 로보트야 날아라 날아 태권브이...
최창권

달려라 달려 로보트야 날아라 날아 태권 브이...
최준영

오늘 그녀를 만났어 너의 새로운 여자를 다신...
박정원

떼어 낼 수 없었어 껌처럼 달라붙은 내 안의 욕망...
큰북을 울려라 둥 둥 둥 작은북을 울려라 동 동 동...
김희갑

내일이면 잊으리 꼭 잊으리 립스틱 짙게 바르고...
리리 릿자로 끝나는 말은 괴나리 보따리 댑싸리...
김신우

누구일까 넌 나에게 알지 못했어 슬픔을 너와의...
산새소리 들으며 언덕길을 오르면 곱게 피운...
외국곡

하늘엔 별들이 흩어져 내리고 언덕에 꽃들이...
배영준

자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요 적어도 하루에 한...
고독이 밀려오네 소망은 무너졌네 행복은 날려...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푸른 바다 밑에서 잘도...
마상원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푸른바다 밑에서 잘도...
김준선

잘자라 우리 아가 앞 뜰과 뒷동산에 새들도 아가...
김광진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김현수

누구라도 좋아 그래 요술공주 새리 그래 마법의...
홍재선

넌 지금 어딨는지 난 중요치 않아 누구와 함께 있는...
남국인

눈감으면 고향인데 눈뜨면 타 고향 외로운 나그네...
윤상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약속은 지키지 못했어...
유영석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하지 만남이 있으면...
이승호

모든 게 거짓이라고 내게 말해줘 너를 너무 사랑해...
김선민

너의 창백한 하얀 얼굴 위로 흐르는 네 눈물의...
이현도

아직도 지우지 못했니 다른 사람의 연인이 된 나를...
기현종

우리 다시 만나지 못해도 서로 얘기 기억할 거야...
윤일상

모든 걸 잃어가도 내가 가진 건 너뿐이야 슬퍼할...
유승범

언젠가 너는 물었지 니가 처음이냐고 난 대답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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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11216 마지막
마지막 사랑
마지막
509071 마지
막 승부
510174 마지막
마지막 약속
510339 마지막
마지막 연인
마지막
510548 마지
막 연인
509735 마지
마지막
막 연인 (tv 주제가)
이별
별
509888 마지막
마지막 이
마지막
510532 마지
막 입맞춤
509462 마지
마지막
막 축제
제트
트
511631 마징가 제
509204 마침표 없는 사랑
511269 만 남
509054 만나면 괴로워
510277 만일 내가
509543 만포진 길손
길손
510429 많이 많이(애
이(애원)
510724 말 해 줘
510911 말도 안돼
509637 말을 할 걸
510155 말하자면
509756 말할 걸 그랬
그랬지
509073 말해줘
말해줘요
날엔
511830 맑게 개인 날
엔
510373 맛있는 꿀떡
511684 맛있는 꿀떡
510558 망 향
511324 망각의 세월
511680 망아지를 타고서
510457 매일 그대와
511878 매일 매일
510475 맨발의
맨발의 청춘
머나먼
511992 머나
먼길
511734 머리 어깨
어깨 무릎
무릎 발
510104 머리가 길어서 슬픈
510623 머물고 싶지만
Cali Karaoke

Artist/Lyric
박근태

왜 내게서 멀어졌나요 난 정말 원치 않았던...
신훈철

처음부터 알 순 없는거야 그 누구도 본적 없는 내일...
고성진

이별은 이미 알고 있어 제발 날 위해 애써 웃음...
김범룡

나만이 간직하고 싶기에 이름을 밝힌 적도...
손지창

그대 알고 있나요 이런 나의 마음을 모두 잠든 밤에...
오진우

그렇게 오랜 기다림에 우연히 시작된 너와의 만남...
허진호

떠나는 그대 생각에 가슴 아파하며 수많은 밤을...
최규성

내 모든걸 다 주던 그 밤 너의 눈빛은 이미 날 떠나니...
서태지

언제나 함께 했던 시간들을 접어 두고서 이제 너는...
기운센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사람 인조 인간...
원희명

아 쉼표도 마침표도 남기지 않고 바람처럼 맴돌다...
임기훈

우리 이제 지난 일들 모두 잊어 버려요 원치 않던...
박춘석

만나면 괴로워 괴로워서 울었지 사랑해선 안될...
박기영

이 순간은 모든 것을 잊어버려 복잡한 세상 기계처럼...
이재호

만포진 구불구불 육로 길 아득한데 철쭉꽃...
윤일상

내 사랑 그대 제발 날 좀 날 좀 사랑해줘 많이 사랑...
이현도

나에게 말해줘 사실을 말해줘 정말 니 마음을...
한영애

끝도 없는 변명 자꾸 늘어만 가지 서로의 가치 기준...
방재혁

길을 가다 우연히 바라본 그대 그 모습이 온 종일...
이현도

말하자면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야 하지만...
유영석

말할 걸 그랬지 나를 느끼지 못하던 너에게로 나의...
김기웅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나 그대를 알아요...
맑게 개인 날엔 가슴을 펴고 한아름 하늘을 안고...
박홍수

맛있는 꿀떡 꿀떡 꿀떡 많이 많이 드세요 착한애가...
맛있는 꿀떡 꿀떡 꿀떡 많이 많이 드세요 착한애가...
남국인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이 그리워서 밤하늘 별을...
정풍송

세월이 가면 잊혀지겠지 내 마음을 뺏아간 그 사람...
망아지를 타고서 들판을 달리자 노래를 부르며...
최성원

매일 그대와 아침 햇살 받으며 매일 그대와 눈을...
매일 매순간을 살아갈때 시련속에 힘이 있다네...
이경섭

One Two One Two Three Four 이렇다할 빽도...
박춘호

오늘도 걷고있네 머나먼 이 길을 흘러가는 저...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이현석

사람들은 모를 거야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남국인

그대 사랑하지만 나는 가야한다네 눈물을 거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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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11493 머지않
머지않아
510102 머피의 법칙
510243 먹이의 법칙
511098 먼 훗 날
510951 먼 훗날 언젠가
509160 먼 훗날에
511879 먼저 그나라와 그 의를
사람
509510 멀어져간 사
람아
510796 멀어진 너
510202 멀어진 지금
지금
510121 멋진 사나이
511369 멍
510524 메 세 지
509308 메리가 해피
해피를 만났
만났을 때
510068 멸공의 횃불
510428 명동 별곡
510335 모 기 야
509033 모 닥 불
511605 모 래 성
510189 모 래 성
509947 모 래 탑
511559 모 리 화
510460 모 여 라
511958 모내기타령
509098 모두 다 사랑하리
모두
자란
511542 모두 모
두자
란다
509546 모두 모여 노래를
509350 모두 출근
출근 후에
511880 모든것 되시는 주님
509523 모래 요정
요정 바람
바람돌이
511027 모래 위의 발자욱
511370 모순
509408 목 화 밭
511614 목장의 아침
몬테카를로의
511114 몬테카
를로의 추억
Cali Karaoke

Artist/Lyric
머지않아 랄라 송이 송이 랄라 하얀 눈이 랄라...
살다보면 별일이 다 생기지만 알고보면 저마다...
이승호

밥 좋아 생선 좋아 질긴 뼈다귀 우린 정말 좋아 마른...
유병열

널 이젠 잊겠어 내 깊은 그리움으로 이 밤을 지새운...
신해철

나 거친 삶 속에서 너와 마주친 그 순간 모든 게...
박정운

잊으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그 얼굴 지우려...
먼저 그나라 그의를 구하라 그나라와 그의를...
신대철

내게 사랑한다는 말하고 멀어져 간 사람아 사랑이...
최승민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았어 이렇게...
김형석

늘 너의 곁엔 누군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알아...
장익환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바로내가 사나이 멋진...
최규성

그렇치않니 너는 몰라 너무 몰라 사랑을 안돼 니...
이상호

안녕 하십니까 저는 지금 1번 잠을 잔다 2번 Tv를...
곽윤종

첫눈 곱게 내리던 이 겨울 공원에서 너와 나는 처음...
라화랑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사나이 기백으로...
최수정

얄리 얄리 얄리오 얄라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
천성일

요즘도 어느 드라마에서는 실연 당한 여자...
박인희

모닥불 피워 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모래성이 차례로 허물어지면 아이들도 하나둘...
하광훈

나를 사랑한다면 이쯤에서 헤어져 아무것도 묻지...
원세휘

무너지면 또 쌓고 쌓다 보면 무너진 언젠가 그...
한송이 아름다운 모리화 한송이 아름다운 모리화...
배철수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학교 가기 싫은 사람...
정진옥

아침해 뜨는구나 들판으로 어서 가자 푸르청청...
김수철

하늘에 구름 떠가네 보라색 그 향기도 이 몸이...
산산산 산에서 나무들이 자라고 들들들 들에서...
이주원

모두 모여 기도를 모두 모여 기도를 모두 모여 기도...
김원준

지나간 저 버스에 할 말을 잊었던 것 같아 이젠...
별빛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카피 카피 름름 카피 카피 름름 카피 카피 름름...
김영광

물새들이 슬피우는 쓸쓸한 바닷가 바닷물이...
홍재선

Listen We Can't Be Apart Keep This You Plus Me Is...
진남성

우리 처음 만난 곳도 목화밭이라네 우리 처음...
아름다워 목장의 푸른 이 아침 양떼들 몰려 뛰노는...
임석호

샴페인주 따라주며 웃던 그 모습이 어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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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11338 몰 라
511329 몰라 몰라
509395 몰라요 몰라
509579 몰래한 사랑
마음
511748 몸도 튼튼 마
음도 튼튼
511682 못 잊 어
509045 못 잊을 건 정
컴플렉스
510440 못난이 컴플렉
스
509373 못다한 고백
고백
509263 못생겨서
생겨서 죄송합니
죄송합니다
합니다
511529 몽금포 타령
509042 무 인 도
510822 무 정
509481 무 죄
510336 무 효
511602 무궁화 새로 피네
511549 무궁화 행진곡
510550 무기여 잘 있거라
511116 무모한 사랑
무아지경
510734 무아지
경
510559 무작정 걷고 싶어
509382 무작정 좋았어요
좋았어요
509416 무정한 밤배
밤배
511982 무지개
510441 무한지애
무한지애
가정
511993 문명한 가
정 꾸려가리라
509044 물 망 초
511460 물레방아
레방아
509266 물새 우는 강 언덕
510918 뭐를 잘못한 거니
거니
509940 뭐야 이건
510452 뮤 지 컬
509836 미
509721 미 궁
511007 미 래
Cali Karaoke

Artist/Lyric
김창환

어떻게 말해야 할까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 언제나...
최준영

몰라 몰라 정말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예 몰라 몰라...
김범룡

사랑하고 있어요 언제 언제까지나 당신 날 몰라도...
이용

그대여 이렇게 바람이 서글피 부는 날에는 그대여...
자 자 여러분 나 좀 보세요 우리들의 건강을...
못잊어 못잊어 못잊을 사람이라면 언제까지...
김정일

당신을 보내놓고 무거운 발길은 돌아갈 길을 잊어...
이철원

언제나 나는 혼자였었지 키 작고 예쁘지도 않아서...
신동우

내 가슴속에 머물다 간 그대 지금도 어디선가 내...
이봉조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얼굴이 잘났으면 앞...
장산 곶 마루에 북소리 나더니 에헤 금일도 상봉에...
이봉조

파도여 슬퍼 말아라 파도여 춤을 추어라 끝없는...
박춘석

그렇게도 머나먼 서울 하늘도 와서 보면은 별것은...
박정환

사랑하다 헤어지면 누구의 잘못인가요 좋아하다...
신웅

남자 두 뺨에 흐르는 눈물은 괜히 우는 게 아냐 너...
거룩한 배달의 아들이 사는 이 땅에 무궁화 새로...
무궁무궁 무궁화 무궁화는 우리꽃 피고 지고 또...
유해준

한 여자가 다섯 번째 이별을 하고 산 속으로...
윤일상

이건 아냐 니가 하는 사랑 자꾸 너를 힘이 들게 해...
박해문

지금에 와서 안된다고 하지 마라 아직은 이르단 말...
김영종

무작정 걷고 싶어 고요한 순간에서 무작정 걷고...
이봉조

잊어야 할 줄을 알면서도 당신이 무작정 좋았어요...
홍현걸

여자의 운명은 사랑이기에 이 생명 다하도록...
땅에서 솟았나 하늘에서 내렸나 곱고 고운 무지개...
고성진

니가 없는 이 세상은 나에게는 어둠일 뿐이야 나도...
남하진

꽃다운 청춘시절 맺은 그사랑 안해되고 남편되여...
조용필

한 여자가 울고 있네 비 오는 거리 밤새도록...
쿵더쿵 쿵더쿵 물레방아 돌아라 쿵더쿵 쿵더쿵...
박시춘

물새 우는 고요한 강 언덕에 그대와 둘이서 부르는...
송재준

우 우 우우우우 그렇게 떠나간 널 보며 아무 말도...
지니

거리 위에 지쳐 버린 사람들의 한숨 속에 잃어버린...
주영훈

내 삶을 그냥 내버려둬 더 이상 간섭하지마 내...
홍순백

하얀 꿈을 안겨 주던 미 미 그리운 미야 푸른...
현진영

여긴 나를 미궁 속에 빠뜨리지 내가 나에게 얘길...
이현도

그대의 머리 속에 담겨 있는 진리 가슴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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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10380 미 련
510784 미 련
511789 미 소
509807 미 인 (remake)
511246 미 절(misery)
510107 미녀와 야수
511371 미련
때문
509163 미련 때
문에
509070 미련도 후회도
후회도 없다
509507 미성년자 관람불가
관람불가 (d Day)
보낸
509139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
낸 그 모습처럼
모습처럼
510027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보낸 그 모습처럼
모습처럼
509792 미스테
미스테리
511201 미안해 널 미워
미워해
511119 미안해요
510545 미운 사람
사람
사람
509419 미운 사
람
511143 미움인지 그리움
그리움인지
511235 미워도 다시 한번
한번
509656 미지수야 미지수
510273 미켈란젤로를 꿈꾸는
꿈꾸는 너에게
510266 미키의 전쟁
511965 민들레꽃
511761 민들레와 할미꽃
511041 믿 음
510755 믿어지지 않는 얘기
511877 믿음으
믿음으로
로 가는 나라
509226 밀 회
자란
511687 밀과 보리가 자
란다
510852 밀랍
밀랍천사
천사
511994 밀림은 푸른바다 나는 갈매기
510662 바 다
511836 바 다
511539 바 다
510968 바 람
Cali Karaoke

Artist/Lyric
김건모

그대가 나를 떠나고 혼자라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윤일상

나도 모르게 이끌려 왔어 추억이 담긴 이곳으로...
성난 얼굴 찡그린 얼굴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웃는...
신중현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한번 보고...
박해운

누가 좀 나를 도와주세요 제발 한 번만 날 살려...
윤일상

오늘 밤 너와 난 단둘이서 파티 파티 행복을...
김규남

먼훗날 웃으며 만나자는 약속따윈 말아 이제는...
장우

너무나 짧았던 만남이지만 진정으로 사랑 했다오...
이인권

타고난 사나이의 순정의 목숨 의리에 살아야할...
정유석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데이트 무엇을 할까...
장덕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날 위해 슬퍼 말아요 그렇게...
장덕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날 위해 슬퍼 말아요 그렇게...
길을 가다 눈에 띄이는 수많은 불빛 그리고 사람들...
이선규

기억나지 않아 어젯밤 꿈조차 지우려고 했던게...
김선민

어느 날 부턴가 그대가 나를 잠시 소홀히 대했을 때...
정풍송

미움과 그리움 속에 헤매였던 지난 그 세월...
윤형주

이제는 우리가 이별을 할시간 아 미운 사람 그동안...
정풍송

잊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돌아섰던 가슴속에...
구본승

아마 내가 그땐 많이 취했었나 봐 자꾸 고집부린 내...
J Kim

여자 여자 여자는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지 조그만...
지국현

아침에 깨면 그 멀리 하늘 아래서 나처럼 그리워...
한창훈

I love 미키 I love 미키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아...
최삼명

소문없이 피는 꽃 볼수록 정다운 꽃 송이송이...
민들레는 늙어서 할아버지 되고 할미꽃은 늙어서...
자화상

힘든 가요 내가 짐이 됐나요 음 마음을 보여줘요...
조규찬

믿어지지 않는 얘길 들었지 내 가슴은 타버렸어 음...
돈으로도 못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가요...
방기남

한번만 예전처럼 다시 한번만 광화문 그 찻집에서...
밀과 보리가 자란다 밀과 보리가 자란다 밀과...
김윤아

오늘밤 너는 너무 근사해 보여 너무 행복해 보여...
안국민

하늘가로 물결치는 밀림의 바다 내 나래 키워준...
장용진

아하 아하 아하 아하 나의 볼에 입맞춰 나를...
산새는 바다가 그리워 파도 소리로 울고 물새는...
아침 바다 갈매기는 금빛을 싣고 고기잡이 배들은...
정태춘

이제는 사랑하게 하소서 여기 마음 가난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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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10843 바 램
509956 바 야 야
511372 바꿔
510037 바다가 육지라면
509583 바다를 사랑한 소년
511606 바닷가에서
509402 바닷가에서
509773 바닷가엔
509409 바닷가의 추억
511470 바둑이 방울
고양
511677 바둑이와 고
양이
511298 바라만 보는 사랑
511205 바람 따라 별따라
별따라
511208 바람 부는 세상
511144 바람 불어도
511299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509918 바람난 여자
511025 바람아 구름아
509388 바람에 구름가듯
구름가듯
옷깃이
날리듯
509107 바람에 옷깃
이 날리
듯
511230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어도
510609 바람의 노래
510455 바람이었나
510087 바래다 주고 오는 길
510499 바른 생활
509011 바보 같은 미소
509482 바보 같은 여자
510521 바보 버스
사람
511029 바보야 그 사
람
510171 바우와우 (bow Wow)
509801 바이 바이 (bye Bye)
밖으로
511652 밖으
로 나가놀자
511608 반 달
510892 반 성
509275 반 항 Ii
Cali Karaoke

Artist/Lyric
유희열

그렇게도 소중했던 너의 얼굴은 기억조차 나질...
오동식

바야야 바야야 별을 보면서 너를 생각하네 바야야...
최준영

모두 제정신이 아니야 다들 미쳐가고만 있어 어느...
이인권

얼마나 멀고 먼지 그리운 서울은 파도가 길을 막아...
김성호

너를 맨 처음 본 순간 나는 두려워했지 너는 너무나...
해당화가 곱게 핀 바닷가에서 나 혼자 걷노라면...
최성인

바닷가 모래 위 즐겁던 날이 바람이 불어와...
이혜민

바닷가엔 소라들의 슬픈 얘기 있어요 바람에 실린...
김희갑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수 많은 사람 중에 만난 그...
달랑 달랑 달랑 달랑 달랑 달랑 바둑이 방울 잘도...
바둑이 멍멍 고양이 야옹 사이좋게 놀다가 멍멍멍...
오지훈

이제 멈춰버린 살아있음을 알리던 수치들 속에...
길옥윤

어느 봄날 그대와 나 무지개 보며 꿈을 꾸었지...
조운파

아이야 인생을 알려거든 무심히 흘러가는 강을...
서승일

바람 부는 세상이라 흔들거려도 꽃이 피고 새가...
박해운

오래 만났지 다른 사랑하는 널 편한 친구로 그저...
오지훈

밤바람밤 바람바람 바람밤 밤바람밤 바람바람...
손정우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 어디서...
김희갑

바람에 구름 가듯 구름에 바람 가듯 그렇게 가야...
박정원

바람에 옷깃이 날리듯 나도 몰래 먼 길에 걸어 놓은...
박현진

지난날은 모두가 꿈이였던가 사랑은 허물어지고...
김정욱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김재일

이제는 너를 잊어야 하나 그냥 스쳐가는 바람처럼...
이홍렬

꽃이 지기 전 더 아름답게 인사하듯이 넌 헤어질 때...
신성우

아주 많은 그 간섭 속에 대꾸하지 못한 시간들 결코...
임기훈

그대의 눈빛은 언제나 나에게 세상의 모두를...
이호섭

마지막 그 한마디 갈테면 가라 했지만 지금 내게...
달파란

잘난 척하지마 똑바로 살아봐 처음으로 돌아가...
안치행

싫다고 나 싫다고 돌아서는 그 사람 누가 뭐...
이용민

Tv보기 전자오락하기 미성년자는 못보는 영화 보기...
주영훈

옛날 화려했던 지난 날을 기억해 다시 돌아가고...
밖으로 나가놀자 시원한 바람 솔솔솔 밖으로...
푸른하늘 은하수 하얀쪽배엔 계수나무 한나무...
장용진

내가 지쳐 힘들 때 항상 누군가를 기다리며 눈물...
최남욱

늦었다고 그런 말 하지마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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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10866 반갑습니다
511957 반갑습니다
511981 반디불
510644 발 걸 음
발레리나
510903 발레
리나 걸
509021 발병
발병이
이 난대요
511558 발을 맞추어
꿈꾸며
509530 발해를 꿈꾸
며
510856 밝은 세상
509108 밤 비 야
510035 밤 안 개
509927 밤비의 블루스
블루스
510643 밤의 길목
길목에서
509091 밤이면 밤마다
509661 밤하늘의 블루스
블루스
509246 방 랑 자
511521 방 울 꽃
509008 방 울 새
511517 방 울 새
509276 방 황
511995 방천의 해당
해당화
511067 방황후애
511977 밭갈이 노래
511153 배 려
510304 배 반
510763 배 신 감
511244 배 웅
510547 배반의 장미
511373 배신
509674 백 갈매기
510226 백 구
510647 백만 송이의 장미
511790 뱅글 뱅글 돌아서
510565 버스 안에서
511764 번개 돌이
Cali Karaoke

Artist/Lyric
차민호

반갑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동포여러분 형제여러분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김덕균

빤짝빤짝 반디불 손벽치면 온다야 파란전등...
김영석

해질 무렵 날 끌고 간 발걸음 눈떠 보니 잊은줄...
이승철

고운 선율을 타고 우리 환상의 모습으로 춤을 추는...
남국인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언제고 (언제고) 이제 와서...
거리를 걷는다 힘차게 걷는다 우리모두 발 맞추어...
서태지

진정 나에겐 단 한가지 내가 소망하는 게 있어...
장용진

모두 함께 만들어가 하나 되어 함께 나가 조금씩...
방기남

내리는 밤비는 고운 님 마음 메마른 내 마음 적시어...
이봉조

밤안개가 가득히 쓸쓸한 밤거리 밤이 새도록...
김부해

어느 땐가 그 언젠가 비오던 그날 밤 그대와 단...
정성헌

담배를 줄여야 합니다 술을 끊어야 합니다 커피를...
김정택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님 모습 떠올리긴 싫어...
외국곡

아름다워라 달빛 흐르는 내 고향 솔잎에 부는...
오석준

잎새로 부서져 내리는 햇살에 눈 떠보면 이슬 젖은...
아무도 오지않는 깊은 산속에 쪼르롱 방울꽃이...
정주희

새야 새야 방울새야 꽃나무에 앉지 마라 우리님이...
방울새야 방울새야 쪼로롱 방울새야 간밤에 고...
김기표

나의 거리에 어둠이 또 밀리면 하늘엔 작은 별 하나...
최삼명

향기롭다 내 사랑아 연분홍 해당화야 백사장에...
이장현

항상 미안해 고개 떨구던 그대의 눈물어린 얼굴을...
함홍근

백두산 말기에 백학이 너울너울 이 강산 골마다...
김동률

가끔 너는 내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나의 안부를...
윤상

아주 먼 곳인 줄 알았지 손에 잡히지 않는 너는...
윤일상

내가 없인 못산다고 내 옆에 붙어있더니...
하림

머나먼 길 떠나는 사람처럼 마치 배웅나온 것처럼...
주영훈

처음부터 내겐 없던거야 사랑이란 작은 여유도...
김형석

너 없는 세상도 눈부신 걸 알아 더 이상은 너만을...
원희명

백 갈매기 백 갈매기 날개 젖은 백 갈매기 찬바람...
김민기

내가 아주 어릴 때였나 우리 집에 살던 백구 해...
외국곡

내 사랑 다시 피어날거야 백만 송이 장미꽃으로 그...
올라간 머리 내려온 머리 뱅글 뱅글 돌아서 도깨비...
강원석

그녀는 너무 지적이야 그녀는 너무 매력있고...
어디서 나타났나 번개 돌이 번개 돌이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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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09206 벌써 나를 잊으셨
잊으셨나요
509403 벌써 이 밤이 다 지나고
511106 벽 오 동
510983 변 명
509778 변 명
510084 변 신
510188 변 신
509590 변덕스런 그녀
509668 변하지 않는 건
510716 변해가네
변해가네
510747 별
511612 별
510786 별 땅
509376 별 리
511504 별 하나 나 하나
511773 별나라 유치원
511601 별보며 달보며
510794 별의 전설
511010 별이 되어
510818 별이 빛나는 밤에
510705 별이 빛나는 밤의 블루스
블루스
509558 별이 진다네
진다네
511739 병원 놀이
509009 보 리 밭
509369 보고 싶은 여인
510567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 (첫사랑 삽입곡)
509417 보고싶은 여인아
511020 보낼_수_밖
_수_밖에 없는_난
일을행
511881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510245 보름 동안
동안
510122 보병의 노래
510588 보통 여자
511760 복남이네
남이네 어린 아이
511477 봄
511535 봄
Cali Karaoke

