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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명 게임명 에뮬cfg 언어

ggisuka 길티기어 ISUKA Atomiswave

ggx15 길티기어 X Ver.1.5 Atomiswave

ngbc 네오지오 배틀 콜레세움 Atomiswave

demofist 데몰리시 피