Artist/Lyric
김갑춘

벌써 나를 잊으셨나요 사랑했던 그 날이 아직도 내...
양홍섭

어떤 말도 소용없고 화만 내는 너를 보면 내 마음은...
김도향

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을 보잤더니 어이타 봉황은...
이승호

이젠 날 사랑하지마 오 이유도 묻지 말아줘 오...
김형석

우 예 워우워 오 예 워우 워 누굴 보는 거야 응 정말...
박제성

늘 그랬듯이 너 떠나갔어 나 우울해져 이젠 그만 좀...
박근태

One Two Three Four 이제 날 사랑한적은 없었다고...
천성일

언제나 변덕스런 그녀 (내가 알고 있는 너) 그래도...
양준영

너와 함께 지난 모든 시간들 이젠 내 맘에서 떠나가...
김창기

느낀 그대로를 말하고 생각한 그 길로만 움직이며...
이봉조

아득한 그 곳은 별들의 고향 아무도 모르는 소녀의...
반짝이는 구슬별 금모래를 뿌렸나 반짝반짝...
The Show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너만 쳐다봤지 내 맘대로 할...
김수철

정 주고 떠나시는 님 나를 두고 어딜가나 노을빛 그...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은 내 동생 나이 별...
캄캄한 밤 하늘에 불이 켜져요 여기 저기 하나씩...
멀리서 반짝이는 별님과 같이 의좋게 사귀고서...
엄승섭

태초에 햇살을 뒤로한 채 죽음보다 더한 고요가...
김형석

어디에선가 날 보고 있을까 냉정하게 떠나간 너는...
윤항기

너와 내가 맹세한 사랑한다던 그 말 너와 내가...
박춘석

별빛마저 울어 주던 슬픈 이별의 사연 사랑하고...
조병석

어제는 별이 졌다네 나의 가슴이 무너졌네 별은...
여보세요 여보세요 배가 아파요 배 아프고 열이...
윤용하

보리밭 사잇길로 걸어가면 뉘 부르는 소리 있어...
박성훈

사랑했던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
유승엽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임석호

한 손에 술잔을 들고서 마음엔 여인을 담고 세월을...
소찬휘

떠나는 모습까진 볼 수 없어요 꼭 그래야 할...
보라 내가 새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김동률

보름 동안 난 캄캄한 내일이 계속될 거라 믿어...
김태호

원수의 적을향해 밀어 나가자 굳세인 우리 앞엔...
나훈아

길고 긴 기다림에 고통보다는 당신을 아주...
복남이네 어린 아이 감기 걸렸네 복남이네 어린...
봄이 봄이 와요 제비 앞장 세우고 봄이 봄이 와요...
하늘처럼 봄하늘도 파르르 보리밭처럼 저 하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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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11719 봄
511825 봄
509017 봄
511721 봄 나들이
511979 봄 날
511580 봄 비
510615 봄 여름 가을 겨울
509267 봄 처 녀
511976 봄노래
511450 봄동산 꽃동산
511495 봄맞이 가자
511510 봄바람
511996 봄은 설레
설레여라
511846 봄을 그리는 도화지
511419 봄이 왔어요
509268 봉 선 화
511550 봉 숭 아
510967 봉 숭 아
510706 봉 황 산
509392 부 두
509839 부 디
510950 부__적
부__적 (시간_세월_그리고_우
(시간_세월_그리고_우리)
부기우
510509 부기
우기 ((북
북이 욱이)
511374 부담
509273 부두에 왔소
511751 부엉이
509710 부족한 사랑
511838 부채춤
511962 북국의 봄
510912 북한강에서
509606 분홍 립스틱
509463 불 좀 켜 주세요
509533 불 효
509581 불꽃처럼
509486 불놀이야
Cali Karaoke

Artist/Lyric
요것 보셔요 병아리떼 뿅뿅뿅뿅 놀고간 뒤에...
니나 니나 버들피리 소리가 들려온다 니나 니나...
이정선

파랗게 새봄이 왔어요 가로등 그늘 밑에도 새봄이...
나리 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병아리떼...
김인희

따뜻한 봄날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앉아서 이야기...
솔솔 봄비가 내렸다 나무 마다 손자국이 보이네 아...
김현식

봄이 오면 강산에 꽃이 피고 여름이면 꽃들이...
홍난파

봄처녀 제 오시네 새 풀 옷을 입으셨네 하얀 구름...
리면상

푸른산 기슭 기름진 들가 버드나무 한그루 비껴선...
도레미 소리 맞추어 도레미 노래 부르자 동생도...
동무들아 오너라 봄맞이 가자 너도나도 바구니...
솔솔 부는 봄바람 쌓인 눈 녹이고 잔디밭엔 새싹이...
김남호

봄은 설레여라 시내가 수양버들 잎새 푸르네...
아지랭이 아른 아른 꽃처럼 피면 언덕배기 오르는...
라라라라 라라라 봄이 왔어요 가지 마다 움트는...
홍난파

울 밑에 선 봉선화야 네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한국이라 삼천리 방방곡곡에 봉숭아꽃 아니 핀...
정태춘

초저녁 별빛은 초롱해도 이 밤이 다하면 질 터인데...
이동춘

진분홍 복숭아꽃 필 때가 되면 말없이 돌아서던...
김준규

얼마나 못견디게 보고픈 사람이면 안개가 자욱한...
윤종신

고마워 애써 내게 감추려 했던 건 하지만 그래서 난...
김기표

잊을까 잊을 수 있을까 기억 저 편에 묻어둔 시간들...
서우영

북이 하고 욱이하고 저 때문에 싸운 얘기 한번...
신동관

다시 널 사랑할 수 없다면 내 모든 아픔까지 가져가...
라음파

비 내리는 부두에 내가 찾아왔소 못 견디게 그리워서...
먼 산의 부엉이 부엉 우는 애기 싫어한다 부엉 먼...
김신우

걸어서 나는 가려 했어 내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오색 고운 부채들고 사뿐 사뿐 춤을 춘다 살랑 살랑...
봇나무숲 푸른 하늘 솔솔 부는 바람 목란꽃 피는...
정태춘

저 어둔 밤하늘에 가득 덮인 먹구름이 밤새 당신...
강인구

언제부턴가 그대를 그대를 처음 만난 날 남 모르게...
이혜민

불 좀 켜 주세요 외로운 제 마음에 당신의 모습이...
김정일

어머님이 그리워서 하늘을 바라보면 가까이...
김범룡

바람 불던 날 창밖을 보면 바람 사이로 님 오시네...
홍서범

저녁 노을 지고 달빛 흐를 때 작은 불꽃으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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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11222 불멸의 사랑
바람
510006 불어 오라 바
람아
510173 불행 끝 행복 시작
시작
510941 붉은 낙타
510196 붐 붐 붐
511844 비
510973 비
510542 비 가
509937 비 나 리 (고독
(고독한 사랑)
509122 비 내리는 경부선
활주
509434 비 내리는 활
주로
511308 비 련
510770 비 련
510235 비 련
509548 비 련
511024 비 상
510527 비 애
510678 비 오는 거리
511264 비 원
510987 비 원
511284 비 정
509197 비 창
511436 비 행 기
510474 비 혼
511454 비누방울
비누방울
비누방울
510394 비누방
울 (아기공
(아기공룡둘리
룡둘리 삽입곡)
511375 비련
511135 비를 기다리며
기다리며
509611 비밀은 없어
509746 비밀은 친구를 슬프게 하는 거야
510191 비밀의 연인
비밥바
511049 비밥
바 룰라 룰라
510338 비에 젖은 여인
509586 비와 당신의
당신의 이야기
509629 비와 외로움
Cali Karaoke

Artist/Lyric
양정승

나 가진 것 없지만 널 사랑했다는 이유로 저 다른...
이병우

눈감고 너를 들어봐 외롭던 사랑이 움트는 소리...
정기송

내 마음속에 사랑하고픈 여자 친구가 있어 너를 처음...
이승환

퍼렇게 온통 다 멍이 든 억지스런 온갖 기대와...
이경섭

오 빠라밥 빠라밥 빠라바밥빠 빠라밥 빠라밥...
소록 소록 랄라 실비가 온다 랄라라 하얀 은실 랄라...
조장혁

내가 없는 너의 방안은 내가 없는 너의 미소는...
유영건

사랑하는 사람의 그 이름을 끝내 부르지 못해...
심수봉

큐피드 화살이 가슴을 뚫고 사랑이 시작된 날...
배상태

경부선 고속도로 비가 내린다 이 몸 실은 차창 가에...
김영락

비 내리는 활주로에 당신을 보내 놓고 비에 젖은...
조우진

할 수 없어 너를 잊는건 네가 없는 나는 없으니...
윤일상

저 달빛이 내 창에 멈추길 기다리고 커텐 틈 그 빛이...
이경섭

나 따리리 나 나나 워 우 워우어 예이 예이예이예...
조용필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떨리는 그대를 안고...
윤일상

선택했던 것이 고작 이런 것이었나 꼭 이래야만...
윤일상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버려진채 죽어가는 날...
김신우

비 오는 거릴 걸었어 너와 걷던 그 길을 눈에 어리는...
조규만

뭐가 그리 힘드니 내가 너를 힘들게 하니 그럼...
김태윤

핼쑥한 모습이었었지 말하기조차 힘이 들어...
강동윤

손가락 하나 내 뜻대로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안진우

나 이제 너를 떠나려 해 잠시 너를 외면하려 해 늘...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주영훈

이렇게 하얀 내 모습 네게만 보이고 싶었어 나 이제...
비누 방울 날아라 바람타고 동 동 동 구름까지...
김동성

쏙 쏙쏙 방울 빙글빙글 방울 여기저기 내 방울 내...
조우진

할수 없어 너를 잊는건 니가 없는 나는 없으니...
박종배

아무도 내게 말이 없어 난 듣지 못한 바보인가 봐...
박선민

우 우 우우우 우 우 우우우 우 우 우우우 우 우 우우우...
최유원

비밀은 친구를 슬프게 하지 왜 말하지 않았는지 알...
김형석

우리들이 있을 땐 내게 사랑한다 말을 하고 내가...
유승호

야 묻는 말에 대답해봐 얼레벌레 넘어가려 하지 말고...
박춘석

처음부터 당신을 몰랐다고 생각하며 아무런...
김태원

아이가 눈이 오길 바라듯이 비는 너를 그리워하네...
양홍섭

낯설은 이 비가 내 몸을 적시면 살며시 찾아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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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09811 비와 찻잔 사이
나그네
509442 비의 나그
네
511376 비의 랩소디
511377 비젼
509242 빈 손
510253 빈정
빈정대지마
대지마
509193 빗 물
511735 빗방울
509336 빗속을 걸어봐요
509418 빗속의 연인들
511728 빙 고
510726 빙 빙 빙
511654 빙빙 돌아라
511195 빛
510444 빠삐용
빠삐용(그의
(그의 두통은 자유였
자유였다)
509128 빨간 구두
구두 아가씨
510230 빨간 우산
510337 빨주노초파남보
511565 뻐 꾸 기
511584 뻐 꾸 기
511455 뻐 꾸 기
510898 뻐꾸기_둥
기_둥지_위로 날아간_새
날아간_새
510914 뻗 어 봐
511632 뽀 뽀 뽀
509566 뽀뽀뽀 2
509422 뽕 따러 가세
510607 뿌요 뿌요
510608 삐걱삐걱 (우
(우리가 본 세상)
510878 삐딱하게
511673 삐뚤 빼뚤
510278 삐뚤어진 입
509869 삐삐 이야기
511791 삐쭉이 빼쭉이
빼쭉이
509616 사 계
509020 사 람 들
Cali Karaoke

Artist/Lyric
이혜민

지금 창밖엔 비가 내리죠 그대와 나 또 이렇게...
이장희

님이 오시나 보다 밤비 내리는 소리 님 발자국 소리...
주영훈

우우 이젠 눈물 그쳐 나를 봐요 우는 그대 더...
이현도

숫자만 하나씩 밀려나가는 어제와 똑같은 지친...
이용도

이젠 가리라 허망한 세월 등지고 이젠 떠나리라...
김형준

그러니까 말이야 끝내자는 얘기지 어지러워 말...
배철수

돌아선 그대 등에 흐르는 빗물은 빗물은 이 가슴...
또록 또록 또로록 빗방울 소리 장단 맞추어 노래...
윤용하

아카시아 흰 꽃잎에 보슬비 내릴 때면 비를...
김학송

바람 부는데 바람 부는데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데...
앞집에 사는 개이름 빙고라지요 비 아이 엔 지 오...
천성일

난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 니가 나를 별로로...
손을 잡고 오른쪽으로 빙빙 돌아라 손을 잡고...
강타

걸 몰랐던 거죠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준 소중한...
윤일상

조금씩 어지러웠지 어지러웠지 참기가 힘들었었지...
김인배

솔 솔 솔 오솔길에 빨간 구두 아가씨 똑 똑 똑 구두...
최준영

비오는 날 아침은 언제나 내맘을 설레게 해 우연히...
민재홍

꽃들도 아름다운 화려한 봄이 오면 뜨거운 내...
산골짜기 옹달샘이 아침단장 하고서 오순도순...
한적한 산길 따라서 나는 올라갔지 우거진 깊은...
뻐꾹 뻐꾹 봄이 가네 뻐꾸기 소리 잘가란 인사...
윤일상

도대체 왜 이럴까 누가 좀 말려줘봐 왜 자꾸...
이탁

이젠 끝난 것 같아 니가 나를 만나 주지 않는데...
아빠가 출근할때 뽀뽀뽀 엄마가 안아줘도 뽀뽀뽀...
다 함께 춤출 때 뽀뽀뽀 즐겁게 노래할 때 뽀뽀뽀...
나화랑

뽕따러 가세 뽕따러 가세 칠보나 단장에 뽕따러...
장용진

1 2 3 4 5 6 7 헤이 베이비 리슨 모습도 똑같던 데이 왜...
Virus

삐걱 삐걱대며 돌아가는 세상 어지러운 세상 세상...
강산에

너무 착하게만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네 너무...
삐뚤빼뚤 삐뚤빼뚤 짝 짝 짝 삐뚤빼뚤 삐뚤빼뚤 짝...
지국현

이야오야야 이야이야에오 이야오야야...
곽영준

거리를 오고 가는 연인들 마냥 기쁨에 넘쳐 보이고...
재미있게 놀다가 삐쭉거리면 삐쭉이 빼쭉이...
문승현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 꽃...
한돌

진달래가 좋은 사람들 장미꽃이 좋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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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10742 사 랑
511884 사 랑
510917 사 랑 니
510197 사 랑 법
509689 사 랑 은
510555 사 랑 은
510669 사 랑 해
509909 사 랑 해 (d)
509217 사 모 곡
509198 사 발 가
510357 사 자 후
511732 사과같은 네 얼굴
510659 사나이 가는 길 (폼
(폼생폼사)
509483 사나이 가슴
가슴에 비가 내리네
510003 사나이 눈물
510658 사나이 빈 가슴
가슴 (꿈
(꿈의 궁전 삽입곡)
510064 사나이 한 목숨
510860 사나이라면
510776 사노라면
모두
509464 사람들은 모
두 변하나 봐
511883 사람마다 알지라
511161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아름다워
509965 사랑 그 이름 하나로
509875 사랑 그리고 무관
무관심
느낌
낌
511134 사랑 느
느낌
509766 사랑 느
낌
510589 사랑 두려움
511123 사랑 만들기
510867 사랑 별곡
510971 사랑 하나 이별
이별 둘
510850 사랑_그_쓸쓸
사랑_그_쓸쓸함
쓸쓸함에 대하여
509923 사랑과 결혼
509144 사랑과 계절
미움
움이 머물 때
509297 사랑과 미
511339 사랑과 영혼
Cali Karaoke

Artist/Lyric
백창우

보고파 하는 그 마음을 그리움이라 하면 잊고저...
사랑은 언제나 오래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박기영

정말 귀찮은 것 빼버리지 충치만 생기고 어금니를...
Season

하지만 사랑이 자리 잡혀간다면 진실한 사랑이...
신성철

사랑은 오색 빛 찬란한 무지개처럼 사랑은...
정두영

사랑은 언제나 참아줘요 사랑은 언제나 친절해요...
김종진

사랑해 오직 그대뿐 사랑해 사랑 사랑해 사랑해 오...
변혁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당신이 내 곁을...
서승일

앞산 노을 질 때까지 호밋자루 벗을 삼아 화전밭...
민요

석탄 백탄 타는 덴 연기만 펄썩 나구요 요내 간장...
이현도

조그맣게 살아 있던 내 가슴속에 불씨를 다시 크게...
사과같은 네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눈도 반짝 코도...
박근태

나 폼에 살고 죽고 폼 때문에 살고 폼 때문에 죽고 나...
김범룡

돌아서서 그냥 갔어요 이젠 꿈이라 생각해요...
나훈아

흘러가는 뜬구름은 바람에 가고 허무한 내 청춘은...
서상렬

오늘밤 필요한 것은 당신의 사랑뿐이야 그밤의...
김수곤

피와 땀이 스며 있는 이 고지 저 능선에 쏟아지는...
박춘석

한잔 술에 시름 잊고 두잔 술에 마음 달래도 어차피...
미상

사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김종진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그래 나도 변했으니까...
사람마다 알지라 사람마다 알지라 사람마다...
안치환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음...
김범룡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줄 수 있고 네가 가진 것을...
이탁

더 이상 너와 싸울 필요는 없어 만나서 얘기할...
김명곤

어쩔 수 없다는 건 알지만 난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신승훈

지금까지 혼자였지만 언젠간 만나게 되겠지...
이현도

너를 안을 때마다 나는 두려워져 끝없이 터지는...
신동관

지금 니 앞에 나를 느껴봐 니 사랑을 기다렸던 내가...
장욱조

마지막 애원마저 외면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며...
남국인

마주친 눈길 어쩔 줄 몰라 가슴 설렘도 어제 같은데...
이병우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될 수 있을까...
신유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어른이 되니 이것 저것 필요한...
이희목

사랑하는 마음은 사월이지만 사랑할 때 마음은...
이혜민

어제는 바람 찬 강변을 나 홀로 걸었소 길 잃은...
김창환

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

44

Song ID Song Title
510536 사랑과 영혼
509277 사랑과 진실
509484 사랑과 행복 그리고 이별
이별
509485 사랑도 못해본
못해본 사람
사람은
510906 사랑도 쉬면서
509271 사랑도 추억도
511275 사랑보다 깊은 상처
상처
509729 사랑보다 좋은 사랑
511966 사랑사랑 내 사랑
510743 사랑스런
사랑스런 그대
510554 사랑아 내 사랑아
510329 사랑아 울지 마라
509372 사랑에 우는 바보
509129 사랑에 푹 빠졌나
빠졌나봐
509059 사랑
사랑으
으로
509272 사랑은 계절따라
기다림으
림으로
511032 사랑은 기다
림으
로
510748 사랑은 기러기
511168 사랑은 받는_것
는_것이 아니
아니라면서
511885 사랑은 버리는 것
509770 사랑은 블루
509617 사랑은 생명의 꽃
511378 사랑은 아무나 하나
510749 사랑은 아파
아파요
510638 사랑은 야야야
영원히
511998 사랑은 영원
히
510511 사랑은 유리 같은 것
509908 사랑은 이제 그만
고백할
510571 사랑을 고
백할 때 (i'm in Love with You)
509445 사랑을 그대 품안에
품안에
509446 사랑을 그대 품안에
품안에 (타
(타이틀)
510681 사랑을 위하여
509227 사랑을 잃어버린 나
509696 사랑을 할 거야
가방
510707 사랑의 가
방을 짊어지고
Cali Karaoke

Artist/Lyric
정성헌

이제는 나의 모습을 잊길 바래 그 많았던 기억들...
안치행

갈대 숲의 바람처럼 향기로운 꽃잎처럼 여자의...
외국곡

사랑이란 왠지 모른척 해도 관심이 있는게...
김창완

지금 시집을 펼쳐 읽는 것은 잊기 위함이 아닙니다...
김영광

랄라 나나나 나나나 랄라 나나나 나나나 랄라...
최병걸

온가슴 불밝히고 기도해 봐도 당신은 떠나가고...
신재홍

오랫동안 기다려 왔어 내가 원한 너였기에 슬픔을...
김대일

오늘도 넌 내게 말하지 날 사랑한다 하지 않냐고 난...
사랑 사랑 내 사랑 그대 모습 꽃인가 꽃보다도...
이경석

자 이제 안녕하며 돌아서야지 마치 아무 것도 없던...
김희갑

헤어지면 못산다더니 나를 두고 어이 가셨나 가슴...
박성훈

돌아서 가네 그대 발길에 눈물이 흐르면 보내 놓고...
송운선

정이 무엇인가요 사랑이 무엇인가요 알면서도...
박현진

잔잔한 그 미소에 내 가슴 녹아 내리고 천사 같은...
이주호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민인설
민인설

여름에 만난 사람 가을이면 가버리고 가을에 만난...
이상훈

그대는 웃지만 나는 슬퍼요 이 것이 이별인 가요...
민인설
민인설

기러기 줄지어 울고간 하늘에 조각 구름 어디론가...
이정황

언젠가 당신이 말했었지 혼자 남았다고 느껴질 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것 버리는것 버리는것...
오진우

우린 언제나 꿈을 꾸었지 푸른 바다 속을 함께...
박춘석

바람은 고요히 잠들고 강물은 잔잔히 흘러가는데...
작곡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백영규

슬픔에 젖은 너의 눈빛은 달빛만이 알고 있었네...
김경수

사귀고 있던 그 여자가 이유없이 싫어져서...
고창모

우리둘이 정답게 손에 손잡고 높은산 험한봉을...
최귀섭

정말 몰랐어요 사랑이란 유리 같은 것 아름답게...
이세건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쓸쓸히 그대를 그리며...
정성헌

I'm in love with you tonight 사랑한다는 그말을...
이승희

가만히 다가가 손 잡으니 작은 불 켜지면서 또 다른...
다니엘드쟝

필리 랄 라일 레일레 필리 랄라일 라일라 필리 랄...
김종환

우우우우우 우우우 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 우우우...
권인하

검은 커튼이 드리운 조그만 카페에 희미한 불빛...
이성환

이젠 나도 널 잊겠어 너무 힘이 들잖아 원하는 대로...
박현진

그 누구를 찾아 왔는가 불빛은 너를 더듬는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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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09368 사랑의 굴레
509628 사랑의 눈동자
511912 사랑의 띠
509854 사랑의 마음
마음 가득
가득히
511210 사랑의 맹세
509100 사랑의 불시착
불시착
509412 사랑의 사슬
서약
509855 사랑의 서
약
509287 사랑의 슬픔
509423 사랑의 썰물
509662 사랑의 아픔
510750 사랑의 역사
열쇠
쇠
509307 사랑의 열
511191 사랑의 조약돌
511886 사랑의 주
511997 사랑의 쪽배
위스트
510566 사랑의 트위스
트
509453 사랑의 향기
509487 사랑의 향기
509378 사랑의 힘
510900 사랑이 떠나가네
나가네
511085 사랑이 떠나버리고
509938 사랑이 잠들기 전에 (가면 속의 천사)
509832 사랑이 지나간 후
509224 사랑이라 부를 수 있을까
509379 사랑이라는 이유로
510665 사랑이라는 이유로
509245 사랑이란
사랑이란
사랑이란
509928 사랑이
란 두 글자
510458 사랑이
사랑이란
란 묘한 거야
509915 사랑이야
509632 사랑이여 그 날까지
510624 사랑
사랑찾
찾아 칠백
칠백리
509389 사랑하고 싶어
509465 사랑하고 싶어
Cali Karaoke

Artist/Lyric
김희갑

흐르지 않는 우리의 가슴에 아쉬운 것은...
김영복
김영복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사랑 이 가슴에 슬픔만 남아...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읍니다 하나님을...
한동준

때로는 누군가 그리웠던 적도 있었지 그렇게...
박춘석

틸 푸른 밤 하늘에 달빛이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한...
안치행

마주보며 서로가 아무런 말없이 똑딱똑딱 흐르는...
김선대

바람도 싸늘히 울고 가는 길 위에 낙엽만이 쓸쓸히...
김광진

그토록 바라던 시간이 왔어요 모든 사람의 축복에...
이치현

하늘엔 흰눈이 내리고 거리에는 오가는 사람들...
김창기

차가운 너의 이별의 말이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김영락

가면 안돼 가면 안돼 내 마음 불질러 놓고 그래도...
박정웅

그대 빛나는 검은 눈동자 그대 불타는 고운 입술...
김영광

그대를 사랑했던 나는 이제 미워 그대를 잠못들게...
정풍송

푸른 바다 위에 하얀 돛단배 하나 파도에 밀리어...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하나님 믿음의...
고창모

저 하늘의 쪼각달은 사랑의 쪽배 내가 앉고 님이앉는...
설운도

학창 시절에 함께 추웠던 잊지못할 샹하이...
김현종

어리고 작은 나에겐 너의 한마디가 힘이 되었어...
유진

사랑은 나비처럼 살며시 날아와서 꽃향기 속에...
남국인

고향이 어디냐고 묻지를 마라 말을 하면 옛 생각에...
김건모

사랑이 떠나가네 또다시 내 곁에서 이번엔...
안현진

너의 잠든 모습을 보며 늘어진 한숨 쉬며 이렇게...
최완희

서로 원한다면 잊어야겠지만 어떤 이별조차 생각...
정기송

돌아서면 아무 일 없던 것 처럼 잊혀지지만 흔적도...
김영식

사랑이라 부를 수 있을까 이렇게 알 수 없는 기분을...
김형석

사랑이라는 이유로 하얗게 새운 많은 밤들 이젠...
김형석

사랑이라는 이유로 하얗게 세운 많은 밤들 이젠...
김창환

내가 너를 이해할 수 있을 때 까지 난 너를...
길옥윤

사랑이란 두 글자는 외롭고 흐뭇하고 사랑이란 두...
이호준

그대하고 걸을 때면 나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송창식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거기에...
박춘석

내 마음 깊은 곳 지울 수 없는 사랑 흘러가는 물결...
박춘석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님찾아 칠백리길 찾아본...
박청귀

사랑하고 싶어도 너무 멀리 있잖아 모두가 멀리...
박광현

사랑은 달콤하고 엄마 처럼 다정하고 잠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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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09320 사랑하고 있다는 걸
때문
509912 사랑하기 때
문에
509356 사랑하기에
509322 사랑하는 그대에게
511224 사랑하는 날까지
511325 사랑하는 날까지
만큼
큼
510682 사랑하는 만
어머님께
510177 사랑하는 어머
님께
510026 사랑하는 영자씨
510653 사랑하는 우리
509488 사랑하는 이에게
510071 사랑하는 전우
전우야
안되나
나
510430 사랑하면 안되
510133 사랑한 나 좋아한 너
510995 사랑한 후에
511072 사랑한_후
사랑한_후에 ('내
('내_마음
_마음을_뺏
을_뺏어봐'주제곡)
사랑할
509785 사랑
할 때와 용서할 때
509007 사랑
사랑할
할거야
509319 사랑할
사랑할수록
사랑합니
합니다
511227 사랑
합니
다
511183 사랑
사랑합니
합니다
합니다 ('내
('내일을_향해 쏴라_'삽입곡)
511379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생각해
510765 사랑해 그리고 생각
해
510764 사랑해 누나
마지막
막 그날까지
511021 사랑해 마지
사랑했
510982 사랑
했던 날
509646 사랑
사랑했
했던 이유만으
이유만으로
509949 사랑했
사랑했어요
사랑했
510868 사랑
했었다
509178 사랑
사랑했
했지만
511888 사막에 샘이 넘쳐
마음
509772 사모하는 마
음
509618 사월이 가면
510821 사의 찬미
511380 사이버 러버
Cali Karaoke

Artist/Lyric
김성면

기다릴 수 없어 이제는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마...
유재하

처음 느낀 그대 눈빛은 혼자만의 오해였던가요...
조정열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남화용

사랑한단 말 한마디 못하지만 그대를 사랑하오...
김종환

사랑은 운명 속에 언제나 살고 있다 가슴을 치는...
유승범

그래 내 안에서 살게 한 거야 가엾은 너 아픔...
길용준

내가 너무 속이 좁은 건지 의심이 많은 건지 너를...
유승범

어머님 죄송합니다 이 글을 읽으실 때쯤 전 그녀와...
김정일

이 세상에 하나뿐인 사랑하는 영자씨 당신이...
조하문

사랑하는 우리를 그 누구가 둘이라고 느끼게 하고...
정태춘

그대 고운 목소리에 내 마음 흔들리고 나도 모르게...
길옥윤

전우야 전우야 사랑하는 전우야 얼굴은 다르지만...
유영선

눈물을 감추며 하염없이 걸으며 멀어지는 그대...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내 이름처럼 잊을 수 없는...
신성우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에 몇 번의 사랑들을 만나게...
최성욱

여러 번 널 단념하려 했어 내 하루는 온통...
김기웅

당신이 사랑하던 한 사람을 기억하나요 잊혀진...
최봉

우리 이제는 좋아하게 될거야 지나버린 시간들이...
김태원

한참 동안을 찾아가지 않은 저 언덕 너머 거리엔...
현철

아직도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했기에 너를...
최수정

미안하다는 말도 이미 늦었을 테지만 잠든 그대...
박진영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만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강세일

이제 서서히 끝이 끝이 보여 너무 너무 빨리 빨리...
윤일상

나를 미치도록 찐한 사랑에 빠지게 했던 그녀는...
문창배

사랑했던 만큼 많은 걸 기대하고 바랬었던 만큼...
이영준

해맑은 그대 미소처럼 오늘 하루를 시작해 거리를...
박성식

기나긴 장마처럼 지루했던 얘기였나 우리의 못...
김정일

거리를 거닐면 떠오르는 너의 모습 지우려 애를...
김학래

나 지금 사람없는 찻집에서 창문 밖을 쓸쓸히...
한동준

어제는 하루종일 비가 내렸어 자욱하게 내려앉은...
사막에 샘이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외곡곡

그림자 지고 별 반짝이면 더욱 그리운 나의 마음...
길옥윤

눈을 감으면 보이는 얼굴 잠이 들면은 꿈 속의 사랑...
외국곡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려...
윤일상

그녀의 말투에 나는 빠졌어 그랬었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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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10465 사이좋
사이좋게 놀자
509293 산 유 화
511429 산 토 끼
509731 산 할아버지
산골길
바닷
511834 산골
길바
닷길
509717 산다는 건 다 그런
그런거 아니겠니
아니겠니
511520 산바람 강바람
강바람
산비둘
509140 산비
둘기
511792 산에 나무가 있으면
있으면
511633 산으로
산으로 가자
511651 산중호걸
511999 산향길
511970 살구나무
509843 살다 보면
511934 살아
살아계신
계신 주
512000 살짝 쿵아
510083 삼 백 초
509619 삼 일 로
511618 삼일절 노래
510673 삼자 대면
509077 삼포로 가는 길
510347 상 상 (날으
(날으는 코끼리)
509989 상 심
509154 상 처
510614 상 처
510570 상 처 (별
(별은 내가슴에 삽입곡)
509841 상상 속의 너
511381 상처
511442 새 나라의 어린이
510467 새 달 력
511839 새 봄
511431 새 신
511478 새 아 침
511548 새나라 새주인
새주인
511720 새달력
Cali Karaoke

Artist/Lyric
김규환

우리 같이 놀자 우리 꼬마친구 사이좋게 놀자...
이재호

산에 산에 꽃이 피네 들에 들에 꽃이 피네 봄이...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 깡충 뛰면서...
김창완

산 할아버지 구름 모자 썼네 나비같이 훨훨 날아서...
다람쥐 지나가는 오솔길따라 휘파람 불면서...
조병석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아기 엄마가 되었다면서 밤...
산위에서 부는 바람 서늘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박정웅

그림같은 집 위에 산비둘기 날으고 푸른 솔밭...
산에 나무가 없으면 산에 나무가 없으면 산에...
흰구름 뭉게 뭉게 꽃구름 피고 여울물 폭포 이뤄...
산중호걸이라 하는 호랑님의 생일날이 되어...
김락춘

오불꼬불 산허리를 감도는 길은 내 사랑 랑군님이...
김덕윤

살구꽃 한송이 살짝꺾어 총각은 내가슴에...
권진원

살다 보면 괜시리 외로운 날 너무도 많아 나도 한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김범도

샘물터에 살짝 찾아와서 살짝 시원한물 살짝...
서승일

바보야 가버린 너는 바보야 엽서도 한장 남기지...
전오승

삼일로 고갯길을 같이 가던 그날 밤 영원토록 이...
기미년 삼월 일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 독립...
윤일상

입이 열개라도 할 말 없을거야 니가 뭔데 나를...
이혜민

바람 부는 저 들길 끝에는 삼포로 가는 길 있겠지...
이철원

하나도 슬프지 않아 그녀를 보기만 해도...
이성욱

사랑했던 나의 마음속에 작은 꿈 하나만을 남겨...
주현

젖어있는 두 눈 속에 감춰진 그 사연을 아직도...
눈물이 흘러도 좋아요 가슴이 행복하니까 마음이...
임하영

멀리서 바라만 보았어 소리 내어 울 수 없는 슬픈...
김창환

나는 가끔 이런 생각들을 했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경섭

어 니가 없이는 완전해 질 수 없었던 삶의 의미를 나...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 납니다 잠꾸러기 없는...
정혜옥

새 달력에 내 생일이 들어있다 새 달력에 엄마...
새파란 봄하늘에 아지랑이 꽃 붉어 풀피리 소리에...
새신을 신고 뛰어 보자 팔짝 머리가 하늘까지...
참새가 짹짹 고운 노래 한다 새아침이 밝았다고...
푸른 빛이 늘어가네 우리 마을 새마을 나무들이...
새달력에 내 생일이 들어있다 새달력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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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느낌
낌
509596 새로운 느
509229 새로운 사랑을
511944 새롭게
새롭게 하소서
509279 새색시 시집
시집가네
511818 새싹들이다
511482 새야 새야
509714 새처럼 자유롭
자유롭게
511616 새해의 노래
509685 색깔 속의 비밀
511964 샘물터의 진달
진달래
509440 생 명
509556 생 일
509489 생각이
생각이 나면
510602 생선과
생선과 킬러
511969 생일을 축하해요
511694 생쥐놀이
511382 샤랄라
510105 샤랄랄라
랄랄라
509585 서 시
509075 서랍 속의 추억
510318 서로 다른 안녕
511889 서로 사랑하라
도와가며
511476 서로 서로 도와가
며
509897 서로의 자리 지우
지우지 말아요
509330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부산
부산
509430 서울 대전 대구 부
산 (d)
509280 서울 야생
야생마
509448 서울 이곳
이곳은
평양
510007 서울에서 평
양까지
509447 서울의 달
511317 서울의 밤
쪽으로
510587 서쪽으
로 간 여자
509808 서툰 기대
510584 서풍이 부는 날
510162 선 택
Cali Karaoke

Artist/Lyric
조진호

난 너의 그런 표현이 싫었어 언제나 뚜렷한 표현이...
박용진

우리 사랑이 식었을 때 서로 솔직히 고백해요...
해아래 새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김신일

수양버들 춤추는 길에 꽃가마 타고 가네 열아홉살...
마음을 열어 하늘을 보라 넓고 높고 푸른 하늘...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 밭에 앉지마라 녹두 꽃이...
최수정

어둠 속에 혼자라도 이제 나는 외롭지가 않아 내게...
온 겨레 정성 덩이 해 돼 오르니 올 설날이 아침야 더...
이승철

오 그렇게 서 있는 네 모습 뭔가 감춰져 있어 말하고...
김종화

송이송이 피였구나 연분홍 진달래 탐스럽게...
조용필

저 바다 해 타는 저 바다 노을 바다 숨죽인 바다...
민재홍

온 동네 떠나갈 듯 울어 젖히는 소리 내가 세상에 첫...
정민섭

생각이 나면 생각이 나면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외국곡

나나 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 나나...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사랑하는내 친구...
아삭 아삭 욱욱 꼬마 생쥐 살그머니 부엌으로...
최수정

오 오오오오 Don't Turn Aroud Cause We're Into Me...
Joey

샤랄랄랄라라 샤랄랄라라라 샤랄랄랄라라...
신성우

해가 지기 전에 가려 했지 너와 내가 있던 그 언덕...
천성일

난 이제 서랍 속에 잠궈 둘꺼야 널 위해 쓰던...
조병익

내가 말한 안녕은 너와 다시 보자는 인사였는데...
서로 사랑하라 주가 말씀하셨네 우리 서로 사랑해...
아랫집 윗집 사이에 울타리는 있지만 기쁜일...
김형석

밤이 가는 소릴 들으며 하루가 시작될 때 항상 나의...
정의송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아하 (서울 대전 대구...
정의송

야야야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터닝 서울 대전...
원희명

미련 없다 후회도 없다 아낌없이 내 청춘을 청춘을...
장철웅

우 우우우우우우 우 우우우우우우 아아아아아아...
윤민석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 요금 오만원 소련도 가고...
이정철

눈뜨기 싫었는데 그래 그렇지 또다시 꿈을 꾼 거야...
박성훈

네온이 춤을 추는 서울의 밤 거리 그 님의 손을...
단 한번의 사랑에 내 인생을 걸고서 모든 것을...
김창환

밤바바바 바라바라 바바밤 오 스파라바바바바...
오준영

어느 날인가 서풍이 부는 날인 오후 누구든 나를...
주영훈

워 예에에 예에에에에 달라질 게 없어 우린 헤어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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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나무꾼
꾼
509243 선녀와 나무
511158 선생님 사랑해요
511576 설 날
511528 설 세배
세배
511980 설날이 왔어요
511819 섬마을
511546 섬집 아기
509254 성격 차이
511093 성공 시대
510771 성공시대
511872 성령을 선물로
509944 성수대
성수대교
교
511383 성숙
511384 성인식
509234 성주 풀이
510405 성형 미인
511300 세 가지 소원
509926 세 노 야
511182 세 상 은
511685 세 수
511853 세개의 못
509023 세계로 가는 기차
기차
510469 세발 자전거
511104 세상 끝에서의 시작
시작
509018 세상 만사
밖으로
509449 세상 밖으
로
509385 세상에 모자란
모자란 사랑만큼
사랑만큼
511342 세상에 없는 사랑
이런
509953 세상에 이
런
510958 세상
세상엔
엔 없는 사랑
509820 세상은 나에게
511891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509669 세상의 눈물 마를 때까지
모든
든 이별
510894 세상의 모
이별
511103 세상이_그대를 속일지라도
Cali Karaoke

Artist/Lyric
김창남

하늘과 땅 사이에 꽃비가 내리던 날 어느 골짜기...
최준영

어느 날 문득 나의 가슴이 설레게 하는 사랑이 온...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설날 아침 흰눈이 흠뻑 내렸네 설 세배 가는 길이...
설날이 왔어요 기쁨싣고 왔어요 노래하며 즐겁게...
노을이 져져드는 둥근 섬마을 금 물결 파도 위에...
엄마가 섬그늘에 굴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유정연

더 이상 내게 말도 하지마 이젠 끝난 일일 뿐이야...
이경섭

야 우리 어머니 날 낳으실 때 태몽을 참 기가 막히게...
김성주

가자 가자 가자 내일의 희망을 위해 다 같이 함께...
너희가 회계하고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으면...
D J철이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그 어떤...
김명준

괜찮아 나의 걱정은 하지도 마 어차피 떠나갈...
박진영

그대여 뭘 망설이나요 그대원하고 있죠 눈 앞에...
민요

낙양성 십리 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 호걸이...
김창환

요즘 세상엔 왜 그리도 많은 미인이 사는 걸까 그저...
이규호

나 어쩌면 천사와 손잡았나 봐요 그대의 마음이...
김광희

세노야 세노야 산과 바다에 우리가 살고 산과...
강현민

귀기울여 듣고 있다면 언제라도 알 수 있겠죠...
아침에 세수하면 얼굴이 예뻐지고 저녁에...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박았네 녹쓴 세개의 그...
조덕환

세계로 가는 기차타고 가는 기분 좋지만 그대 두고...
윤용하

때릉 때릉 때릉 세발 자전거 앞에 하나 뒤에 둘...
조규만

다시 또 시작해 이제 한번 쓰러졌을뿐 또 내게...
지덕엽

세상 모든 일들이 되다가도 안 되고 슬퍼하다...
김종서

내게로 열려진 또 다른 세상 속 내가 손짓한 세상...
오태호

여전히 내게는 모자란 널 보는 나의 그 눈빛이...
Siro

아직까지 얘기도 못했는데 넌 아무 것도 모르는데...
장춘식

약속 시간은 다와 가는데 길가에 멈춰진 그녈 본...
이경섭

바람 되어 너의 머릿결을 흩어놓고 날 알려도 너는...
김원준

수많은 질문과 함께 자란 내 꿈에 조그만 날개...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소문 더 늘어간다...
김종서

또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어 아직은 내게 사랑할...
정재형

끝인가 봐 이제 끝난 일인가 봐 날카로운 입맞춤의...
유영석

흔들리는 그대를 보면 내 마음이 더 아픈거죠 그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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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10998 세월 가면
510019 세월 속에는 (옥
(옥이 이모)
509664 세월이 가면
511385 섹시한 남자
510798 센티멘탈
511598 소 나 무
510721 소 녀
511508 소 리 개
510481 소 문
510766 소 원
510886 소 원
511018 소 유
511488 소 풍
511420 소 풍
510586 소금 인형
509034 소녀의 기도
511566 소라 피리
511089 소방관 아저
아저씨
510544 소유하지 않은 사랑
510510 소중한 너
511231 소중한 사랑
510372 손뼉 치고 오른 팔 끼고
손뼉을
510470 손뼉
을 칩시다
511655 손뼉
손뼉치고
치고 오른팔 끼고
511451 손을 잡고
510991 솔로 예찬
511681 솜사탕
510016 송 가
510761 송 인
509148 송 학 사
509812 쇼팽과
쇼팽과 인어공주
인어공주
509775 수 선 화
509335 수 시 아
509490 수 심
511829 수건 돌리기
Cali Karaoke

Artist/Lyric
이영훈

세월 가면 그 모습을 잊을까 그토록 다정했던...
이정선

세월 속엔 그대가 있어요 눈을 감아도 보이는...
이수만

말을 잊었나 대답도 없이 나의 눈길도 잊어 버렸나...
김명준

죽도록 너만 사랑하는데 왜 날 믿지 못하니 나는...
Juju Club

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아 아아아 나 오늘 갑자기 왜...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네빛 쓸쓸한...
이영훈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되요 그리움 두고...
소리개가 빙빙 높이 떴구나 높이 떴구나 우리 마을...
나훈아

내가 가장 사랑했던 님 정말 좋아했던 님 맺지못할...
일기예보

홀로 있는 밤 너는 또 나의 기억속에 찾아들어 나를...
조규만

알고 있죠 이것이 끝이라는 걸 두 번 다시 볼 순...
Brian Min

살아선 볼 수 없어 어둠을 헤매는 사랑 아침 하늘에...
단풍잎이 아름다운 산으로 가자 산새들이...
솔바람이 솔솔솔 산새들도 짹짹짹 서로 서로...
안치환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 바다로 내려간 소금...
송주호

바람 불면 흩어지는 쓸쓸한 낙엽이 모두 잠에 취한...
섬에 사는 아이는 소라를 분다 바다바람 막아섰는...
스푸키바나나

하나 둘 셋 넷 나 워 갖지못한 자들 갖고 있는 자들...
김성면

니가 너무 보고 싶어 추억이 밀려와 눈물에...
조규찬

나나나나 나나나나 너무나 투명한 너의 하얀...
박진영

Oh boy 내게 돌아와 줘요 그대 아직도 그대론가요...
유병무

손뼉 치고 오른 팔 끼고 뱅뱅 뱅뱅 돌자 손뼉 치고...
외국곡

손뼉을 손뼉을 칩시다 여럿이 다같이 피아노...
손뼉치고 오른팔 끼고 뱅뱅뱅뱅 돌자 손뼉치고...
우리 모두 손을 잡고 춤추자 춤추자 하나둘셋 손을...
조규만

오 또 밤이 찾아와 내 슬픈 눈을 가리고 사랑 찾아...
나뭇가지에 실처럼 나란히 솜사탕 하얀 눈처럼...
김광진

떠나가지 마 고운 내 사랑 아직 내 곁에 있어 줘야...
박근태

세상엔 많은 사람이 있는 걸 알아 하지만 너를 대신...
김태곤

산 모퉁이 바로 돌아 송학사 있거늘 무얼 그리 갈래...
최준영

에 에 에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떨려오던...
이혜민

창가에 수선화가 비를 맞고 피었네 어제의 슬픈...
서태지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닮을 수 없네 나를 세상에...
박춘석

그렇게도 슬픈 사연은 웃음으로 감추고 오랜 세월...
바람 솔솔 불어오는 산에 올라가 파란 하늘 노란...

51

Song ID Song Title
511755 수박 파티
수수께끼
511107 수수
께끼
509256 수요일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510708 수원 처녀
509630 수첩_속의 이름
510757 수필 러브
510480 수호천사
511915 순 례 자
511309 순 수
수('순
순수'주
511155 순 수('
수'주제가)
510772 순 애 보
509557 순 정
511229 순 정
511919 순례자의
순례자의 노래
509278 순진한 아이
511696 술래잡기
509925 숨바꼭질
511318 숨은 그림
그림 찾기
511427 숫자놀이
509592 숭 어
511433 숲속의 나라
511710 숲속의 음악가
511666 숲속의 작은집
510445 쉽 지
510392 슈바 슈바
509800 슈퍼 그랑죠
그랑죠
510128 슈퍼 스타
스타
510129 슈퍼마
슈퍼마켓
슈퍼맨
509657 슈퍼
맨의 비애
510880 스 캔 들
510224 스 피 드
510512 스무살의 비망록
509466 스무살
스무살짜
짜리 피노키오의 하루
하루
511589 스승의 은혜
은혜
511138 스쳐가는 시간 속에
Cali Karaoke

Artist/Lyric
커다란 수박 하나 잘 익었나 통통통 단숨에 쪼개니...
조운파

흘러 흘러 흘러 흘러 물이라더냐 돌아돌아...
이두헌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그녀에게 안겨 주고파...
백영호

철쭉꽃 딸기꽃이 초원에 피면은 타네요 수원 처녀...
박찬일

수첩에 적어 두었어 너의 이름을 짧은 시처럼...
Juju club

수 수 수필 러브 수 수 수필 러브 수 수 수 수 수 수...
정원재

오 이 세상 어디에선가 정의롭고 착한 로봇 불의에서...
이 세상은 나그네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김도형

이젠 울지 않을게 너를 믿으며 편히 있을게 나를...
김범수

스따릴라릴라 리라일라라 스따릴라릴라...
박승화

난 망설였는데 너무나 힘들었는데 너완 상관없다니...
이현준

지난 날 당신 마음을 울리고 떠나 버린 한 사람이...
최준영

워워워 워워워 워워 워어 워워워 워워워 워워워...
저 멀리뵈는 나의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집 내...
장덕

몰라몰라 정말몰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몰라...
두눈을 꼭감고 짝짝짝짝 손뼉소리 들어보아요...
조우현

빠 빠빠빠 빠빠빠 빠빠빠 우리 둘이 숨바꼭질할까요...
김진만

그래 모두 돌아가고 싶은 그때로 길던 하루 해 작은...
뒤뚱 뒤뚱 걷는 오리 2자 같고요 훨훨 나는 갈매기...
슈베르트
슈베르트

거울 같은 강물에 숭어가 뛰노네 화살보다 더 빨리...
숲속 나라에는 동물들이 살지요 산토끼 다람쥐가...
나는 숲속의 음악가 조그만 다람쥐 아주 익숙한...
숲속 작은집 창가에 작은 아이가 섰는데 토끼...
도원준

까삐까삐 룸룸 까삐까삐 요요 까삐까삐 룸룸...
최진영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내 사랑은 어디 아 우우우...
마상원

그랑죠 그랑죠 마법으로 빛나는 그랑죠 마법으로...
채주현

이미 지나 버린 주간 잡지를 한참을 뒤적이다가...
박현준

그 애를 쫓아갔어 슈퍼마켓까지 들어가 버렸네 따라...
신철

Hey Mr Dj Funky Up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김형준

스빠바밤빠 라릴라 스빠디밤빠 스빠바밤빠 라릴라...
최준영

허구한 날 매일 매일 무기력한 내 생활에 나에게도...
주영훈

하늘을 보렴 더 커다란 꿈이 있어 나만을 위한...
김성호

오늘도 똑같은 날이 밝았네 식구들 모두 다 외출을...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조용현

차가운 도시 화려한 그 불빛 사이로 멀어져 가는...

52

Song ID Song Title
라운
운지에서
510869 스카이 라
511386 스칼렛
510751 슬퍼도 떠나주마
509354 슬퍼마오
510601 슬퍼지려 하기 전에
509802 슬프도
슬프도록
록 아름다운
아름다운
510046 슬픈 계절에 만나요
고백
509081 슬픈 고
백
510937 슬픈 그림
그림자
510144 슬픈 기대
510504 슬픈 바다
511202 슬픈 변명
변명
510353 슬픈 사랑
511387 슬픈 사랑
511388 슬픈 선물
509994 슬픈 아픔
510028 슬픈 언약식
510915 슬픈 얼굴
509364 슬픈 얼굴 짓지 말아요
510592 슬픈 연기
509415 슬픈 연인
511389 슬픈 영혼식
509722 슬픈 영화
509972 슬픈 운명
이별
별 (dance Ver )
509893 슬픈 이
509421 슬픈 인연
509726 슬픈 인연
509969 슬픈 재회
510222 슬픈 저주 (꼭
(꼭 나처럼
나처럼)
처럼)
511340 슬픈 침묵
침묵
표정
정하지 말아요
509168 슬픈 표
이별
510021 슬픔 없는 이
별
511101 슬픔을_간
슬픔을_간직
직한 사람
사람들에게
511136 슬픔이 없는 시간 속으
속으로
510217 슬픔이 올 때
Cali Karaoke

Artist/Lyric
김영광

밤 깊은 스카이 라운지에서 그날의 추억에 잠겨서...
주영훈

얼마나 흘렀는지 이 어둠에서 깨지 않게 해줘...
박춘석

슬퍼도 떠나주마 슬픔을 감추고 사랑의 기쁨을...
최옥

냉정하게 떠나간 당신 그래도 못잊어 우네...
최준영

나 가끔씩 그대 생각을 할 때마다 늘 가까운 듯...
김성면

그리움의 끝엔 언제나 눈물 속에 항상 니가 있는...
백영규

귀뚜라미 울음소리에 가슴깊이 파고드는데 들리지...
김진룡

이렇게 많은 세월 당신과 살아온 것도 꿈만 같은데...
정풍송

우리는 사랑했는데 서로 진정 사랑했는데 그 무슨...
최준영

이럴 수가 너 언제까지 나만을 사랑하겠다고...
신재홍

그대여 여기 바다가 보이고 많은 사람들은...
방시혁

이제와 널 이해해달라고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고...
유희열

잘못된 거야 너를 잊으라는 말 그건 너의 진심이...
임기훈

보고 싶어 단 한번 이라도 너를 만나고 싶어 내겐...
유영석

다 끝난 일인거니 이젠 돌이킬수 없니 널 잃고...
서태지

나는 몇 해 전인가 빛을 버리고 어둠을 맞이할...
너를 내게 주려고 날 혼자 둔 거야 내 삶은 지금껏...
박제성

마지막 부탁이야 힘들지 않도록 슬픈 얼굴 짓지...
송창식

슬픈 얼굴 짓지 말아요 나도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조관우

아무 걱정 하지마 나를 떠난 후엔 없었던 일이라...
박의수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잖아 그저 곁에 있어 달라...
이경섭

아마 오셨을텐데 우릴 위해 축복해 줄 사람들 그냥...
외국곡

그 어느 날 쓸쓸히 극장에 갔었네 그이와 나란히...
외국곡

헤어지는 아픔을 잊기 어려워 미소짓는 내 슬픈...
황규영

Dance with me 나를 사랑하는 너를 이제는 잊으려해...
김명곤

멀어져 가는 저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난 아직도 이...
김명곤

멀어져 가는 저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난 아직도 이...
김태형

한때는 나를 사랑한 사람 오늘 우연히 너와...
정시로

너에게 나를 모두 주어도 늘 닫혀있었던 너의...
김형석

슬퍼할 필요는 없어 눈물 저리 치워 내가 아픈 것을...
원경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짧은 순간에도 우린 얼마나...
안재준

꾸밈없는 밝은 웃음 보면서 나도 웃으며 그댈...
문창배

때론 힘들다 말했지 나는 아직도 머나먼 현실에...
김성호

내 마음 슬픔이 없는 시간 속으로 다가가 변함없는...
신성우

어디엔가 네가 내 옆에 아직 머물러 있는 착각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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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내것일세
일세
511893 승리는 내것
511894 승리하리라
511492 시 계
511464 시 냇 물
509131 시 련
510683 시 련
511424 시 소
511280 시 작
509718 시간이 흐른 뒤에
510306 시대 유감
509214 시도 때도 없이
509398 시선이 변한 후에
509209 시오리 솔밭 길
509089 시인의 마을
509605 시작되는
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511793 시장 놀이
511794 시장 잔치
510904 시종일관
510719 시청 앞 지하철역
지하철역에서
철역에서
509345 시험 전날 밤 잠만 쏟아지고
511594 신고산 타령
511708 신데렐
신데렐라
신데렐
컴플렉스
509883 신데
렐라 컴플렉
스
511390 신부에게
510208 신세대 증후군
증후군
신토불이
509191 신토
불이
511795 신호
신호등
등
511282 실 루 엣
510572 실 수
509181 실 연 초
511391 실연
509838 싫 어
510739 심 연
510516 심 연
509750 심리 테스트
Cali Karaoke

Artist/Lyric
승리는 내것일세 승리는 내것일세 구세주의...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어린양의 피로써...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 똑딱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가고 싶어...
서영진

날 그냥 내 버려 둬 아무도 필요치 않아 나에겐 이미...
양정승

아주 오래 전 이미 지난 일인데 자꾸 내 눈앞엔 니...
시소 시소 올라 가면 푸른 하늘 내려 오면 꽃 동산...
오석준

오직 너만을 생각한 밤이 있었어 내가 정말 왜...
김의찬

너의 뒷모습에 익숙해져 갔어 먼저 말한 이별 너의...
서태지

왜 기다려 왔잖아 모든 삶을 포기하는 소리를 이...
고오라

시도 때도 없이 그리운 사람 운명을 바꿔놓고...
김한규

자명종을 던지고 늦잠을 즐기던 예전의 내 생활...
김준규

솔바람 소리에 잠이 깨이면 어머니 손을 잡고 따라...
정태춘

창문을 열고 음 내다 봐요 저 높은 곳에 우뚝 걸린...
황영철

니가 아침에 눈을 떠 처음 생각나는 사람이 언제나...
시장으로 가자 물건을 사러 과자 가게 과일 가게...
수박 수박이 나왔어요 시원한 수박이 뚱뚱해요...
조병석

우리 처음 만날 때 느낌처럼 늘 사랑할 수 있겠니...
김창기

시청 앞 지하철 역에서 너를 다시 만났었지 신문을...
김창환

수학 문제는 풀고 싶지 않아 내 머리속에 맴돌고...
가을바람 소슬하니 낙엽이 우수수 지고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엄마와...
주영순

예 예 예예예 노노 노노 너무 너무 가련하고...
박승화

새하얀 드레스 수줍은 발걸음 꿈꾸는 설레임...
윤일상

왠 X들이 그리 많고 많은지 요즘은 모두 다가...
박현진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
건너가는 길을 건널 때 빨간불 안되요 파란불...
주영훈

이대로 멈춰 버려 워워워예 워워워워워워 이젠...
권성준

내가 바란 대로 시간이 멈춰져도 그 애 마음만은...
고봉산

아 아 내 이름은 설움 많은 실연초 뜨거웠던...
최준영

너 떠난후 많이 울었어 혼자가 되어버렸어 나 다시는...
신중현

이제 다시는 싫어 웃는 것도 싫어졌네 이제 다시는...
홍재선

너의 기억 깨져버려 너의 기억 지나가버려 나의...
최진영

왜 떠나려 하는지 무슨 오해로 그런건지 널 사랑하는...
이남우

왜 그러니 너는 내 곁에서 종일 혈액형 무어냐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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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09594 심메마니
511796 심부름
510980 십년이 지나도
511772 십의 노래
511709 싹싹 닦아라
510157 쌈바의 여인
511530 썰 매
510671 썸머 징글벨
511797 씨 앗
510485 아 가 씨
509189 아 기 곰
509228 아 니 야
511512 아 리 랑
510697 아 모 르 (amor)
510192 아 무 도
511333 아 버 지
509899 아 버 지
509856 아 쉬 움
510540 아 야
510247 아 자
511432 아 재미있어라
바람
람이여
509124 아! 바
('아씨'_주
510960 아__씨 ('아씨'_
주제가)
510110 아가에게
511392 아가페
511762 아기 개구리
511701 아기 걸음마
걸음마
511634 아기 공룡 둘리
511845 아기 구름
511723 아기 방울
511798 아기 별
아기공
510396 아기
공룡 둘리
511835 아기
아기염
염소
509467 아내의 생일
509323 아네모네
Cali Karaoke

Artist/Lyric
고상록

유세차 모년 모일 어인 마니 정성드리옵나니...
언니 따라 앞집에 심부름 갔죠 엄마가 보내는 호미...
박진영

미안해 너도 금방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괜찮지 그래...
일은 랄랄라 하나이고요 이는 랄랄라 둘이고요...
싹싹 닦아라 윗니 아랫니 싹싹 닦아라 앞니 어금니...
이영춘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대 쌈바춤을 추고 있는 그대...
모두 모두 달려라 달려라 바람속을 뚫고 가자...
박진영

헤이 오베이베 헤이 하얗게 눈이 내리던 날이죠...
씨 씨 씨를 뿌리고 꼭 꼭 물을 주었죠 하룻밤 이틀밤...
최수정

새빨간 립스틱 섹시한 스타킹 새까만 긴 머리가...
신준호

그 무엇을 준다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장욱조

별들이 어제처럼 사랑을 속삭일 때 그대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김종환

힘이 들 때면 너를 생각해 하루 중에 바쁜 시간도...
이적

내 머리를 잠궈줘 이제나는 멈출수가 없어 아우 다시...
김형준

나 이젠 알아 당신의 그 눈물 그 고통 안에서 내 삶이...
원희명

나와는 생각이 너무 너무 다른 아버지 난 항상...
박광현

나의 마음속에 새겨 놓은 우리의 추억을 보며...
이한철

이 세상만큼 난잡한 내 머리 속을 가득 메운 고민들...
이현도

이제 난 자유 속에 사랑을 찾고 싶어라 아까부터...
아 재미있어라 공주 이야기 아빠 엄마 앞에서 나도...
안치행

그늘도 없는 앙상한 나뭇가지에 우연히 날아왔다...
백영호

옛날에 이 강은 열 아홉 적에 나룻배 타고서...
신해철

아가야 너의 웃는 그 얼굴을 보기 위해 우리는...
고릴라

그대 곁에는 내가 있잖아 병든 세상은 무너져...
아기 개구리가 고양이 보고 깜짝 놀라 물 속으로...
뒤뚱 뒤뚱 뒤뚱뚱 오리 걸음마 아장 아장 아장장...
요리보고 저리봐도 으흠 알수없는 둘리 둘리...
아기구름 산위에서 낮잠을 자고 엄마구름 하늘...
자장자장 잠자는 우리아기 금방에 귀여운...
서산 넘어 햇님이 숨박꼭질 할 때에 숲 풀 속의 새...
김동성

요리보고 조리봐도 음음 갈 수 없는 둘리 둘리...
파란하늘 파란하늘 꿈이 드리운 푸른 언덕에...
조운파

어느 날 무심코 달력을 보니 지나버린 날짜에...
이혜민

아네모네 꽃 피던 그 어느 날 행복에 젖어 웃음짓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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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09166 아니 벌써
509805 아담과 이브는 사과를 깨물었다
510367 아담의 심리
510752 아랫마을 이쁜
이쁜이
아름다운
510575 아름다
운 구속
509521 아름다
아름다운
운 너에게
511600 아름다운
아름다운 베르네
아름다운
사람
509837 아름다
운사
람
509736 아름다운
아름다운 세상으
세상으로 ('94 내일은 늦으
늦으리)
510302 아름다운 세상을 찾아서 (남자대탐험 주제가)
511393 아름다
아름다운
운 아픔
509377 아름다운
아름다운 우리나라
아름다운
이별
509741 아름다
운이
별
509298 아름다워
아름다워
511173 아름다워
아름다워라
아름답
511394 아름
답게 사랑하는 날까지
510560 아리 아리 아라리오
아라리오
510067 아리랑 겨레
509299 아마다미야
509598 아마도 그건
511172 아마빌
아마빌레
509130 아메리칸 마도로스
511395 아무
아무것
것도 몰라요
511146 아무도 안 믿어
아미가르
510085 아미가
르 레스토랑
510718 아버지의 사랑처럼
사랑처럼
509399 아빠는 엄마만 좋아해
509357 아빠와 크레
크레파스
509885 아빠와 함께 뚜비뚜바
뚜비뚜바
510145 아스피
아스피린(aspirin)
511396 아시나요
511199 아시나요
510834 아에이오우
아에이오우
사이더
509036 아웃 사이
더
509829 아웃사이더
사이더
Cali Karaoke

Artist/Lyric
김창완

아니 벌써 해가 솟았나 창문 밖이 훤하게 밝았네...
조규찬

널 만나는 동안 난 세번이나 널 배신했어 오직 너만...
김창환

너는 나와 함께 걸어갈 때도 곁눈질을 하곤 하지 오...
박춘석

꽃 피는 아랫마을 처녀 총각 가슴에 봄이 왔다고...
김종서

오늘 하루 행복하길 언제나 아침에 눈뜨면 기도를...
윤상

지난 눈물 모두 묻어 버리고 아무 일도 없는 듯...
아름다운 베르네 맑은 시냇물이 넘쳐 흐르네...
외국곡

장난감을 받고서 그것을 바라보고 얼싸안고...
유영선

내가 사는 이 곳은 예전엔 오 아주 맑은 냇물이...
유영선

어둠 속에서 지내 온 내 모든 아픈 기억들 지울...
김도형

더 기다려줄께 너를 향한 나의 그리움으로 그토록 널...
박인호

저기 산이 춤춘다 저기 강이 달린다 저기 하늘...
김형석

우우우 우 우우 우우 눈물이 흘러 이별인 걸 알았어...
윤수일

아름다워 오 그대가 아름다워 아름다워 그대...
김희갑

바람이 차가워 외롭던 날 길가의 찻집에 갔었네...
유승범

그래 내안에서 살게 한거야 가엾은 너 아픔 재우고...
김태곤

서산 언덕에 올라보니 하늘 저편 구름 둥실 떠 가네...
이운환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외국곡

아마다미야 그리운 그 이름 오늘도 남 몰래 불러...
박병규

아마도 그건 사랑이었을 거야 희미하게 떠오르는...
한성전

아마빌레 어제는 나의 창가에 별빛이 쏟아지더니...
고봉산

무역선 오고 가는 부산 항구 제 이 부두 술 취한...
아무말도 말아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대가 하시는...
서태지

바바바바 예예예예 바바바바 나나나나 바바바바...
최수정

도니 돈도니 돈도니 돈도니 화려한 음악 속에...
윤종신

언제인가 들어보았지 아버지의 사랑 얘기를 지금...
외국곡

귀여운 새들이 노래하고 집 앞 뜰 나뭇잎 춤추고...
이혜민

어젯밤엔 우리 아빠가 다정하신 모습으로...
김희갑

뚜비뚜바 뚜뚜바 뚜비뚜바 뚜뚜바 아들아...
걸

끔찍한 일이 될 거야 달링 어른이 된다는 그...
이경섭

아시나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댈 보면 자꾸...
윤일상

우리 지금부터 시작해 너무 기다렸던 사랑을 너무...
예민

라랄라라라랄 라라라라 라랄라라 라랄라라라랄...
김종진

더부룩한 머리에 낡은 청바지 며칠씩 굶기도 하고...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변명하진 않겠어 가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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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11820 아이들은
눈으
509600 아이들의 눈
으로
510248 아주 가끔
가끔은
509396 아주 옛날에는 사람
사람이 안 살았
살았다던데
사람
509400 아주 오래된 사
람들
510153 아지랑이 사랑
511799 아침 인사
509936 아파트 여인
509208 아픈 기억 속에서
510437 아회재백야
510290 악 몽
509728 악 몽
511669 악기놀이
509877 악녀 탄생
511127 악마의 연기
510579 악세사리
악어떼
511695 악어
떼
510861 안 개
511498 안 녕
509819 안 녕
509324 안 녕
511209 안녕 내 사랑
안녕하세요
510004 안녕
하세요
511700 안마를 합시다
511800 앉은뱅이 꽃
510922 알고 싶어요
510381 알고 있는지 (one & Only)
509857 알라딘의 램프
510081 알리바이
511765 알프스 소녀 하이디
하이디
511635 알프스 소녀 하이디
하이디
510657 암 연
511597 앞 으 로
510928 애 국 심
509200 애 니 깽
Cali Karaoke

Artist/Lyric
세상이 이렇게 밝은 것은 즐거운 노래로 가득찬...
서태지

나에겐 꿈이 있어요 모두를 사랑하지요 지금...
신해철

대낮에 길을 걷다 보면 썰렁함을 느껴 왜 그렇게...
김창완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안 살았다는데 그럼 무엇이...
정석원

명절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이...
박현진

사랑을 손 내밀어 잡을 수 있다면 지금 손을 내밀고...
참새들이 짹짹짹 아침 인사를 여러분들 안녕히...
박춘석

옷깃을 깊이 세우고 머리를 쓸어 올리며 네온사인...
배종수

가녀린 부유함도 없는 내 노래가 위로가 되지는...
Siro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는 지 밖엔 어느새 눈이 내리고...
정재윤

아무도 모르게 사랑했던 거야 멀리서 바라만 보고...
김종서

이제까지 지내 온 그 무엇도 이젠 끝이야 예 너의...
랄랄라 랄랄라 랄라 랄라 악기놀이 합시다...
정석원

요사이 만나는 너의 여자 친구를 봤지 천박한...
Perry

악마의 연기에 태양은 검게 물들고 그 안에...
윤일상

수많은 여자애들 만나왔었지 악세사리처럼...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엉금 엉금 기어서 가자...
임택수

안개처럼 희미한 멈춰진 세월에 길을 잃은 사랑이...
우리 서로 학교 길에 만나면 만나면 웃는 얼굴하고...
최준영

안녕 렛츠고 안녕 안녕 너로 인해서 길들어져 버린...
김이환

너무 아름다웠던 추억을 회상하며 그대 잠든 얼굴...
송광호

잊혀질 듯 하면서도 못 잊는 것은 지난날의 그...
강기영

식사 하셨어요 별일 없으시죠 괜찮으세요 수고가...
잠잠잠잠 집게 집게집 잠잠잠잠 집게 집게집...
보라빛 고운빛 우리집 문패꽃 꽃중에 작은 꽃...
심상원

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 아 내가...
조규찬

요즘 들어 조금씩 달라진 것 같아 이런 얘길 들으면...
이재성

이제야 알아 내가 널 사랑한 걸 그 동안 나는 무얼...
김영광

곧이 곧이곧대로 믿어 주면 내 마음도 편하지만...
아름다운 알프스 산새들 놀러 오는 즐거운 마을의...
랄라 랄라 랄라라 레이후 레이후 랄라 랄라 랄라라...
고한우

내겐 너무나 슬픈 이별을 말할 때 그댄 아니 슬픈...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지구는 둥그니까...
정유석

죽어 죽어 모든 전쟁의 집행자 우리 평화를 망치는...
신대성

어머니 뒷동산에 개나리는 피었나요 옥수수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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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10841 애 니 아
510002 애 모
510905 애 상
510972 애 상
509595 애 상 (종
(종합병원
합병원 삽입곡)
509326 애 수
510341 애 수
511125 애 심
510534 애 원
510636 애 원
510641 애 원
510762 애 인
510374 애 인
511667 애기 거북
거북이
510492 애송이의 사랑
511397 애수
수의_터
511207 애수의_
터미널
509977 애인 만들기
510994 애인 발견
511181 애인이 생겼어요
510342 애정
애정의
의 조건
509866 애증의 강
510170 앤 드 (end)
511801 앵 두
510611 야
509221 야 망
509858 야 야 야
509109 야 화
510142 야! 나도 지하철
지하철을 타고 싶다
511290 약 속
511148 약 속
510528 약 속 해
510709 약 혼 녀
509190 약속 된 이별
이별
510695 얄개시대
Cali Karaoke

Artist/Lyric
차진영

기억하기도 싫은 모습들 속에 니가 있었지 다른...
오동식

꽃잎이 하나둘 바람에 날리는 슬픈 계절 다시 오면...
장욱조

사랑이 서러워서 낙엽이 되었나 사랑이 서러워서...
윤일상

알잖아 너를 이토록 사랑하며 기다린 나를 뭐가...
윤상

무엇을 잃었는지 나는 지금 무얼 찾는지 이제는 그...
손무현

불빛에 흔들리는 두 사람 서로의 눈길에 취했나...
김의섭

아직도 모르겠어 난 정말 꿈이라 생각해야 하는지...
이용민

또 다른 사랑 찾아 떠나려 하는 거니 아픈 가슴만...
유해준

널 바람결에 날려두고 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그...
최준영

날마다 보고 싶어졌어 너 너 너무 보고 싶어졌어 하...
이승환

이제 없는 그댈 그리워 하는 것은 너그럽지 못한...
박현진

사랑해선 안되나요 정이 들면 안되나요 주고 싶은...
고성진

보고 싶었던 거야 단지 그 마음뿐이었어 헤어졌던...
엉금 엉금 애기 거북이 엉금 엉금 애기 거북이 위...
Mike Taplinger

잠 못 이룬 새벽 난 꿈을 꾸고 있어 흐느낄 만큼 지친...
유건형

난 아직도 그대를 잊지 못해 오늘도 그댈 찾아 이...
김수환

행복했던 사연들을 낙엽처럼 싣고 기약없이...
주영훈

언제인지 뚜렷하게 생각나진 않지만 너를 처음...
김윤아

바보 같다 생각했어 너를 한 번 봤을 땐 멍청한 눈...
윤일상

Yeah I found my true love this is the story 왜 너만...
신상호

사랑은 잠시 내게 머물다 말없이 떠나 버리고...
이혜민

어제는 바람 찬 강변을 나 홀로 걸었소 길 잃은...
김건우

너를 떠나 보내야 했던 침묵 속의 그 오후가 지난...
초록 초록 나무에 빨강 빨강 앵두가 따닥 따닥...
Joshua

선택할 수도 없겠지만 흐르는 시간에 널 맡기겠어...
김현

사랑도 부질 없어 미움도 부질 없어 청산은 나를...
사랑하는 그녀가 나를 차버렸다 사랑은 세상 모든...
이경애

별빛을 살라 먹고 별빛을 살라 먹고 그 향기 그...
김형석

빽빽한 도시 달릴 수도 없는 자동차 정말 지겨워...
하광훈

넌 행복한 지 아직 언제나 사랑은 선택이었지 또...
102

언제나 우린 쉽게 약속을 해요 그 약속들 서로...
정시로

더 멀어진거니 더 이상 내가 잡을 수 없게 하얀...
박원

가슴속에 곱게 피는 장미빛 순정에 꿈을 따는 처녀...
박정운

거리에 그려진 그림자들이 조금씩 지워져 가고 밤...
김원준

말세 말세 말세 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세 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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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09269 양 산 도
양산도
511972 양산
도
509491 얘야! 시집
시집 가거라
510432 어 느 새
509720 어 매
510733 어 이
510753 어 쩌 나
510895 어긋난 사랑
509678 어긋난 오해
511033 어느 날 갑자기
509538 어느 날 오후
510411 어느 째즈
째즈바
511917 어두운 밤에 캄캄한
캄캄한 밤에
509900 어둠이 낮게 깔리고
511082 어디 갔을까
509358 어디서 무엇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만나랴
511771 어디서 살까
509314 어디선가
디선가 나의 노랠
노랠 듣고 있을 너에게
510330 어떤 가요
그리움
509599 어떤 그리
움
509397 어떤 기다림
기다림
509295 어떤 날은
510477 어떤 약속
509425 어떤이의 땅
510108 어떻게 하나 봐라
어려워
509185 어려
워 정말
511802 어른 되면
511192 어린 결심
511657 어린 군병
509986 어린 날의 기억
511636 어린 송아지
511108 어린 시절
511124 어린 왕자
511439 어린 음악대
511453 어린이 명절
Cali Karaoke

Artist/Lyric
민요

에헤이여 양덕 맹산 흐르는 물은 감돌아 든다...
에 헤 이 여 봄이왔네 봄이왔네 지나간 봄철이 다시...
김성일

얘야 시집 가거라 상냥하고 복스러운 열 아홉살...
김현철

어느새 내 나이도 희미해져 버리고 이제는...
정경천

어매 어매 우리 어매 뭣 할라고 날 낳았던가...
최백호

나 떠나고 당신 남으면 험한 이 세상 어찌 살래 나...
원희명

설레이는 마음 어쩌나 사랑을 배웠네 어쩌나 내...
주영훈

Give me Give me Give me Give me Give me light...
천성일

때론 그랬었지 널 사랑하면서 너의 간섭이 싫어서...
김선대

어느 날 갑자기 또 왔네 비 오는 이 거리를 잊은...
백순진

가랑잎이 휘날리던 어느 날 오후 그리움만...
안정훈

지난 시간들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을 알지만...
어두운밤에 캄캄한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박정운

어둠이 낮게 깔리고 빗방울 떨어질 때면 다시...
김창남

슬픈 사연일랑 잊어야지 하면서도 자꾸 눈물이...
이세문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 별 하나가 나를 내려 본다...
흰 눈이 펄 펄 내리는 밤에 개골 개골 개구리는...
정석원

어디선가 듣고는 있니 너만을 위해 불러왔던 나의...
신훈철

어떤 가요 내 곁을 떠난 이후로 그대 아름다운 모습...
임기훈

그대를 바라보면 포근함을 느꼈지 아직도 나에게...
김창환

두둣두뱅 두둣두뱅 두둣두뱅 두둣두두 두둣두뱅...
이창희

어떤 날은 힘에 겨워 하늘 한번 쳐다보고 어떤 날은...
박선주

차창 밖으로 어느새 비가 오네 유리창 가득 뿌옇게...
김종진

This is my song for 땅 땅땅땅따당 어떤이는 땅을...
오창훈

어떻게 하나 봐라 슬램 덩크 어떻게 하나 봐라 슬램...
김장윤

우예에에 어려워 정말 우예에에에에 어려워 정말...
내가 커서 어른 되면 어떻게 될까 아빠처럼 넥타이...
이재호

한청 빌딩 골목길 전봇대 옆에 나는야 구두닦이...
나는 진군하는 보병이다 하나 둘 셋 넷 말타는...
손무현

가벼운 발걸음 멈추어서 문득 하늘을 쳐다봤어 저...
어린 송아지가 큰솥위에 앉아 울고 있어요 엄마...
미상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던 어린 시절에...
102

네 맘속에 어린 왕자 넌 항상 간직했지 너 너무...
따따따 따따따 주먹 손으로 따따따 따따따 나팔...
하늘은 푸르구나 어린이 세상 어깨 동무 내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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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11730 어린이 왈츠
511513 어린이 행진곡
511536 어린이날 노래
510045 어린이날 노래
어머니
512001 어머
니
509842 어머
어머니
니가 참 좋다
그마음
음 알만해요
511975 어머님
어머님 그마
어머님
은혜
511515 어머
님은
혜
511236 어머
어머님께
님께
509450 어머님
어머님의 자장가
느낌
509157 어색한 느
낌
509080 어서 말을 해
511833 어여쁜
어여쁜 친구
509099 어제 같은 이별
이별
509194 어제 오늘 그리고
509828 어제와 다른 오늘
어제처럼
511398 어제
처럼
509087 어쩌다 마주
마주친 그대
509834 어찌합니까
합니까
어하둥둥
509182 어하
둥둥 내 사랑
509305 언 니 야
509913 언니 화이팅
화이팅
510561 언제까지나

Artist/Lyric
꽃과 같이 곱게 나비같이 춤추며 아름답게 크는...
발맞추어 나가자 앞으로 가자 어깨동무 하고가자...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윤극영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안국민

어릴때엔 넓은품에 포근히 껴안으시고 더울세라...
김창완

장에 가신 어머니를 찾다 길을 잃었지 파출소에...
리일남

우물집 어머니 나를 만나면 반갑게 웃으며...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나는 높은게...
박진영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이원호

나 어릴 때 항상 듣던 어머님의 자장가를 오늘밤에...
이승희

얼마나 나를 더 포기해야 너를 보여주겠니 변한 건...
이주호

너는 너는 바보야 그를 잡고 말을 못하면 너는...
정답게 얘기 나누던 친구를 생각 해봐요 언제나...
김영광

사랑이 아닌 줄 알면서도 돌아서지 못한 내가 내가...
조용필

바람 소리처럼 멀리 사라져간 인생 길 우린 무슨...
김창환

나에게 할말이 있다면 빙빙빙 돌리지 말고 말해...
심상원

Trust the warmth inside can you feel my love alive...
구창모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빼앗겨...
잊기 위해서 미워한다지만 미워지지 않는 걸...
김광식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어하둥둥 내 사랑이여 요리...
정성헌

언니야 난 웃었다 마지막 인사로 울면서 웃고 섰는...
지평권

십년전에 우리 언닌 내가 봐도 예뻤어 언니를 보러...
전오승

아 언제까지나 잊지 못할 내 사랑아 오늘도 애타는...
김종진

김종진
510945 언제나 겨울
차가운 바람 불어 가녀린 어깨 스쳐 가면 떨치려...
송병준
509567 언제나 그대 내 곁에
구름 저 멀리 해를 가리고 그대 홀로 있을 때 내게...
임하영
510546 언제나 너의 곁에서 (별
(별은 내가슴에 삽입곡) 조금만 더 가까이 나의 눈을 바라봐 내 마음속에...

511014 언제나_사랑 ('세상_끝
('세상_끝까지'_주
까지'_주제곡)
511151 언제라도
510134 얼 굴
510829 얼 굴
509964 얼굴 보기 힘든 여자
고무신
511086 얼룩 고무
신
511691 얼음
얼음과자
과자
510468 엄 마 손
510785 엄마 듣고 있니
Cali Karaoke

오진우

알고 있어 지금 이 순간 너를 떠나 보내겠지...
유정연

미안해 용서해 줘 힘들게 했던 나를 너 없는 내...
박광현

누구의 얼굴인지 나는 모르겠어 술 취한 내 손이...
박광현

누구의 얼굴인지 나는 모르겠어 술 취한 내 손이...
이승수

어쩐지 오늘 밤도 안될 것 같아 커텐을 드리운 채로...
둘 다섯

굽이굽이 고갯길을 다 지나서 돌다리를 쉬지 않고...
어어 얼음과자 맛이 있다고 한개 두개 먹으면 이가...
손대업
손대업

엄마 손은 약 손 엄마 손은 약 손 아픈 배를...
송성호

지난 계절에 엄마와 둘이서 웃으며 심었던 채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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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09554 엄마 말해줘
말해줘요
아빠
511718 엄마 아
빠
511804 엄마 안녕
511665 엄마는 예뻐요
아빠
511803 엄마도 아
빠도
509951 엄마들의 예감
511805 엄마와 함께
509106 엄마의 바다
511807 엄지 어디
어디 있소
511806 엄지가 춤춰
춤춰
511752 엄지야 엄지야
510270 엉뚱
엉뚱한
한 상상
509549 에델바이스
510710 에밀레 종
511963 에쓰빠냐 아가씨
511758 에이 비 씨 노래
510921 에필로그
510276 에필로그
509516 엑스(x) 세대
510522 엘도라도
509978 엘리베이터
509049 여 러 분
511545 여 름
509327 여 반 장
510814 여 심
509047 여 와 남
510135 여 우 야
509627 여 인
509697 여 자
509183 여 정
512007 여기는 내 정든 고향
511004 여느 때와 같이
511109 여름 날의 추억
511428 여름 냇가
511430 여름 방학
Cali Karaoke

Artist/Lyric
양홍섭

엄마 말해 줘요 난 어디로 가는가요 불어오는...
우리 엄마 이름은 여보이고요 우리 아빠 이름은...
엄마 아빠 안녕 선생님께 안녕 예쁘게 인사하는...
엄마는 예뻐요 정말 예뻐요 눈도 코도 입도 예뻐요...
엄마도 아빠도 어렸을적엔 모두들 우리만...
신명호

그런 이상한 말투로 얘기하지 마 어제 연락을 못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엄마와 마주 서서 즐겁웁게...
강인구

내가 걸어야 할 길 넓은 바다가 있어 가슴속을...
엄지 어디 있소 엄지 어디 있소 여기 나와 있소...
엄지가 춤춰 엄지가 춤춰 모든 사람 다갔지 엄지가...
엄지야 엄지야 이리와 우리와 같이 춤추자 서로...
지누

언제부터인지 나도 알 수는 없지만 성탄절에 눈이...
외국곡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아침 이슬에 젖어 귀여운...
김성근

아 우는구나 우는구나 봉덕이가 우는구나 처량하게...
아름다운 에쓰빠냐 아가씨 모두가 사랑해요...
에이 비 씨 디 이 에프 지 에취 아이 제이 케이 엘 엠...
김종서

우연히 너를 보았지 그토록 기도했지만 다시는...
변진섭

다시 너를 만나지 않게 영원히 너를 잊을 수 있게...
주영훈

No One Two Three Help Me 예 아아 예 예 아아 예...
박정원

혼자 선 길의 주위를 봤어 황량한 사막 같은 여길...
박진영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린 사랑을 나눴지 그 누구도...
윤항기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께 네가 만약...
산위에 오르면 내생각이 산처럼 커진다 바다에...
전오승

새 날의 아침이다 먼동이 텄네 명랑한 우리 동네...
김희갑

텅빈 가슴이 시려요 뭔가 한아름 채워 주세요...
조용필

쉬운 만남 쉬운 이별은 바람처럼 바람처럼 나를...
김광진

창밖엔 서글픈 비만 내려오네 내 마음 너무...
한정선

바람에 취해 버린 꿈처럼 가로등 위에 있었죠...
이무송

여자라는 이름 하나로 당신의 전부로 살았고...
나유성

지금 내가 슬픈 건 헤어진 아픔의 설움이기 보다는...
김화섭

맑고 푸른 천지물엔 백학이 춤을 추고 쏟아지는...
강산에

여느 때와 같이 멈춘 시간 속에 긴 밤은 또다시...
서영진

계절이 지나버린 쓸쓸한 바닷가엔 언제나...
시냇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버들 가지...
즐거운 방학이다 산으로 가자 매미채 둘러 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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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11462 여름 방학
511808 여름 방학
509670 여름 안에서
510289 여름 이야기
510996 여름 이야기
511011 여백의 사랑
509145 여인이여
509570 여자 이야기
509328 여자는 눈물인가봐
눈물인가봐
모르
르지
509932 여자는 모
여전히
아름다운
511226 여전
히 아름다
운지
509219 여행을 떠나요
511926 여호와 이레
이레
509079 연 가
509359 연 심
511301 연 애
510491 연 인
510627 연 정
511399 연가
509331 연락선은 왔는데
509169 연애 편지
509531 연인이여
511028 열 두냥 짜리 인생
인생
511154 열 맞 춰
511738 열 작은 인디언
인디언 꼬마
511285 열 정
509288 열 정
511895 열두제자 의 노래
510605 영 산 강
511218 영 웅
509608 영 원
510434 영 원
510486 영 원
510446 영 원
510117 영광의 조국
Cali Karaoke

Artist/Lyric
푸른산이 부른다 우리들을 푸른숲이 부른다...
아름다운 숲풀 속으로 시냇물은 흐르고 다람쥐와...
이현도

언제나 꿈꿔 온 순간이 여기지금 내게 시작되고...
신동우

지나간 여름 하하 그 바닷가에서 만났던 그녀...
신해철

여름날 햇빛 속에 옛동네를 걸어가다 건널목 앞에...
박종혁

너에 대한 사랑만큼 다 표현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송광호

그대 얼굴을 바라보면 자꾸자꾸 내게 웃음짓는...
이상협
이상협

왠지 나도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질 때면 흘러가는...
김정일

왜 나는 당신만을 후회 없이 사랑했는지 당신은...
조운파

여자는 모르지 정말 모르지 남자가 왜 혼자 술을...
유희열

첨엔 혼자라는 게 편했지 자유로운 선택과 시간에...
조용필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길...
변혁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오늘 그대...
외국곡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장미 피맺힌 세월을 참고...
김현철

정말 유치한것 같아 내가 하는 모든 얘기가...
이상민

아합 높 높은 높은 하늘을 봐 봐 Lover Lover Lover...
은지원

와버렸어 두려웠던 날이 와버렸어 내게 머물던...
이현도

처음 보았을때 난 벌써 시작되었지 우리 만났다는...
김준규

어쩌다 한 두번씩 까치섬 뱃머리에 뱃고동을...
이호준

구름에 달빛가린 캄캄한 밤에 남 몰래 사연을 적네...
이광조

텅빈 이 거리에 어둠이 내리면 밀려오는 고독 속에...
김희창

에헤이 에헤이히 에헤 사랑이 깊으면 얼마나 깊어...
유영진

한마디 예고 없이 잘라버리고 내 인생 좀 바꿔 주오...
한 꼬마 두 꼬마 셋 꼬마 인디언 넷 꼬마 다섯 꼬마...
이현도

내 머리는 항상 너를 그려 내 가슴은 항상 너를 불러...
김희갑

안개 속에서 나는 울었어 외로워서 한참을 울었어...
시몬 베드로 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도마...
문승현

차라리 울어 볼꺼나 이 칙칙한 어둠 몰고 소리없이...
장용진

내가 지금 여기 있어 모든 마음 여기 있어 기다림에...
서태지

내가 멀리 있다 느껴져도 그대여 슬퍼하지 마세요...
하광석

힘없이 내 품에 안긴 채 그렇게 날 떠났지 어느...
박정운

네 작은 모습 힘에 겨워 아픔의 눈물 흘릴 때 너 고개...
김종서

그대만큼 사랑하는 세상이있어 나 이제 나의 길...
길옥윤

장엄한 산줄기마다 민족의 정기 푸른 강 물결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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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11744 영어 인사 노래
511400 영원
511217 영원으
영원으로
511294 영원한 사랑
509758 영원한 사랑
509390 영원한 사랑인 줄 알았는
알았는데
509971 영원히
영원히 내게
영원히
510176 영원
히 둘이서
510769 영화 같은 이별
이별
510322 영화처럼
영화처럼
희네_
510955 영희네
_담벼락에 누가_써
가_써놓은_이야기
511648 옆에 옆에
511257 예 감
510802 예 감 ('예
('예감'주
감'주제곡)
510882 예기치 않은 바람
바람
509607 예럴랄
예럴랄라
예비군가
510123 예비군
가
509699 예쁜 꽃잎 찾아
511809 예쁜 새
511698 예쁜 우리들의 집
509979 예상 밖의 얘기
511903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511904 예수 안에서
511906 예수 이름으
이름으로
511869 예수 인도하셨
인도하셨네
511941 예수님 때문
때문에
511902 예수님 찬양
511943 예수님안에
님안에
511901 예수님의 사랑
511905 예수안에 있는 나에게
509653 예전 그대로
509638 예전엔 미처
미처 몰랐어요
510454 예정된 시간을 위하여
509468 예행 연습
동산
509950 옛 동
산에 올라
Cali Karaoke

Artist/Lyric
아침에 일어나서 굿모닝 점심을 먹고나서...
고성진

너와의 행복했었던 또 아름다웠던 추억 우연히...
김도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내게 거짓말들로 위로하려...
주태형

이젠 내 사랑이 되어 줘 내 모든 걸 너에게 기대고...
이영훈

너를 아직 생각해 구름 걷힌 저 하늘 가득히 푸르던...
이현우

오래도록 머물 수 있는 영원한 사랑인 줄 알았는데...
김정우

이 넓은 세상에 날 위한 건 너 하나였어 밤새워...
김형석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먼길 어떻게 함께 걸어...
조준우

나에게 자꾸 멀어져가는 널 잡으려 한 것뿐인데...
김창환

이젠 끝났어 너와 나의 영화는 내 마음속에 남아...
김창완

철조망에 갇힌 원숭이들 말라 비틀어진 나무 위에...
옆에 옆에 옆에 옆으로 옆에 옆에 옆에 옆으로 위로...
한국현

어젯밤 꿈속에서 니가 나타났지 널 또 볼 수 있어...
이창규

널 처음 만났을 때 전해오던 느낌 스치듯 지나치던...
한돌

진정 헤어짐은 슬프지 않네 우리가 사랑한 것은...
강산에

예럴랄라 햇살이 부서져 예럴랄라 하늘이 높으다...
이희목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직장마다 피가 끓어...
김형진

예쁜 꽃잎 찾아 날아가고 싶어 그대 있는 곳에...
예쁜새가 나뭇가지에 앉아 제일 착한 아이들을...
저 높은 산에 우리 작은집을 지어요 아름답고 작은...
이용민

아발라발 링 아 라발라발 링링 링아라발 링 아...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예수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안에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건너 언덕 이를때 하늘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찬양 예수님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예수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네 예수안에 있는...
이태윤

그대는 바람이었나 꿈속의 여인이었나 눈물은...
원용석

아 아아아 아 아아아 아 아아아 아 아 아아아 아...
장덕

나 이제는 너를 잊으려 하네 아직 못다한 사랑을...
이승철

하루에도 열두번씩 삐지면 내가 가만 놔 두질 않을...
홍난파

내 놀던 옛 동산에 오늘 와 다시 서니 산천 의구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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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10472 옛 사 랑
옛적에
510398 옛날 옛적
에
511840 옛날 이야기
510635 오 ! 노
가니
511401 오 가
니
511907 오 기쁜
기쁜날
510594 오 난리야
511232 오 락 실
511053 오 로 지
511585 오 솔 길
511909 오 우리 영혼이
511931 오 이 기쁜
기쁜날
이기쁨
쁨
511910 오 이기
510870 오 해
511076 오 해
509492 오늘 같은 밤
511678 오늘 아침에 무엇
무엇을 했나
510408 오늘도 난
510490 오늘도 짜증나는 날이네
날이네
라리오
509963 오라리
오
509159 오래 전 그 날
510837 오래 전에
510993 오래된 사랑의 끝
511170 오래된 사진처럼
사진처럼
509365 오래된 친구
이별
509759 오랜 이
별 뒤에
510166 오랜
오랜만에
만에 우린
511248 오렌지 나무
속으
509781 오렌지 향기 속
으로
511705 오른발 왼발
511693 오른손 왼손
511984 오리오리 동동
511610 오빠 생각
너뿐
뿐인 나를
511273 오직 너
외계인
511091 오징어 외계
인
Cali Karaoke

Artist/Lyric
백순진

고요하고 어두운 밤이 어스레한 등불의 밤이...
왕준기

옛날 하고 아주 먼 옛날 호랑이 담배피고 놀던...
하얗게 눈 내리는 한겨울밤에 아이들 옹기 종기...
이경섭

Ye it's been one year Buck is back It's the song intro...
최준영

우리 오다가다 만난사이 아니잖아 우리그냥...
오 기쁜날 주님예수 날 택해 불러 주신날 내 마음이...
주영훈

오늘도 해가 지면 우리 큰형은 번쩍광을 내고...
최준영

꿍짝 꿍짝 꿍짝 꿍짝 꿍짝 꿍짝 꿍짝 꿍짝 꿍짝...
김영광

나 어디에 가느냐고 물으신다면 나 어떻게 말씀...
누나하고 손잡고 함께 거닐던 오솔길 시냇물...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군의 올무에서...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벗네 무거운 짐벗네...
오 이기쁨 주님 주신것 오 이기쁨 주님 주신것 오...
정민섭

당신은 나를 몰랐습니다 나도 당신을 몰랐습니다...
심상원

우린 같은 영혼인 걸 한눈에 알아봤는데 어쩌면...
이정선

오늘 같은 밤 무엇을 하나 잠은 안오고 그대 곁에...
세수하고 세수하고 바이올린 켜고 바이올린 켜고...
윤일상

나도 알지 못한 날 굳이 알려고 들진 마 보여줄 수...
Jay Kim

창문 밖에 지나가는 시끄러운 찻 소리가 아침에 날...
이현석

흐르는 시냇가에 풀내음 속에 노랑나비 하늘하늘...
정석원

교복을 벗고 처음으로 만났던 너 그 때가 너도 가끔...
강인원

오래 전에 너와 내가 꿈꾸었던 나라 슬픔도...
신승훈

그만하면 알아 바보도 아닌데 지루하단 말인...
유정연

하얗게 눈이 오던 날 그 날을 잊을 수 없어 아무도...
장기호

미스터 박 미스터 장 우리는 오래된 친구 성격은...
신승훈

그대는 오늘도 내 맘속에 슬픈 그림을 그려 주려고...
한석호

오랜만에 우린 마주 앉아 있네 쌓인 얘기 너무도...
최경호

다가가지 마 지나간 이별에 바보처럼 너 혼자 아플...
안성준

워우우워 너의 모습 발견하고 아무렇지 않게 난...
오른발 왼발 뛰어라 왼발 오른발 뛰어라 돌아서...
손을 잡고 흔드세요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손을...
오리오리 동동 노랑오리 동동 엄마말을 안듣고...
뜸북뜸북 뜸북새 논에서 울고 뻐꾹뻐꾹 뻐꾹새...
외국곡

아직도 널 잊지 못해 이유 없는 울음 삼키고 애써...
백종우

오늘은 오징어 소풍 가는 날 hey 땅콩 오징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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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09852 오피스
오피스텔 (아파
(아파트)
하모니
511497 옥수수 하모
니카
511484 옥수수나무
510340 옥이 엄마
511162 올라 올라
511707 올챙이 학교
학교
511570 옹 달 샘
509281 옹 헤 야
511974 옹헤
옹헤야
야
511402 와
510214 완전한 사랑
510930 왔 어
510314 왕 자 병 (사랑의 충고)
510267 왕자와 공주
509860 왕자와 병사들
510343 왕자호동
511302 왜
510074 왜 그래
511887 왜 날 사랑하나
511961 왜 물어 보나
511008 왜 불러
510442 왜 하늘은
509265 왜냐고 묻지 말아요
509727 외 면
511084 외 면
511047 외 출
510062 외로운 가로등
511334 외로워 마세요
행복해
510649 외로워 말고 행복
해 주오
510549 외롭
외롭고
고 웃긴 가게
510223 왼손잡이
511637 요술공주 세리
511663 요술장이 오즈
510633 요점만 간단히
간단히
요즘
510655 요즘 남자 요
즘 여자
Cali Karaoke

Artist/Lyric
윤수일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우리 아기 불고 노는 하모니카는 옥수수를...
옥수수 나무 열매에 하아모니커가 들어있네...
백영호

그렇게도 소중히 아꼈던 행복 이다지도 쉽사리...
정연준

This right here goes out to all my pelple's out there...
올챙이 학교는 연못속인가 올망졸망 모여서 춤을...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깊은 산속...
민요

옹헤야 어절씨고 옹헤야 저절씨고 옹헤야 옹헤야...
옹헤야 헤헤헤 옹헤야 금년농사 알알이도...
최준영

믿고 싶었어 널 놓치기 싫었어 혹시나 우리의...
황세준

나 이제 모든걸 그대로 간직한 채 이 세상을 떠나려...
이희성

왔어 왔어 Oh 그녀가 내게로 왔어 왔어 왔어 Hi...
이경섭

바리바리바 내가 그려 왔던 왕자의 모습을 처음엔...
이흥렬

I like a chocolate I like a chocolate 언제부턴지 너를...
김준범

빠빠빠 바빠빠 바빠빠 바빠빠 Go 우 니가 원하는...
조춘영

비에 젖은 삼척장검 바람에 울고 옷소매를...
서동성

슬퍼도 너완 상관이 없게 밤늦도록 울리는 전화...
김현철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너의 얼굴이 말이 아냐 말해...
사랑이 구주를 죽게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최삼명

머루따러 가는줄 번연히 알면서도 어데로...
최준영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왜...
김영석

여기서 끝낼 순 없어 이런 건 날 위한 게 아냐 얼마...
김범룡

왜냐고 묻지 말아요 난 이미 알고 있어요 당신의...
김형준

화려하게 춤을 추고 있는 그대 오늘은 또 무얼...
이경섭

조금만 더 가까이서 떠나야만 하는 나를 지켜봐 줘...
최재훈

너무나도 모자란 날 알기에 기다리라곤 못했어...
전수린

비오는 거리에서 외로운 거리에서 울리고 떠나간...
이무송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웃으며 살아가요 헤어져...
이혜민

서울 하늘 아래 외로운 그대에게 보고픔이 많은...
이상은

외롭고 웃긴 가게에 들어오세요 오렌지색 가발을...
이적

나를 봐 내 작은 모습을 너는 언제든지 웃을 수...
요술공주 세리가 찾아 왔어요 별나라에서 지구로...
오즈를 찾아간다 무지개를 넘어 오즈를 찾아간다...
김수환

간단히 말해줘요 요점만 간단히 말해요 공연히...
조만호

야야 랄랄랄랄랄라 랄라라라라 랄랄 랄랄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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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09645 요즘 우리는
511971 요핑게 조핑게
509097 욕심장이
510564 용 서
509644 용 서
510065 용사의 다짐
다짐
511706 용서하는 아이
510599 용서할 수 없는 너
511310 용서해 줄래
509999 우
509290 우 리 는
510939 우 리 는
510331 우 울 증
511686 우리 같이 춤춰
춤춰요
511541 우리 공군 아저
아저씨
511448 우리 길
511463 우리 나라 꽃
509831 우리 둘의 세상
509391 우리 마을
511670 우리 모두
모두 다같이
510916 우리 사랑
511262 우리 사랑 이대로 (연풍연가 주제곡)
509493 우리 앞의 생이 끝나갈 때
511443 우리 어머니
어머니
511722 우리 엄마
510195 우리 이제는
511503 우리 할머니
510990 우리_다시 만날_날까지
509767 우리가 어느 별에서
511344 우리가 정말 사랑했
사랑했을까
510119 우리는 육군
509404 우리는 하나
509924 우리는 하나
511697 우리다 춤추세
511562 우리들은 자란
자란다
Cali Karaoke

Artist/Lyric
조진호

워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슴으로 나를 느껴 봐...
전수린

요핑게 조핑게 핑게만 말고서 가만히 살짝궁...
김진룡

이것 저것 사 달라고 졸라대던 그녀가 오늘은...
최수정

You're my You're my Life You're my You're my Life...
이희진

이젠 지워졌나 널 원한 죄로 여러 번 머리 숙여야...
최창권

남아의 끓는 피 조국에 바쳐 충성을 다하리라...
우리들은 사이좋은 친구랍니다 같이놀다 잘못하면...
한사혜

너의 얘길 들었어 또 다른 사랑이 있다는 믿을 수...
김형석

용서해 줄래 너를 보낸 나를 용서해 줄래 나의 손을...
김현철

난나나 나나 난나나 마른하늘에 주책도 없이 때...
이현도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지금 저멀리서 누가 날...
정태춘

지나가 버린 과거의 기억 속에서 우리는 무얼 얻나...
김형준

내 안의 모든 것이 서러웠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우리 서로 마주보며 이렇게 이렇게 춤을 춰요 우리...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 다니는 대한의 아저씨는...
사람들은 왼쪽길 차나 짐은 오른길 이쪽 저쪽...
무궁화 무궁화 우리 나라 꽃 삼천리 강산에 우리...
오석준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두잇 오늘도 넌 잔소릴...
손석우

수양 버들이 하늘하늘 바람을 타고 하늘하늘...
우리 모두 다같이 손뼉을 짝짝 우리 모두 다같이...
조영남

내가 빗속을 걷고 싶다면 당신은 소나기 되었고...
주영훈

날 사랑할 수 있나요 그대에게 부족한 나인데 내겐...
신해철

흐린 창문 사이로 하얗게 별이 뜨던 그 교실 나는...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 내 몸과 내 동생 낳아...
엄마는 아기가 제일 귀엽고 나는 나는 엄마가 제일...
민현

언젠가 나에게 너는 말을 했었지 삶이 너무 힘에...
할머니 머리엔 눈이 왔어요 벌써 벌써 하얗게 눈이...
양민호

아무 일없는 듯이 지내려 했지만 지갑 속에 있는...
안치환

우리가 어느 별에서 만났기에 이토록 애타게...
최진영

세상 밖에 서있는 또 다른 날 본 것 같아...
김동진

조국을 지켜가는 우리는 육군 반만년 이어온...
최종혁

아침에 눈을 뜰 때면 낯익은 당신의 모습이 내게...
김동성

우리는 산 우리는 강 이 땅에 아름다운 모든 것...
우리다 춤추세 우리다 춤추세 우리다 춤추세...
날마다 날마다 새싹들이 자라듯이 날마다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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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11237 우리들의 맹세
511194 우리들의 이야기
511856 우리맘 합하여
510717 우리모두
리모두 여기에
향하신
511913 우리에게 향하
신
510112 우리의 대한민국
대한민국
510238 우리의 밤은 당신의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
아름답다
511543 우리의 소원
511668 우리집
511664 우린 그렇
그렇지 않아요
509907 우린 내일 웃을 수 있어 (tv City)
511080 우린 왜 잊고 살았
살았나
510379 우울한 우연
510293 우정지사
우정지사
509817 우주 소년 아톰
아톰
511763 우주 소년 아톰
아톰
우주용사
511638 우주용
사 다이노스
511660 우체부 아저
아저씨
509309 운 명
510323 운 명
510413 운 명
511435 운동회 노래
511467 운동회 노래
510518 운명의 장난
510061 울릉도 트위스트
위스트
509294 울산 아가씨
509666 울지 않아요
509578 웃 삽 맨
511770 웃 음
509713 웃는 듯 울어버린 나
509539 워싱턴 광장
511639 원탁의 기사
509332 월급 봉투
511169 월령가
509494 웨딩 케익
Cali Karaoke

Artist/Lyric
유영진

마음 속에 같은 꿈을 그리고 있어 이 순간 우리...
미상

웃음 짓는 커다란 두 눈동자 긴 머리에 말없는...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유영석

난 어두운 밤이면 홀로 많은 고민을 했지 내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김기웅

하늘엔 꽃풍선 달고 비둘기 모여든다 자유와...
코나

내게 약속해 줘 오늘 이 밤 나를 지켜 줄 수 있다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내가 커서 아빠처럼 어른이 되면 우리집은 내...
외국 사람들이 춤을 추면은 머리도 흔들고 몸도...
이창규

우우우 우우 우우 우우우 우우 우우우 우우 우우우...
마황석

그 무엇을 바라는가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은...
김창환

라밤바 야라 훔바야 라밤바 야라 훔 라밤바 야라...
이성욱

우정이 나에게 처음 가르쳐 준 그 무한한 사랑을...
땅을 차고 하늘을 가르며 힘차게 날아라 우주 소년...
푸른 하늘 저 멀리 랄랄라 힘차게 날으는 우주 소년...
우주 저 멀리 지구를 찾아온 덩치는 커도 마음은...
아저씨 아저씨 우체부 아저씨 큰가방 매고서 어디...
임세현

혼자 있고 싶어요 제발 그냥 두세요 지쳐 쓰러진...
신승훈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시련들 지쳐 버린 나의...
윤일상

그 어느 날 우연히 그 사람 보던 순간 다리에 힘이...
우리편 이겨라 저편도 잘 해라 개미처럼 뭉쳐라...
이겼다 이겼다 우리편이 이겼다 해님도 장하다고...
이경섭

끊겨진 전활 받으면 나라는 걸 그쪽에선 알까 니가...
황우루
황우루

울렁울렁 울렁대는 가슴안고 연락선을 타고가면...
민요

동해라 울산은 잣나무 그늘 경치도 좋지만 인심도...
길옥윤

울지 않아요 누가 울어요 지는 해를 보고 있어요...
티격태격 틱태가닥 싸우지 맙시다 툭탁탁탁...
웃는 얼굴 예쁜 얼굴 모두 모두 하지 말자 아...
이동진

늘 그런 하늘만 있고 늘 어떤 회색종 소리 오늘은 왜...
외국곡

저 넓은 광장 한구석에 쓸쓸히 서 있는 그 사람은...
희망이여 빛이여 아득한 하늘이여 나의 백마가...
김호길

가불하는 재미로 출근하다가 월급날은 남 몰래...
미상

일자나 한장을 들고나 보니 일편단심 먹은 마음...
외국곡

이제 밤도 깊어 고요한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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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10376 위기의 여자
510642 위험한 상상
511001 윙 윙 윙
511496 유 관 순
509559 유 난 히
510800 유 리
509035 유 리 벽
511251 유 죄(형 벌)
509791 유년 시절의 기행
기행
511952 유람길은 좋아라
유리창
511110 유리
창에 그린 안녕
509960 유리
유리창
창에 기대어
511647 유아체
유아체조
511988 유치원
511714 유치원 가자
511753 유치원 갑니다
511810 유치원 원가
510297 유쾌한씨의 껌씹는
껌씹는 방법
510113 육 군 가
511832 윷놀이
511057 으샤 으샤
509796 은 지
510543 은퇴 선언
509056 음악 도시
509215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아
511768 음악가
509333 음악이 생의 전부는 아니겠
아니겠지만
니겠지만
509703 의미 없는 시간
생각하세요
509945 이 거리를 생각
하세요
511811 이 닦기
510938 이 땅 위에 사랑을
510265 이 미 지
509826 이 밤의 끝을 잡고
510963 이 밤이 지나도록
지나도록
510229 이 방 인
Cali Karaoke

Artist/Lyric
Naked Funk

그대가 떠나간 어두워진 내 방에 남겨진 흔적을...
위종수

처음 그의 눈빛을 봤을 때 나는 느낄 수 있었어...
정태춘

윙윙윙윙 고추잠자리 마당 위로 하나 가득 날으네...
삼월 하늘 가만히 우러러 보면 유관순 누나를...
김현철

유난히 부드럽게 느껴지는 너의 귓가에 조심스레...
이기찬

큰 유리조각 박힌 듯 무엇을 해봐도 가슴이 저려오네...
한돌

내가 너의 손을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었네...
김형석

오늘 아침이 내겐 너무도 무거워 손가락 하나도...
이혜민

어제는 하늘을 나는 아름다운 꿈을 꾸었지...
리성재

맑고 맑은 옥계수도 노래하며 반겨주고 높이 솟은...
김명곤

창 밖으로 스쳐가는 그대의 뒷모습은 바람처럼...
김영호도원경

너의 눈빛 너의 향기 너의 그림자에라도...
짤랑 짤랑 짤랑 짤랑 으쓱 으쓱 짤랑 짤랑 짤랑...
우리들이 모여놀면 꽃밭이고요 우리들이 춤을추면...
방울종이 울린다 유치원 가자 바둑이도 따라서...
버스를 탑니다 버스를 타지요 바퀴는 돌고 뱅뱅...
우리들은 파릇 파릇 눈뜨는 새싹 귀도 같고 몸도...
달파란

껌을 씹는 유쾌한씨를 보라 껌을 씹는 유쾌한씨를...
김동진

백두산 정기뻗은 삼천리 강산 무궁화 대한은...
윷 나와라 모 나와라 신나는 윷놀이에 온 가족이...
유영진

Hey come on everybody swimming in the sea...
이혜민

은지 빗물이 한방울 두방울 거리에 내리잖아 은지...
신대철

어제 나는 은퇴했었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김창남

낭만이 있는 도시로 가보자 그곳에 소리 나무를...
이호준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아 모두 즐겁게 춤을 추는데...
나는 세계 제일가는 음악가 랍니다 당신 세계...
이종만

음악이 생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내가 걸어가듯...
이경섭

삼바리다다 삿 다라다리 다리나 삼바리담 난 항상...
오동식

외로울 때면 생각하세요 아름다운 이 거리를...
싸악 싸악 닦아라 위엣니 아랫니 싸악 싸악 닦는다...
김학래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화려한 삶이 아니지...
송재준

오빠 나는 오늘 할말이 있어 나도 계속 참고 참고...
정재윤

다신 널 볼 수 없겠지 나의 입술이 너의 하얀...
유영석

아무 말도 난 하지 못했어 놓인 커피잔만...
김동률

쉴 곳을 찾아서 결국 또 난 여기까지 왔지 내 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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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10789 이 별
511013 이 별
509116 이 별
젊은이의 양지)
509981 이 별 ((젊
어둠
510461 이 어
둠의 이 슬픔
510787 이 제 는
509199 이 제 는
509405 이 젠
511056 이 젠
510096 이 젠
이기적
510333 이기
적이야
510720 이등
이등병
병의 편지
509898 이래도 되는 건가요
510099 이런 밤에
511842 이렇게 살아가래요
509475 이른 봄날
509686 이름 없는 거리
510092 이리 와서 봐
511511 이몸이 새라면
510073 이미 나에게로
512002 이벌에 풍년이 들면
509732 이별 Part I
509815 이별 공식
509667 이별 노래
510307 이별 연습
509092 이별 이야기
509719 이별 한번
한번 하려고
509313 이별 후에야
에_대처
510969 이별에_대
처하는 우리의_자세
509955 이별은 싫어
510295 이별의 모습
509067 이별의 플래트 홈
511174 이별이란
509643 이별이란 없는 거야
509929 이브의 경고
Cali Karaoke

Artist/Lyric
고성진

너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 이제는 끝인 걸 알아 나의...
서영진

더 이상 나를 위해 울지마 이런 나도 힘이 들어 너를...
김태후
김태후

어제 그대를 만나고 난 후 멍하니 하늘만...
송영신

난 아직 잊을 수 없어 지나간 너의 기억을 멀어진...
김영수

우우우 우우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 꺼지는 듯...
서영진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이 세상에 누구보다 나를...
외국곡

지난 날 그리워하는 것은 아쉬움이야 바람 속을...
박정원

두근거리는 가슴을 달래며 그대 곁에 다가섰지만...
김형준

용서해 줘 내가 했던 너의 아픈 기억 모두를 그땐...
김창환

이젠 이 이 이젠 너의 너의 맘이 변해 버린 이유를...
김종진

우리 처음 만난 날부터 이렇게 헤어져 있는 날까지...
김현성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홍신복
홍신복

이래도 되는 건가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못들은...
박용우

별들이 내게 속삭이던 이런 밤에 그대 생각에 잠도...
나비등을 타고 꽃밭에 섰더니 내게 꽃처럼...
서연수

이른 아침에 일어나 창문 사이로 하늘을 바라보니...
유승범

여기 슬픈 소원을 가진 나만의 얘기가 있어 늘...
이무송

이리 와서 봐 네가 무얼 남겼는지 아 상처의 덫에...
이몸이 새라면 이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저 건너...
임창정

이 꿈이 멎어 버린 순간에 난 깨닫고 널 생각해 어쩜...
리상희

풍요한 전야에 벼포기 푸르른데 모내는 처녀들아...
신재홍

난 우리가 헤어진 이유가 모두 다 너에게 있다고...
홍재선

이별 장면에선 항상 비가오지 열대우림기후 속에...
최종혁

떠나는 그대 조금만 더 늦게 떠나 준다면 그대 떠난...
김형석

조금씩 스며드는 너의 모습 되새기려 하지만 이젠...
이영훈

이렇게 우리 헤어져야 하는걸 서로가 말을 못하고...
이예선

아무런 인사 못하고 등을 보이려던 그 때...
김태후
김태후

이제는 나도 지쳐 버렸어 너를 기억하기 조차...
이승환

자 이제부터 우리들의 이별에도 준비가 필요하지...
전진영

빗물처럼 멀어지는 그런 이별은 하지 말어 돌고...
디제이처
제이처리

내가 너를 보내고 난 뒤 너의 친구 우연하게 만났어...
서영은

밤 깊은 플래트 홈 말없이 서서 안개 서린 그날 밤...
윤찬국

그 어떤 것도 두려워 하지 않던 그 때는 아마도 너와...
최성원

이별이란 생각으로 울지 마 그건 너의 작은...
천성일

오늘도 넌 나를 피해 딴 생각을 하지만 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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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09072 이사 가던
가던 날
511826 이슬 열매
511245 이야기 속으
속으로
509300 이웃 사촌
사촌
509655 이유 같지 않은 이유
510211 이유 없는 반항
반항
509568 이제는 떠날 시간
이제부터
510009 이제부
터 영원까지 (la 아리랑)
509861 이젠 내게 대답
대답해 줘
510178 이젠 널 인정
인정하려 해 (파파
(파파)
파파)
느낄
509871 이젠 느
낄 수 밖에 없는 사랑
509519 이젠 느낄
느낄 수 있어
509064 이젠 사랑할
사랑할수 있어요
509334 이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509150 이젠 안녕
509863 이젠 예전처럼(just
처럼(just another blue night)
509090 이젠 잊기로 해요
509864 이중 성격
성격
509117 이태원 연가
511268 인 생
509019 인도의 향불
510466 인디언의
디언의 춤
생방송
511417 인생은 생방
송
510414 인형의 꿈
509865 인형의 눈물
510393 일 생 을
509555 일 어 나
510929 일 탈
509274 일곱색깔 무지개
509451 일과 이분
이분의 일
509410 일급 비밀
510923 일년 전 오늘
511052 일상
일상으
으로의 초대
511662 일어나요
511954 일터의 휴식
Cali Karaoke

Artist/Lyric
계동균

이사가던 날 뒷집아이 돌이는 각시되어 놀던 나와...
어젯밤 아기별이 그려논 씨앗 햇님이 일어나니...
조pd

외로웠던 세상 따라 여기까지 왔어 바람 따라...
엄진

그러길래 이웃은 사촌이라 하지요 멀리있는...
천성일

아 아무 것도 필요 없어 네가 나를 떠나려한다면...
김창권

나에게 소중한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홍현걸

그대여 울지마오 그 눈에 눈물 지면 어차피...
홍세봉

그 얼마나 기다렸나 지금 이 순간을 고대하면서 낮엔...
김준범

너를 처음 만나 설레이던 마음 나에겐 아직도...
정시로

전에는 혼자였던 날들이 어색하지 않았어 오히려...
김광희

처음부터 어려웠던 거야 너를 사랑하는 건...
서영진

난 그저 멍하니 너를 바라보았지 희미한 기억만이...
이주호

난 눈물이 메마른 줄 알았어요 여태 사랑을 다시...
최성수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유리창에 어리는 사랑 모습...
정석원

우리 처음 만났던 어색했던 그 표정 속에 서로 말...
이린

Just another blue night 지쳐버린 Oh living my day...
이장희

이젠 잊기로 해요 이젠 잊어야 해요 사람 없는...
난 가끔 멍하니 널 바라보면서 우리의 만남 뭐냐고...
남석현

밤 깊은 이태원 불빛 속에서 젖어버린 두 가슴...
손정우

세상에 올 때 내 맘대로 온 건 아니지마는 이...
전오승

공작새 날개를 휘감는 염불 소리 간디스 강 푸른...
외국곡

인디언이 춤춘다 야호 야호 노래소리 퍼진다 저...
박현진

아아아아아 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아...
일기예보

그댄 먼 곳만 보네요 내가 바로 여기 있는데 조금만...
길옥윤

그래도 떠나기 전에 한번 더 품안에 안겨서 못다한...
김현철

나 혼자서 농담을 하고 나 혼자 웃지 우습지도 않은...
김광석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질 않아...
김윤아

매일 똑같이 굴러가는 하루 지루해 난 하품이나 해...
김수철

비가 개면 나타나는 일곱색깔 무지개 해가 지면...
오지훈

멀리서 널 보았을 때 다른 길로 갈까 생각했는데...
이호준

눈을 감아도 소용 없고 귀를 막아도 소용 없어 지금...
박정원

아무 생각 없이 꺼낸 오랜 수첩 속에 지난 우리의...
신해철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보고 생각에 잠길 때...
일어나요 일어나요 어서어서 일어나 일어나세요...
리동준

헤 둥다라 둥다라 둥다라 절싸 북통을 때려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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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10871 잃어버린 겨울
509942 잃어버린 너
509873 잃어버린 너
510711 임금님의
임금님의 첫사랑
509244 임이 오는 소리
511676 입을 가리고
510735 있을 때 잘해
510688 있을 때 잘해
510059 잊 으 리
509931 잊 지 마
509132 잊게 해 주오
510741 잊게 해주오
해주오
509734 잊기 위해서 (아들의 여자 주제가)
510712 잊어버린 꿈
511139 잊어야 할 때
510625 잊을 수 없는 그대
509337 잊을 수 없는 너
511140 잊을 수 없어요
511003 잊지 말기로 해
509622 잊지 말아요
511141 잊지 못할
못할 여인
509906 잊지 잊자
510058 잊지는 말아야지
511211 잊혀지지 않아요
510418 잊혀진 것들
510694 자 유
511258 자 유
511574 자 장 가
510952 자 존 심
511345 자 존 심
509196 자기 성찰
성찰
510888 자꾸자꾸
509878 자유 미학
509195 자유 시대
자유선언
511403 자유
선언
Cali Karaoke

Artist/Lyric
길옥윤

지난 겨울은 행복했네 지난 겨울은 따뜻했네 아아...
이태섭

새롭게 태어나리 더는 갈 곳 없는 삶일 뿐인데...
이영기

그 누굴 만나도 아무 감정을 느낄 수 없던 나...
김인배

강화섬 꽃바람이 물결에 실려오면 머리 위에...
이필원

임이 오는 소리 없이 어디서 들리는 소리 내 가슴을...
하하 호호 하하 호호 웃을 때는 입을 가리고 기침...
이인욱

솔직히 말해봐 너 요즘 왜 이래 치마가 왜 자꾸...
유정연

맘에 드는 여자라해도 가끔씩 짜증나게 굴곤하지...
남국인

그토록 사랑한 그 님을 보내고 어이해 나 홀로...
김영광

소꿉장난하던 시절 잊지 않았지 내 눈과 너의 미소...
김영광

때로는 생각이야 나겠지만은 자꾸만 떠오르는...
김영광

때로는 생각이야 나겠지만은 자꾸만 떠오르는...
연석원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저 눈물이나 슬픔은 널 만난...
박시형

진정코 사랑했소 어리석은 내 마음 한마디 말도...
이찬우

문득 너를 바라볼 때면 예전 같지 않은 낯설음을...
홍현걸

떠나간 그 사람 야속한 그 사람 지금 어디 계실까...
조용필

잊을 수 없는 너 나나난나 나나난나 나나난나...
김병환

잊을 수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를...
김현철

이렇게 차가운 바람이 우릴 스쳐가고 난 그대의...
이두헌

이젠 모두 지나 버린 일이야 사랑했던 그...
임종수

한 손에 사랑을 들고 한 손에 이별을 들고 쓰디쓴...
김정일

잊자 잊자 잊어버리자 내가 먼저 잊어버리자 정을...
백영규

잊지는 말아야지 만날 수 없어도 잊지는 말아야지...
이경희

아무 것도 모르던 내게 수줍음을 떨던 내게...
윤상

어느날 엔가 눈을 뜨면 떠날 것만 같은 그대를...
최준영

빠빠 빠빠빠 하이야 우하우하하 하이야 하하 빠빠...
신인수

날고 싶어 꼬였나 싶어 또 내가 또 쓰러지지 않나...
잠 자거라 우리 아가 귀여운 아가 구슬같은 고운...
신인수

한번도 널 의심한 적 없어 니 곁에 그 애를 보기...
박해운

이 봐 왜 그리 자신 없어 종일 내 눈치만 보느라 자꾸...
강인원

오늘 하루가 지나는 동안 당신은 얼마만큼 바쁜척...
일기예보

I I I need you I I I want you I I I need you I I l want you...
윤일상

너의 곁에선 내 모습 언제나 자유롭지 못했어...
김준범

덴데기 데기디데디데디데야 덴데기...
윤일상

이제는 아파도 울지 않을래 이제는 슬퍼도 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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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10920 자유에 관하여
511556 자장가
509911 자정이 훨씬 넘었네
509043 자주색 가방
가방
511185 작 별
511615 작 별
510421 작 별
509338 작 은 창
510348 작별 의식
기다림
림
510139 작은 기다
511737 작은 별
511485 작은 별
509473 작은 짝사랑
509207 잘 있거라 단발령
509112 잘 있거라 황진이
511404 잘됐어
509752 잘못된 만남
511518 잠 자 리
511487 잠 자 리
510494 잠도 오지 않는 밤에
510010 잠든 널 포켓 속에
509623 잠들지 않는 시간
509798 장 녹 수
509284 장 대 비
509917 장 미
기차
511717 장난감 기
차
509512 장난감 병정
509339 장돌뱅이
돌뱅이
511897 장식하세
510651 재 회
510590 재 회
509574 재미있는 세상
511303 쟨 내꺼야
511704 저 금
511465 저 금 통
Cali Karaoke

Artist/Lyric
윤일상

가끔씩 세상을 바로 보고 싶지 않을 땐 두 팔로...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자장 자장 우리 아기 꼬꼬...
이장희

자정이 훨씬 넘었네 도대체 잠은 안 오고 밤새...
김학송

여고 시절 삼년 동안 정 들은 자주색 가방 비가...
박용찬

죄송했어요 많이 불편해 하셨죠 어린 마음에 너무...
오랫동안 사귀던 정든 내 친구여 작별이란 웬...
김형석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보면 잠시 너와 함께 있는...
한돌

내 방 작은 창에 아침 찾아오면 따사로운 햇빛...
정재형

저 문을 닫아 줘 빛이 필요치 않아 더 어두워야 해...
최준영

널 이렇게 보내 줄 수밖에 없었어 후회할지도 모른...
동쪽 하늘 작은 별 반짝 반짝 비치네 서쪽 하늘...
반짝 반짝 아름다운 작은 별들 구슬 같이 어여쁘게...
서영진

오늘은 웬일인지 잊혀진 기억 속에 떠오른...
김해송

한 많은 단발령에 검은 머리 풀어 쥐고 한 없이 울고...
나화랑

나는 간다 나는 간다 황진이 너를 두고 이제 가면...
김진권

Love is pain Love is gone 나를 속였어 사랑 없는...
김창환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도 믿었기에 난...
잠자리 꽁꽁 꼼자리 꽁꽁 이리 와라 꽁꽁 저리 가라...
잠자리 날아 다니다 장다리 꽃에 앉았다 살금 살금...
박광현

창 밖을 보면 비는 오는데 괜시리 마음만 울적해...
정재윤

빠빠빠바바 빠빠빠바바 빠빠빠바바 빠빠빠바바...
이범희

당신의 모습이 떠올라요 날마다 잊으려 했었지만...
임택수

가는 세월 바람 타고 흘러가는 저 구름아 수많은...
고재억

왜 모르는 사람들처럼 헤어져야 하나요 왜 마침내...
백순진

당신에게선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장난감 기차가 칙칙 떠나간다 과자와 사탕을...
박찬일

언제나 넌 내 창에 기대어 촛점 없는 그 눈빛으로...
이종만

메밀꽃이 피어날 무렵 타박타박 나귀를 타고 장을...
아름답게 장식하세 화랄랄랄 랄랄 랄랄 라 기쁜...
지니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 외로이 홀로 걷고 있었을까...
김성면

쉽진 않았을거야 내게 돌아오기가 아무 의미조차...
박정현

색 바랜 청바지를 입고 한낮의 거릴 나서 보면...
Volk

오 쟨 내꺼야 제발 그러지마 이쯤에서 그냥 잊어줘...
착한일을 했다고 엄마가 주신돈 무엇할까요...
댕그랑 한푼 댕그랑 두푼 벙어리 저금통이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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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10966 저 깊고 푸른 밤에
509237 저 꽃 속에 찬란한 빛이
510057 저 녁 놀
510756 저 바다가 날 막겠어
막겠어
저팔계의
509353 저팔계
의 노래 (날아라 슈퍼보드)
슈퍼보드)
510066 전 우
511918 전 하 세
509647 전 화
510740 전과 탈출
510345 전사의 후예 (폭
(폭력 시대)
510063 전선을 간다
510120 전선의 초병
509188 전우가 남긴
남긴 한마디
한마디
509431 전화 통신
510576 젊은 날의 초상
510738 젊은 남자
509247 젊은 미소
509495 정
(위험
험한 이별
510346 정 (위
이별)
509216 정 든 섬
509684 정 아
510926 정 인
정답게
509289 정답
게 가는 길
509125 정든 부두
부두
511474 정말 잘한다
511081 정선 아리랑
509522 정으
정으로
로 사는 세상
509001 제 3 한강교
한강교
511563 제 비 꽃
510383 제3의 시간
511277 제발 나를
509553 제주도의 푸른 밤
510553 제킬 박사와 하이드
511620 제헌절 노래
510940 조 율
Cali Karaoke

Artist/Lyric
김정욱

창가에 나 홀로 기대어 찻잔에 그대 모습 담아 보네...
김기웅

어둠에 묻혀 흘러간 그 세월의 눈물은 사랑을 잃어...
전영록

이 어둠이 오기 전에 나를 데려가 주오 장미 빛...
박진영

저 바다가 내 길을 막겠어 저 산이 내 갈 길을 막겠어...
김수철

나는 나는 저팔계 왜 나를 싫어하나 나는 나는...
나운영

겨레의 늠름한 아들로 태어나 조국을 지키는...
작은 불꽃 하나가 큰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안정훈

사랑이란 흔한 말은 누구나 말할 수가 있고...
유해준

한 남자가 다섯 번째 사고를 치고 깜방에서 머리...
유영진

아 니가 니가 니가 뭔데 도대체 나를 때려 왜 그래...
최창권

높은 산 깊은 골 적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
전석환

별들이 잠자는 전선의 하늘 별과함께 빛나는...
전오승

생사를 같이했던 전우야 정말 그립구나 그리워...
한복남

여보세요 미스 김 안녕하세요 여기는 청파동 청년...
주영훈

왜 이제와 기다림에 지쳐 돌아선 내게 널 잊고...
주영훈

일어서 나를 봐라 내일을 위해 지금 달려가...
심영섭

나의 꿈 나의 모든 것 어여쁜 꽃 한송이 모진 바람...
정성조

아마도 난 그만 울고 말거야 가면서 웃어도 정말...
윤일상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혼자 있고 싶어서라면...
박춘석

달 그림자 부서지는 정든 섬 버리고 님 실은 작은...
김준규

저무는 종로 거리 오늘도 거닐다가 정아와 닮은...
이안

세월가면 다 잊을거라는 슬픈 너의 그 말들이 유서...
허대문

지금처럼 다정하게 고운 사랑 새기면서 한 세상...
한정선

몰아치는 푸른 물결 갈매기도 잠이 들고 너를 보낸...
짝자꿍 짝자꿍 엄마 앞에서 짝자꿍 짝자꿍 짝자꿍...
강원도민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김영광

세상에 흔한 것이 여자의 눈물 거기에 약한 것이...
길옥윤

강물은 흘러 갑니다 제 3 한강교 밑을 당신과 나의...
시냇가에 제비꽃 간들간들 제비꽃 흘러가는 맑은...
유태준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걸 알아...
박학기

그만 나를 버려도 돼 차갑게 해도 돼 제발 나를...
최성원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서태지

내 마음을 철저하게 속이고 살아온 내 인생에...
비 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한돌

알고 있지 꽃들은 따뜻한 오월이면 꽃을 피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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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10111 조국 찬가
조국이
510116 조국
이 있다
509733 조금만
조금만 더 (아들의 여자 테마곡)
510354 조조 할인
509621 조형기의 팝 메들리
510375 존재의 이유 (첫
(첫사랑 삽입곡)
511295 존재의 이유 3
510483 졸 업
511812 졸 업
511617 졸업식
졸업식 노래
511561 종 소 리
511613 종 소 리
509526 종 이 배
511514 종달새
종달새의 하루
하루
509311 종원에게
510370 종이 접기
512003 종이배
511821 종이접기
511457 종이접기
509498 좋 은 날
510832 좋아 좋아
510317 좋아 좋아
511078 좋아졌네
509496 좋은 걸 어떡
어떡해
509870 좋은 남자 좋은 여자
510438 좋은 사람
사람 있으면
있으면 소개 시켜
시켜 줘
510008 좋은 세상이 될거야
511921 죄송해요
죄송해요
기쁨
511932 주 예수 사랑, 기
쁨
511922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511923 주께서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
예비하시네
하시네
511852 주는 나의 행복
511924 주는 우리의 기쁨
기쁨
511925 주님 가신
가신길
주님만
511927 주님
만 매일 사랑해
Cali Karaoke

Artist/Lyric
김동진

동방에 아름다운 대한민국 나의 조국 반만년 역사...
전석환

조국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는 곳에...
연석원

아무런 표정 없는 얼굴로 다가오는 너 그 얼굴엔...
유희열

아직도 생각나요 그 아침 햇살 속에 수줍게 웃고...
외국곡

서처 필링스 커밍 오벌 미 데얼 이즈 원더 인...
김종환

언젠가는 너와 함께 하겠지 지금은 헤어져 있어도...
김종환

날 믿고 살아가도 괜찮겠니 이 험한 세상에 난 너와...
김동률

우우우우 우우우우 우우우 우우우 우 우우우...
아침 마다 모여서 재미있게 지내자 사랑하는...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아름...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온다 희망의 앞날을 알려...
아름다운 종소리가 새벽 종소리가 날아와 앉는다...
김기웅

하얀 색종이 접어 종이배 만들어 사랑하는 님에게...
하늘에서 굽어 보면 보리밭이 좋아 보여 종달새가...
김현철

종원에게 눈물 흘리지 말아요 그대여 눈 앞의...
정세문

빨강 빨강 종이론 무얼 접을까 파랑 파랑 종이론...
고창모

이웃집 사이라 친하게 놀며 종이배 접어주던 그...
색종이를 곱게 접어서 물감으로 예쁘게 색칠하고...
빨강 빨강 종이론 무얼 접을까 파랑 파랑 종이론...
이승환

오늘 유난히 헝클어진 머리 너무나 맘에 안들어...
일기예보

처음 널 만나는 날 노란 세 송이 장미를 들고...
일기예보

처음 널 만나는 날 노란 세 송이 장미를 들고...
전석환

좋아졌네 좋아졌어 몰라보게 좋아졌어 이리...
이장희

좋은 걸 어떡해 그녀가 좋은 걸 누가 뭐라 해도...
이정선김병식

정말이야 니가 나에 대해 알고 있다고 그러면...
정재형

워워워 워우워 워우 겨울이라 날씨가 추워설까...
신형원

푸른 창공을 날고 있어 하늘에서 내려다본 세상...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수 없소 장가...
주 예수 사랑 기쁨 내마음속에 내마음속에...
주께 두손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구주를 알때 행복했네 그 사랑 안에 거하므로...
주는 우리의 기쁨 우리 생명 우리의 희망 주여 당신...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주님만 매일 사랑해 주님만 매일 사랑해 주님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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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11928 주님의
주님의 사랑
주님의
511896 주님
의 사랑은 정말 놀랍
놀랍네
511851 주님의
주님의 얼굴 보라
511882 주님이
주님이 이끄
이끄시네
주님이
511867 주님
이 주신 노래
511742 주렁 주렁 열렸
열렸네
511640 주먹쥐
주먹쥐고
주안에
511900 주안
에 살리라
511929 주여 나를 가르
가르치소서
511930 주여 우리의 죄를
511890 주여 이 죄인이
511933 주의 사랑으
사랑으로 사랑합니
사랑합니다
합니다
511946 주의 손길
509497 주저하지
주저하지 말아요
509165 죽음의 늪
510024 준비 없는 이별
이별
511452 줄 넘 기
511405 줄래
511406 중독된 사랑
509069 쥴 리 아
510999 즐거운 인생
인생
512004 즐거운 일요일
509149 즐거운 잔치 날
511831 즐거운 하이킹
하이킹
511581 즐겁게
즐겁게 노래하자
509110 지 금
509218 지 난 날
510400 지구는 초록별
509202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510181 지금 이대로
510907 지금_그대로의 모습으
모습으로
511111 지금까지와는 달라
509564 지난 여름날의 이야기
511156 지상에서 영원으
영원으로
509988 지친 나에게
Cali Karaoke

Artist/Lyric
주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 내 맘에 넘쳐 나 찬송하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이야기...
괴로울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비록 내가 주의 모습 볼 수 없다 하여도 주는 하늘...
낮은 어둡고 밤은 길어 죄악속에서 헤메던 나...
나무 나무 나무에 사과가 열렸네 나무 나무 나무에...
주먹쥐고 손을 펴서 손뼉 치고 주먹쥐고 또 다시...
예수는 참포도 나무 우리는 가지이니 성령의 열매...
주여 나를 가르쳐 주 일군 되게 하소서 내 친구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날의...
세상에서 방황할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험한 세상 나그네길 나의 맘이 곤할때 사랑스런...
이규형

그대 주저하지 주저하지 말아요 기다리던 때가 온...
서태지

시커먼 먹구름이 날 가린다 꽃비가 내리겠지 비에...
김범룡

지난 시간 내 곁에서 머물러 행복했던 시간들이...
똑똑똑 누구십니까 손님입니다 들어오세요 문...
윤일상

뒤돌아 날 본다 넌 내가 셋을 셀 동안 홧김에 끝내...
조장혁

다시 너를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너의 집까지 오고만...
강태웅

오 나의 사랑 쥴리아 지금은 어디로 떠났는가 영원히...
김동성

눈부신 태양 아래로 사랑이 익어가는 거리 멋있는...
김원창

월화수목금토일 일요일 어김없이 찾아오는 일요일...
손석우

잔치 잔치 벌였네 무슨 잔치 벌였나 복순이가 시집...
랄라라 랄라라 랄랄라 신나는 하이킹 랄라라...
즐겁고도 즐겁다 꽃이 피는 봄동산 즐겁고도...
조영남

지금 지금 우린 그 옛날의 우리가 아닌 걸 분명...
유재하

지난 옛 일 모두 기쁨이라고 하면서도 아픈 기억...
한문규

높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하얀색 꽃씨 날리는 키...
이승희

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우리 모두 하늘을 봐 그래...
Mkiemichaels

이젠 헤어져야 해 음악이 멈추면 난 눈물 대신 웃어...
지성철

사랑을 이야기할 땐 그대의 눈을 바라보면서...
김은희

지금까지 수 많은 사람이 스치듯 나를 지나 갔어도...
윤호

너와 나의 기쁨과 사랑을 노래한 지난 여름...
유해준

이젠 모든 건 슬픔 속에 초라한 내 모습만 남아...
이민기

너의 그 작은 희망이 아직 너의 속에 있는 한 널...

75

Song ID Song Title
509650 지친 어깨
어깨
510933 지킬 수 없는 약속
510069 진 군 가
511058 진 심
510271 진 이
509346 진달래 수첩
수첩
511564 진달래꽃
게임
509825 진실 게
임
511859 진실로 선함과
선함과 인자하심이
510725 진실에 관하여
510054 진주 조개잡이
509301 진짜 진짜
진짜 좋아해
510500 질 주
509880 질 주 (아스팔트
(아스팔트 사나이)
510616 질 투
510463 짐이된 사랑
511847 징 글 벨
509515 짧은 다짐
다짐
510823 짧은 다짐
다짐
510578 짬 뽕
510811 짬좀 내줘요
내줘요
509060 짱 가
짹짹꼬레
511712 짹짹
꼬레
509366 찔레꽃 피면
510487 차 라 리
510261 착 각
509952 착 각
511445 착하고 아름답
아름답게
511035 착한 사랑
511683 착한 아이 예쁜 아이
509213 착한 여자
510215 찬란한 사랑 (상심 Ii)
511935 찬송
찬송을
을 부르
부르세요
510328 찰랑찰랑
511725 참 말 잘한다
Cali Karaoke

Artist/Lyric
김수철

산처럼 엎드린 너의 절망을 잠재우고 창 너머로...
신승훈

용서해 주겠니 너와의 약속 지킬 수가 없어 니 모든...
강만식

높은 산 깊은 물을 박차고 나가는 사나이 진군에는...
김광진

그렇게 화내지 마요 그 말은 진심이 아니죠 이해를...
최수정

진이 진이 진이 너 없는 동안에 난 한번도 널 잊은...
이봉룡

진달래 바람에 봄 치마 휘날리더라 저 고개 넘어 간...
산에 산에 진달래꽃 피었습니다 진달래꽃...
김선민

샤랄랄라 샤랄라 샤랄랄라 슈비루밤바 샤랄랄라...
나는 길잃은 나그네였네 죄중에 헤메이는데...
조병석

많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다른 믿음을...
외국곡

새파란 수평선 흰 구름 흐르는 오늘도 즐거워라...
길옥윤

누가 너를 내게 보내 주었나 나 너를 위해 웃음...
노땐스

너를 내 삶의 뒷편에 던져 놓고 난 길을 떠나왔어...
최규성

힘겨운 삶에 흔들릴 때면 나 더욱 강해지는 걸 너의...
윤일상

웃지 못할 사건 또 잊지 못할 사건 나 평생 후회할...
김정호

사랑만 고집했던 어리석은 난 당신이 전부였는데...
피어폰트
어폰트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김원준

이제는 너를 잊겠다는 다짐 속에 묻혀진 내 모습...
김원준

이제는 너를 잊겠다는 다짐 속에 묻혀진 내 모습...
김형태

그대여 그대여 비가 내려 외로운 날엔 그대여...
윤용남

어느날 싸롱에서 심각하던 미스터 김 산 너머 산이...
안길웅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일이 생기면 짜짜짜짜 짜...
짹짹꼬레 짹짹꼬레 짹 꼬리샤 짹 꼬리샤 리샤 리샤...
하덕규

찔레꽃 피면 내게로 온다고 노을이 질 땐 피리를...
정연준

아 아아아아 차라리 이렇게 널 기다리기로 했어 이젠...
김창환

너의 친절함에 나는 속았었나 봐 너도 날...
최준영

후회하지 마 니가 싫어서 떠난 거야 돌이키려 해도...
빤짝 빤짝 빛난 눈동자 앵도같이 예쁜 그 입술 아장...
김도형

믿어지지 아니 믿을 수 없는 지금 이 순간을...
햇님은 일어나자 세수하여 예뻐지고 달님은...
임종수

웃고 있으면 그저 행복한 줄 알지만 아픈 가슴에...
홍재선

너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 내가 내...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이호섭

찰랑찰랑 찰랑대네 잔에 담긴 위스키처럼 그...
짝자꿍 짝자꿍 엄마 앞에서 짝자꿍 짝자꿍 짝자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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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11552 참 새
아름다운
510182 참 아름다
운 세상이야
511813 참 재미있었지
있었지
511526 참새 노래
하루
509282 참새의 하
루
509022 찻집의 고독
고독
510839 창 밖에는 비
509814 창 밖의 낙엽은 그대론데
그대론데
510056 창 밖의 여자
510005 창밖에
창밖에 서 있는 너는 누구
509143 찾아 온 산장
511914 채워 주소서
509211 채워지지 않는 빈 자리
510358 책 임 져
509038 처녀 농군
511959 처녀총각
느낌
510184 처음 느
낌 그대로
509597 처음 느낌
느낌 그대로
511005 처음 만난 그때로
때처럼
510970 처음 만날 때
처럼
509367 처음 본 순간
511121 처음 주신 사랑
처음부
510200 처음
부터 그대를 모르
모르는 것처럼 (이연)
509933 처음
처음은
은 아니
아니야
510919 천 번째 편지
510364 천년의 사랑
511407 천년의 사랑
510403 천방지축 하니
하니
510667 천사의 도시
509823 천사의 시
510596 천사의 시 (forever With You)
질투
510386 천사의 질
투
510159 천상유
천상유애
애
510324 천생연분
511523 천안 삼거리
Cali Karaoke

Artist/Lyric
아침이슬 몰래 촉촉내려 풀잎사귀 반짝 비칠때...
강현민

참 아름다운 세상이야 너와 내가 있어 원 투 쓰리 오...
나는 나는 산으로 갔었지 산에서 무얼 보았니...
참새야 참새야 너 어디 가니 순희네 처마에 알 낳러...
송창식

아침이 밝는구나 언제나 그렇지만 오늘도 재...
박정웅

그 다방에 들어설 때에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최종혁

오가는 눈빛은 서로를 원하는데 창 밖에는 비...
이혜민

창 밖의 낙엽은 아직도 그대론데 오실 날 안오시는...
조용필

창가에 서면 빗물처럼 떠오르는 그대의 흰 손...
한영애

창밖에 서 있는 너는 누구야 아무것 아니게 홀로...
나화랑

그대 찾아왔네 산장의 여인 아무도 모르게 찾아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것들을...
김지환

이젠 그리워 할 수 없어요 나의 사랑을 믿을 수...
유건영

책임져 전부다 책임져 정말 말도 안되게 했어...
이철혁

홀어머니 내 모시고 살아가는 세상인데 이 몸이...
김춘령
김춘령

봄이 왔네 봄이 와 숫처녀의 가슴에도 나물캐러...
김광진

남다른 길을 가는 내게 넌 아무 말하지 않았지...
오세민

너만을 그리워하는 만큼 넌 내게 다가오진 않았어...
오태호

나 그대를 알고 사랑은 아님을 알았지만 언제나...
윤종신

졸린 눈을 비비며 꼬깃해진 너의 편지 읽었어 마냥...
구창모

그대 그대를 처음 본 순간 이 내 맘은 뜬 구름...
박승화

항상 그래 왔지 확신도 없는 고백들에 후회하곤...
김경

먼 기억 속에는 그대가 있죠 마르지 않는 눈물 그...
유정연

사랑이 처음은 아니야 니가 조금 늦게 내게 온 거야...
지니아

넌 기억하니 저녁 노을 그릴 때면 내 가슴에 기대어...
이경섭

처음에 날 떠난 너를 내가 받아들이긴 너무 힘이...
유해준

이대로 널 보낼수는 없다고 밤을 새워 간절히...
방용석

콧김 쌩쌩 두 주먹이 그게 아니래 그게 아니래...
김정욱

아마 영화처럼 아름답진 않을거야 기대만큼...
외국곡

그댈 생각하면 들려오는 자욱한 저 빗소리 꿈속에...
김덕윤

많이 지쳐 있는지 어두워 보여요 삶이 그댈 또다시...
윤일상

I want your love 널 사랑한 게 아닌가 봐 다른 여자...
외국곡

예저 끝에서 끝까지 목이 메이도록 말하고 말 거야...
정재윤

너무 너무 예쁘다고 해도 너를 떠올리며...
천안 삼거리 흥 능수야 버들은 흥 제 멋에 겨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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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09939 천일 동안
동안
511145 천일유혼
511641 천하 무적
무적 멍멍 기사
509133 철없는 아내
아내
509171 철없던 사랑
510790 첫 사 랑
510737 첫 사 랑
509816 첫 사 랑
511314 첫 사 랑
509426 첫 사 랑
509095 첫 정
510783 첫눈이 온다구요
509414 첫사랑 때문
때문에
510537 첫사랑의 눈물
510862 첫사랑의 생일
510450 청 혼
509974 청 혼 가
509810 청바지 아가씨 (remake)
511985 청제비가 종알대요
509360 청춘 시대
510448 청춘예찬
510702 청포도
청포도 고향
509882 체념을 위한 미련
미련
511689 체조놀이
511176 초 대
510812 초 원
510648 초대받고 싶은 남자
511408 초련
511588 초록 바다
510114 초병
초병의
의 노래
509499 초원의 사랑
509172 촛불 켜는 밤
510053 최진사댁
진사댁 셋째 딸
510072 최후의 5분
5분
511437 추 석 날
Cali Karaoke

Artist/Lyric
김동률

천일 동안 난 우리의 사랑이 영원할 거라...
Dj freddy

나를 진정 원하시면 언제든지 널 따라가겠어 내...
우리는 천하무적 멍멍기사 늠름하고 당당한...
이봉조

낯설은 남남 간에 너와 내가 만난 것은 가난해도...
김석희

철없는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었지 미움도 모르는...
김창환

오늘 내게 이런 말을 물어봤지 나의 첫사랑이 바로...
이경섭

해질 무렵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아이들이 모두...
잠이 들때면 달빛에 적신 너의 모습을 생각하지...
임현정

햇살처럼 눈부시게 다가와 나를 깨우던 그대는...
박성훈

사랑하던 님 미워하던 님 떠나가면 그만인 것을...
박성훈

잊어야 하기에 가슴은 아파도 미련 없이 잊을래요...
이정석

슬퍼하지 마세요 하얀 첫눈이 온다구요 그때...
송운선

아니야 아니야 미워서도 아니야 싫어서도 아니야...
안길웅

사랑이 뭔지 몰라도 이별이 뭔지 몰라도 남 몰래...
김민식

그대 아름다운 생일날 종소리 울리는 저녁 하얀...
김현철

말할 거예요 이제 우리 결혼해요 그럼 늦은 저녁...
박진영

그대가 나와 결혼을 해 준다면 니가 나의 부인이 돼...
청바지의 어여쁜 아가씨가 날 보고 윙크하네 처음...
류영섭

지지배배 지지배배 청제비가 종알대요 처마밑의...
유영선

그래 바람이 될 순 없어 그래 낙엽이 될 순 없어 저...
이승환

하고 싶던 일도 많던 비좁던 내 하루 꾸지람과...
정진성

청포도 익어 오는 우물가 샘터는 수줍은 아가씨가...
이승환

한없이 기쁘고 그만큼 슬프던 우리들 얘기하고...
앞으로 펴굽혀 짝짝짝 옆으로 펴굽혀 짝짝짝 위로...
박진영

오늘을 기다렸어 이런 밤이 오기를 그대와 단...
정민섭

외로운 가슴속에 스며드는 빗소리 마지막...
한 여자를 사랑한 남자가 외로움을 뒤에 감추고...
김창환

난 그냥 좋았어 니 앞에만 서면 요즘 내가...
초록빛 바닷물에 두손을 담그면 초록빛 바닷물에...
신태관

땀 내음 물씬 나는 구릿빛 용사들 오늘도 참호 속에...
김호

안녕하며 떠난 그 님이 초원에서 만난 그 님이...
이현우

나 이 밤 그댈 잊지 못해 촛불을 켭니다 내 창가에...
외국곡

건너 마을에 최진사댁에 딸이 셋 있는데 그...
최창권

숨막히는 고통도 뼈를 깎는 아픔도 승리의...
팔월이라 추석날은 즐거운 명절 밥 먹고 대추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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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09534 추 억
509469 추 억 1
510233 추남 시대
510404 추락 천사
510416 추억 속의 재회
509500 추억속의 그대
509501 추억의 발라드
509283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509291 추억이 같은 이별
이별
슛돌이
이
509342 축구왕 슛돌
509624 축제의 노래
509375 축하합니다
합니다
510052 춤을 추어요
511658 춤을 추자
509347 춤추는 첫사랑
510252 충고 한마디
한마디 할까?
진담
510320 취중 진
담
509438 취직이 되어
511679 친구들아 춤추세
510371 친구들아 춤추세
509136 친구라 말할
말할 수 있는 건
511692 친구랑
509872 친구를 위해
509134 친구야 친구
511822 친구에게
509671 친구에게
510362 친구에게
510722 친구와 연인
510715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
사랑했네
511330 친구
친구처럼
처럼
510049 침 묵
기록
510803 침묵의 기
록
509504 카멜레온
511180 카스바의 여인
다운
510517 카운트 다
운
Cali Karaoke

Artist/Lyric
이필원

추억이 흘러 내려 내 맘에 젖어 있네 쌓여진...
조규찬

나에게서 멀어진 건 거짓 없는 그대 사랑일 뿐 난...
주영훈

오늘 난 정말 신이 나는 얘길 하나 들었어 요즘...
The Band

Make it Make it Make it Cool 태어났지 넌 피곤한...
조용필

지나치는 어둠속에서 긴머리 낯선 그 모습...
윤상

희미해지는 지난 추억 속의 그 길을 이젠 다시 돌아...
김지환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걸어가요 잃어 버린 추억을...
송시현

가물 거리는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오 끝내 이루지...
손무현

바람은 왜 내게 쓸쓸하다 했을까 어차피 헤매이다...
마상원

슛 볼은 나의 친구 볼만 있으면 난 외롭지 않네 슛...
외국곡

달무리 지는 창문을 열면 싱그런 바람 꽃 내음 속에...
외국곡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Oo을 축하합니다...
강승식

함께 춤을 추어요 행복한 춤을 추어요 멀리 사라진...
트위스트 트위스트 짝짝짝 트위스트 트위스트...
외국곡

내 가슴을 울게 하던 내 사랑이여 그대 멀리...
조규찬

요즘 너무 힘이 든다는 너의 하소연을 들었지 우우...
김동률

그래 난 취했는지도 몰라 실수인지도 몰라...
이태헌

졸업의 기쁨에 젖은 날에도 취직의 걱정들은 남아...
친구들아 춤추세 손과 손을 잡고 팔꿈치 들고서...
미상

친구들아 춤추세 손과 손을 잡고 팔꿈치 들고서...
신성우

나 어릴 적 뛰놀던 놀이터에 회색 건물이 들어서...
돌아서 손뼉 치세요 돌아서 인사 하세요 오른팔...
김성연이태섭

하늘 위로 날아가는 새들은 자유로운 날개짓을...
이복윤

여보게 친구 웃어나 보게 어쩌다 말다툼 한번...
우리 지금 헤어져 있지만 다시 만날수 있겠지 우리...
손진태

우리는 오랜 친구는 아니지만 왠지 정이 든 것 같아...
이현도

언제나 내 곁에 숨쉬던 너 어떻게 더 이상 없는...
정석원

넌 언제나 내게 잃어버리긴 싫다고 감미로운...
이승철

사릴라릴라 우우우아아아 라릴라릴라 눈 오는...
김덕윤

내겐 친구지만 다른 여자들에겐 너도 남자인 걸 넌...
최희선

아무 말도 하지마 나는 너무 지쳤어 자꾸 나를...
이승환

왜 나를 떠나보내냐고 맘에도 없는 물음에 내 오랜...
김정일

가까이 다가와 향기만 주고서 차갑게 변해버린...
이호섭

담배 연기 희미하게 자욱한 카스바에서 이름마저...
주영훈

너 위한 내 마음 더 이상 열 수 없어 다시 시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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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11967 카츄샤
페리호
510863 카페리
호
509321 칵테일 사랑
511767 캔 디
510631 캣츠 아이
511196 커 플
509037 커피 한잔
한잔
한잔
509782 커피 한
잔과 당신
509506 커피 향기의 오후
511642 코 끼 리
510591 코 끼 리
511729 코끼리와 거미줄
거미줄
510169 코리아 환타지 (아쉬
(아쉬운 이별
이별)
510321 콩 깍 지
511582 쾌지나 칭칭
q)
509884 큐 ((q
시험
510319 큐피드의 시
험
510274 큐핏
큐핏트
트의 화살
511409 크로스
510420 크리스마스에는
511936 크신 주께
510055 클레멘타인
511560 클레멘타인
509576 키 작은 하늘
509302 키다리 미스터
미스터 김
509502 킬리만자로의 표범
표범
510654 타 인
510872 타 인
510959 타 임
509954 타 잔
511507 탄 일 종
510698 탄금대 사연
510387 탈 렌 트
511937 탕자처럼
510301 태 극 기
Cali Karaoke

Artist/Lyric
하얀 배꽃 아득한 하늘 연한 파도 굽이쳐흘러...
남국인

아 무정한 카페리호는 내 님을 싣고 떠나네 갈매기...
김선민

맘 울적한 날엔 거리를 걸어 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박재성

유난히 나를 잡던 그날 밤 너를 떠나지 않는 건데...
마경식

예전보다 지금 니가 더욱 괜찮을 거야 허전했던...
신중현

커피 한잔을 시켜 놓고 그대 올 때를 기다려봐도...
신현대

하늘은 가슴속에서 항상 떠있고 세월은 언제나...
신동우

아 아 커피 향기에 잠시 너의 모습이 떠올라 내가...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과자를 주면은 코로...
지니

내 여자 친군 너무 코끼리를 좋아하지 오늘도...
한마리 코끼리가 거미줄에 걸렸네 신나게 그네를...
민치영

눈물 어린 눈망울을 감추며 떠나야 한 난 너무나...
정석원

연인이 생기게 됐을 때부터 주위를 대하는 법...
쾌지나 칭칭나네 청천하늘엔 잔별도 많고 쾌지나...
김희갑

너를 마지막으로 나의 청춘은 끝이 났다 우리의...
이재성

혼자서 정한 너만의 규칙으로 나를 시험하려고...
김선민

그대 이제 상심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몸 이 젖어라...
주영훈

이젠 나의 맘을 막을수가 없어 너의 그를 사랑하게...
이승환

내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한 순간들은 항상 내...
크신 주께 찬송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외국곡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채 고기 잡는...
깊은 계곡 광산마을 동굴집이 있었네 늙은 아빠...
서영진

무거워진 발걸음이 힘에 겨워 회색빛 하늘만...
황우루
황우루

키다리 미스터 김은 싱겁게 키는 크지만 그래도...
김희갑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 거리는 하이에나를...
윤일상

오오 영턱스 오야 책디스 책책원 오오 영턱스 오야...
장욱조

가슴은 눈물 속에 젖어 버리고 이별은 시작...
박재완

길을 걷다 우연히 널 마주치게 되면 나는 아무 말도...
윤도현

내가 아주 어릴 적에 난 많은 꿈을 꾸었지 말도...
탄일종이 땡 땡 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백봉

탄금정 굽이 돌아 흘러가는 한강수야 신립장군...
윤일상

천사의 탈을 쓴 악마를 보았니 친구의 연인 인살...
탕자처럼 방황할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런...
강산에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습니다 하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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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09439 태 양
509348 태 평 가
511266 태권v
511715 태극기
태양과
510745 태양
과나
511193 태양
태양은
은 사라져
사라져도
509010 터
509694 텅 빈 객석
510582 텅 빈 거리에서
511643 텔레비젼
레비젼
509041 텔레파시
509394 토 함 산
511699 통통통
510168 퇴색돼 버린 사랑 앞에
509511 투 유 (to You)
509992 투 정
511095 특급 작전
511533 티리
티리톰
톰바
510981 티파니에서 아침을
509039 파 도
511567 파 도
509084 파 초
511438 파란 가을 하늘
511547 파란 마음
마음 하얀
하얀 마음
마음
510130 판도라의 상자
아줌
511087 팔도 아
줌마
511531 팽이치기
511410 페스티발
페스티발
510988 편 지
511411 편지
511259 편지할게요
510713 포구의 인사
509776 포기하지 마
509663 포플러나무 아래
511214 폭 풍
Cali Karaoke

Artist/Lyric
이봉조

찬란한 태양 밤이 오지 않도록 쉬지 말고 영원히...
민요

짜증은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내어서 무엇하나...
perry

일어나라 일어나라 힘을 내라 어서 눈을 떠라 눈을...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하늘높이 아름답게...
박춘석

장미보다 새빨간 푸른 하늘의 태양 언젠가는 황혼...
정민섭

바람이 불면 손목을 잡아주던 님 나 혼자만을...
한돌

없이 오천년을 살았네 모진 바람을 다 이기고 이...
윤재필

모두 떠나 버린 뒤 텅 빈 객석을 보며 내 지내온...
정석원

내 곁에 머물러줘요 말을 했지만 수많은 아픈 말을...
텔레비젼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김창남

오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옷깃만 스쳐도 우린...
송창식

토함산에 올랐어라 해를 안고 앉았어라 가슴속에...
통통통통 털보 영감님 통통통통 혹부리 영감님...
손무현

혼자 되는 게 싫어 나를 붙잡지 말아 줘 지나갔던...
서영진

어두운 내 창가에 비는 내리고 돌아서는 나의...
안성준

세상엔 말로 할 수 없는 게 있잖아 너무 투정...
주영훈

난나나 나나나나나 난나나 나나나나나 그 동안...
금빛 태양빛이 바다에 떠올라 붉은 돛을 올리면...
신명호

우유빛 커튼 나풀거릴 때 잠이 든 그대 빰에 키스를...
김영광

파도가 밀려가고 갈매기가 울던 날 나의 사랑은...
파도는 파도는 하루종일 쏴아쏴 읍내가신...
유영선

불꽃처럼 살아야 해 오늘도 어제처럼 저 들판에...
파란 가을 하늘 아래 단풍잎을 밟으며 바구니...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여름엔...
송경호이병훈

텅 빈 방안 가득 혼자만의 기다림 익숙해질까 봐...
남국인

안녕 반가워요 또 만나서 기뻐요 팔도강산 어디를...
채를 감아 던지면 꽂꽂하게 서서 뱅글 뱅글 뱅글...
주영훈

이제는 웃는거야 Smile Again 행복한 순간이야...
안정훈

생각하면 할수록 눈물나는 이유는 널 잊지 못하는...
최준영

너무 미안해 이럴수 밖에 없는 날 원망하지마 나도...
김형석

꼭 편지할게요 내일 또 만나지만 돌아온 길엔 언제나...
이봉룡

포구의 인사란 우는게 인사더냐 합포만 떠나가는...
주영훈

다 포기하지 마 또 다른 모습에 나 살기 위해...
이혜민

포플러나무 아래 나만의 추억에 젖네 푸른 하늘이...
이현도

I will tell you where to find key to open your new lif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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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11480 퐁당 퐁당
511568 푸 르 다
509361 푸르른 날
511571 푸른 잔디
510703 풀 피 리
509551 풀잎 이슬
510946 풍 경
511593 풍 년 가
509114 풍 선
510250 풍요 속 빈곤
509962 프로와 아마추어
509904 프로
프로포
포즈
509818 프로포
프로포즈
509749 프로포
프로포즈
510684 프로
프로포
포즈
511335 프리마돈나
라스틱
510012 플라스
틱 신드롬
511644 플로네의 모혐
모혐
511672 피노키오
509995 필 승
510759 필 요
510106 필요한 건 시간일 뿐
509809 핑크 팬더
511128 하 나
509634 하 늘
509827 하 루
510236 하고 싶은 말이 없다
511311 하나 되어
509561 하나 둘 셋 (tv 유치원)
511837 하나가 되자
510949 하나의_사랑 ('사랑'_삽입곡)
511456 하늘 끝까지
511911 하늘 영광 내맘에 임했네
511823 하늘나라 동화
하늘땅
510773 하늘
땅 별땅
Cali Karaoke

Artist/Lyric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푸른푸른 푸른산은 아름답구나 푸른산 허리에는...
송창식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
풀냄새 피어나는 잔디에 누워 새파란 하늘가...
박시형

산딸기 익어가는 뒷동산에서 풀피리 꺽어불며...
김희갑

새벽 안개 걷히면 님이 오시려나 바람 소리 그치면...
윤일상

사랑 상쾌한 숨결로 날 잠들게 하던 사랑 그건 내게...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금수강산에 풍년이 왔네...
김성호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엔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박재철

항상 네 주위엔 수많은 남자들의 행렬 너의...
최준영

나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 너가 나를...
김영석

너만을 위한 내 솔직했던 말도 너에게 전해줄 자신...
백종우

아하 아아아 아아 아아아아 아하아아 아아아 아아...
최수정

범범범 범범범 범범범 범범범범 범범범 범범범...
박정원

넌 언제나 나에게 우정 이상도 아닌 이하도 아닌...
주영훈

내게 와요 언제나 기다려요 그대라면 난 모두 이룬...
김종서

세상 모든 걸 다 가지려 하지 마 꿈은 꿈대로 남겨...
빨간 꽃잎 머리꽂은 예쁜 소녀 플로네 바닷바람...
똑딱 똑딱 뚝딱 뚝딱 나무인형 피노키오...
서태지

난 버림받았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보기 좋게 차인...
김태환

10원이 모자라서 걸었어 고맙게 비까지 내렸었던...
윤상

날 그냥 내버려둬 변명 따윈 필요 없어 어차피...
조성욱

달려간다 우리 친구 핑 핑크 팬더 핑크 핑크 팬더...
고성진

우리 헤어져 살아간다면 내가 이 세상에 없기...
고개를 들어 맑은 눈으로 하루에 한번씩 하늘을...
조동익

쭈루쭈쭈쭈 쭈루쭈쭈쭈 주루쭈루 루쭈쭈루...
이영훈

이렇게 그대 떠오르는 것은 기억이 아득하지...
최준영

뜻하지 않은 아픔을 겪었어 너무 앞만 보고 달렸던...
친구야 손잡고 하나 둘 셋 엄마도 아빠도 하나 둘...
저높은 하늘을 바라보라 저넓은 벌판을 달려보라...
김지환

가슴속에 차 오르는 그대 이렇게 외면하진 마 나는...
한계단 오르면 엄마 얼굴 두계단 오르면 아빠 얼굴...
오 정말기쁘고 즐거운날 내 어이 잊으리요...
동산위에 올라서서 파란하늘 바라보며 천사얼굴...
이경섭

니가 마른 여잘 좋아한다해서 힘든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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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10291 하늘만 허락한 사랑
510943 하늘색 꿈
511178 하늘이여
509343 하늘이여
스(오르
오르페
510427 하데스(
오르
페우스의 눈물)
511304 하루 아침
510390 하루살이
509026 하얀 겨울
510299 하얀 꿈 하얀
하얀 사랑 (아이싱
(아이싱 주제가)
509082 하얀 나비
나비
509704 하얀 노래
509101 하얀 원피
원피스
510890 하얀 전쟁
509344 하와이 연정
연정
509542 하와이
하와이안
안 훌라 아가씨
511418 학 교
510051 학 도 가
510626 학원
학원별
별곡
509716 학창 시절
511412 한
510506 한 걸음 더
눈먼
먼사람
511939 한 눈
509083 한 송이 꿈
509683 한 줄기 사랑
509351 한강수 타령
511623 한글날 노래
510876 한번쯤 아니
아니 두번쯤
511554 한오백년
오백년
510896 할 수 있어
511940 할수있다 하신
하신 이는
510723 할아버지와 수박
수박
510098 함 께
511062 함 께
들어오
오는 날
511843 함 들어
511506 함 박 눈
Cali Karaoke

Artist/Lyric
김형석

내가 느낀 그를 향한 이끌림 사랑이 아니기를 나는...
최광수

아침 햇살에 놀란 아이 눈을 보아요 파란 가을...
권석홍

아마 모를 거야 주위의 반대 속에 우리 사랑...
김학래

하얀 별 쏟아지는 창밖을 보며 두손 모아 촛불 켜고...
윤상

믿은 적 없었지 기적 따위 모두 거짓말일 뿐...
한대수

하루 아침 눈을 뜨니 기분이 이상해서 시간은 열...
최철호

이젠 내 작은 날개로 너만을 안을 수 있다면 내겐...
오동석

언제부터인지 그댈 멀게 느낀 건 다른 누군가와...
서영진

난 놓칠 수가 없어 나의 가슴속에 아주 소중한 사랑...
김정호

음 생각을 말아요 지나간 일들은 음 그리워 말아요...
김영식

스쳐 가듯 부드러운 풀 내음을 기억하니 촉촉하게...
원희명

하얀 원피스 입은 저 여자 저기 가는 저 여자 야윈...
신인수

흰눈이 내려와 하늘도 내려와 기다린 오늘이...
길옥윤

사랑이란 즐겁게 왔다가 슬프게 가는 것 훌라 춤에...
김부해

카네이션 꽃잎 피고 지는 달빛 푸른 호놀룰루에...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미상

청산속에 묻힌 옥도 갈아야만 광채 나네 낙락장송...
이윤상

Ah rise up do not mess around the time is up Gotto...
이현석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둘러 메고 피곤한 눈으로...
김준환

내안에 갇혀 확갇혀 가라가라 갇혀 확갇혀 사랑...
윤상

숨가쁘게 흘러가는 여기 도시의 소음 속에서 빛을...
한 눈먼사람이 소리쳤네 한 눈먼사람이 소리쳤네 한...
정태춘

안녕이란 말 대신 사랑한다고 했지 떠나간지...
박춘석

한 줄기 나의 마음 그대를 사랑하고 기다리는 나에게...
민요

한강수라 깊고 얕은 물에 수상선 타고서 에루화...
강산도 빼어났다 배달의 나라 긴 역사 오랜 전통...
유정연

모든 일이 내겐 힘겨워 언제나 넌 내게 말하지만...
뒷동산 후원에 단을 모으고 우리 부모님...
이용민

할 수 없어 널 사랑한다는 말 또 널 그리워 한단 말 니...
할수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강산에

할아버지 그 하얀 수염 쓰다듬으시며 언제나 이웃...
앤디서
앤디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신현우

Yeah 함께 있어 언제나 그대 곁에 있어 Oh On and...
둘째 언니 함오는 날 두팔벌려 맞는 우리대문...
흰눈이 펄펄 내린다 앞산과 뒷산에 함박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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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Artist/Lyric
511942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아버지집 내아버지집 내아버지집...
안지홍
있으면
510530 함께 있으
면 좋을 사람
사람 (고스트
(고스트맘마 삽입곡) 함께 있으면 좋을 사람 함께 있을 수 없어 우리...
510529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곳으로
510746 항구의 선술집
일번
509524 항구의 일
번지
511022 해 결 사
511756 해바라기
510676 해변의 여인
509441 해야 해야
510849 해에게서 소년에게
511459 해와 비
510232 해피엔딩
피엔딩 (happy Ending)
511461 햇볕은
햇볕은 쨍쨍
511945 햇빛보다 더 밝은곳
510401 햇살 나무
510672 행 복
509052 행 복
511064 행 운 아
510070 행군의
행군의 아침
510595 행복 만들기
510793 행복
행복한
한 나를
사람
람
509176 행복한
행복한 사
511159 향 수
509173 향 수
510637 허리케인 박
수아비
아저
511471 허수아
비아
저씨
511645 허클베리핀
511305 헤라의 질투
질투
510239 헤어지는 기회
기회
510203 헤어지는 기회
기회
510581 헤어지던
어지던 날
510855 헤어진 다음
다음 날
511413 헤어진 후에
509867 헤어짐 하나
510209 현 에 게
Cali Karaoke

신훈철

아니겠지 아닐 거야 믿을 수 없어 그래 우린 잠시...
박시춘

부어라 마시어라 이별의 수란 잔위에 찰랑찰랑...
김정일

가슴이 답답해서 돌아왔네 마음이 울적해서 또...
유영진

You never give up you more passion easy come...
햇님 닮은 해바라기 햇님 따라 맴도네 어제도...
윤일상

와우 여름이다 이게 뭐야 이 여름에 방안에만...
김학래

하늘을 바라보며 청춘을 생각하네 바람이...
신해철

눈을 감으면 태양의 저 편에서 들려오는 멜로디...
해가 나면 해바라기 벙글 벙글 좋아서 웃음 웃고...
정재윤

처음 만났었지 느낌이 이상했어 너무 나도 오래된...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모래알로 떡해놓고...
햇빛보다 더 밝은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곳...
김명곤

꽃 봉오리 열리듯 내 마음 열 수 있다면 엄마 향한 이...
장용진

한 번도 난 너를 잊어본 적 없어 오직 그대만을...
이수만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모든 것을 못본척 눈 감으며...
김준환

행운아야 넌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숨을 쉬고...
김동진

동이 트는 새벽 꿈에 고향을 본 후 외투 입고 투구...
유건형

내겐 여자 친구가 하나 생겼지 내 마음에 쏙들어...
박근태

몇 번인가 이별을 경험하고서 널 만났지 그래서 더...
조동진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아 그러나 당신은...
조병석

짧게 깎은 머리와 같은 교복에도 서로 다른 멋을...
김희갑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 대는 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랜만에 만난 그녀...
하루 종일 우뚝 서있는 성난 허수아비 아저씨...
허클베리핀 허클베리핀 허클 허클 베리핀 앞니...
윤허민

우리 만났었던 같은 그 자리에 넌 같은 표정으로...
박근태

지금 너의 생각을 다시 내게 말해 줘 흔들리는 너의...
박근태

벌써 몇 일 동안 전화 한 통 없던 너 여서 오늘...
최준영

헤어지던 날 몹시 울었어 다른 사랑에 내가...
김홍순

그대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아무렇지도 않았나요...
최성빈
최성빈

미안해 그런 표정은 짓는게 아니였는데 어쨋든...
느낄 수 있어 너의 마음을 날 바라보는 너의 눈빛이...
신동우

어느 날 너는 너다운 마지막 인사로 또다시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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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09179 현 해 탄
510600 현명한 선택
511619 현충일 노래
511414 호기심
509068 호랑이 선생님
510050 호반의 벤취
511659 호키 포키
아줌
509529 호호 아
줌마
509709 혼 자 서
511092 혼자 한 사랑
아님
510101 혼자가 아
님을
510089 혼자만의 겨울
509934 혼자만의 사랑
509076 혼자만의 사랑
509903 혼자만의 사랑 (tv City)
509452 혼자만의 사랑 (종
(종합 병원)
509609 혼자만의 슬픔
509569 혼자서도 잘해요
509177 혼자이고 싶어요
509212 혼자이고 싶어요
509652 홀로 가는 길
510097 홀로 서기
509437 홀로된 사랑
510680 홀로서기
510048 홍콩 아가씨
509085 화
511824 화 가
509061 화려한 날은 가고
511522 화음 삼형제
511415 화이
화이트
트(white)
510218 환 생
510406 환상 체험
511646 황금박쥐
509774 황소 걸음
509470 황제를 위하여
Cali Karaoke

Artist/Lyric
원희명

입술 자국만 유리잔에 덜렁 남겨놓고 지금쯤 그...
곽영준

왜 나를 포기했는지 이젠 알았어 정말 나보다 예전...
겨레와 나라 위해 목숨을 바치니 그 정성 영원히...
춘향이 이도령 첫사랑 고귀한 사랑의 결정판...
김도향

얼굴은 무서워도 마음은 따뜻하여 언제나...
황문평

내 님은 누구일까 어디에 계실까 무엇을 하는 님일까...
다같이 오른손을 안에 넣고 오른손을 밖에 빼고...
방글방글 아줌마 투덜투덜 아저씨 아줌마가...
이남우

이제 다시는 볼 수가 없네 사랑했던 그대의 모습...
최규성

너의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사랑이라고 느끼고...
조웅

밤새 더 길어진 어둠하나이니 나는 고독할 수밖에...
윤상

기억할 수 있겠니 지난날들의 수많은 꿈들을...
신상근

나에게 네가 주었던 아무 의미 없는 말들 그런 널...
천성일

스파바브바 브브브 나느나느 스테이느 나이...
김동성

힘들때 나에게 기대오는 너를 편안하게 해 주고...
외국곡

이젠 너의 모든 것을 지워야겠지 더 짙은 어둠의 숲...
위종수

가만히 웃으며 그대는 날 보고 있네 아주 오래된...
꺼야 꺼야 할거야 혼자서도 잘 할거야 예쁜 짓 고운...
이유림

미련 두지 말아요 이미 끝난 일인데 시간이 가기...
김지환

그대 내게 가까이 있어도 난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남화용

나는 떠나고 싶다 이름 모를 머나먼 곳에 아무런...
김창환

모든 게 그렇듯 다 생각하기 나름이지 니가 날...
안현진

홀로인듯한 외로움 달랠 길 없어 달랠 길 없어...
유정연

One time two time three time One time two time...
이재호

별들이 소근대는 홍콩의 밤 거리 나는야 꿈을 꾸는...
백순진

반지같이 동그란 너의 얼굴 그리며 오늘도 젖은...
맑게 개인 공원에서 턱수염난 화가 아저씨 나비가...
조정열

멀어져 가네 나의 꿈도 가네 잡을 수 없는 푸르른...
우리 모두 다같이 화음 공부 해보자 도미 솔미 도미...
김석찬

너도 오늘만은 기억하고 있겠지 벌써 만난지도...
유희열윤종신

아 아아 아아 아아 아 아 아아 아아 아아 아 아 다시...
박근태

마음이 두근두근 가슴이 조마조마 첫눈에 널 보고...
황금박쥐 어디 어디 어디에서 나타났나 황금박쥐...
이형기

서둘러 모든일 뜻대로 잘될까 조급한 마음에...
박인호

친구여 잔을 받아라 이 잔은 우정의 잔 나 싫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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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D Song Title
509471 황제의 꿈
510044 황포돛대
510891 회 상
510433 회 상
509349 회전 목마
509528 효녀 심청
심청
509676 효녀 심청
심청 (d)
511177 후
510617 후 애
510696 후 회
509203 후래쉬맨의 사랑
510831 후회 없는 사랑
510249 후회 없는 사랑
509821 후회 없는 이별
이별
509868 훈련소로 가는 길
511749 훌랄라 폴카
510118 휘날리는 태극기
511956 휘파람
511423 흉내내기
내내기
510417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510813 흑 점
509737 흔들리는 도시
509844 흔들리지 마
511899 흔들리지 않네
511416 흔들린 우정
511947 흙으로 사람
사람을 지으
지으사
509966 흥보가 기가 막혀
510042 희 망 가
509135 희 야
510957 희망이 있다
511479 흰 구 름
511544 흰 구 름
510115 힘찬 전진

Cali Karaoke

Artist/Lyric
조병석

아직도 나에겐 꿈이 있어 그냥 이렇게 멈출 순 없어...
백영호

마지막 석양 빛을 기폭에 걸고 흘러가는 저 배는...
윤일상

겨울 오며는 우리 둘이서 항상 왔었던 바닷가 시린...
김창훈

길을걸었지 누군가 옆에있다고 느꼈을 땐 나는...
강은철

밀려간 계절에 인적 없는 바닷가 지난 날 웃음은...
전오승

공양미 삼백석에 제물이 되어 앞 못보는 부친님과...
전오승

공양미 삼백석에 제물이 되어 앞 못 보는 부친님과...
Olver Sea

눈가에 가득 고인 눈물을 애써 참아냈던 나 그런...
한창훈

너 취한 모습으로 다시 날 찾아오면 떠난 나는...
최준영

아니길 바래 믿을 수가 없어 네가 떠나가다니 나...
조형곤

헤어지면 금방 보고 싶겠지 어느곳에 있는지 알고...
안정훈

두 번 다시는 만나지 않겠어 마음 아프지만 늦지는...
안정훈

두 번 다시는 만나지 않겠어 마음 아프지만 늦지는...
양문성

아무런 말없이 너를 떠난다고 나를 미워해도 좋아...
유정연

넌 내가 힘들어할까 걱정스런 눈빛이지만 아냐 나도...
모두 모여라 손목을 잡고 흥겹게 모두 춤을 추자...
육군

휘날리는 태극기는 우리들의 표상이다 힘차게...
어제 밤에도 불렀네 휘파람 휘파람 벌써 몇달째...
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 나팔을 불며 앞으로 갓...
김창기

비가 내리면 음 나를 둘러싸는 시간의 숨결이...
정민섭

아름다운 그 입술이 눈물에 젖어 흐느끼며...
Mcken

오 오오오 오오오 아 아아아 아아아 오 오오오...
에릭리

예전엔 몰랐어 사랑이라는 건 지키는게 더...
예수는 내 구주 나의 참소망 그의 사랑 은총 나를...
김창환

아냐 이게 아닌데 왜 난 자꾸만 친구의 여자가...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정홍철

얼수 헛 헛 헛 헤이야 헛 헤이야 헛 헤이야 하...
고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양홍석

희야 날 좀 바라봐 너는 나를 좋아했잖아 너는 비록...
안치환

내가 심고 가꾼 꽃나무는 아무리 아쉬워도 나 없인...
미류 나무 꼭대기에 조각 구름 걸려있네 솔바람이...
두둥실 흰구름 멀리 떠가네 우리 누나 좋아하던...
김호남

아름다운 조국의 저 산하에 오늘도 태양은 힘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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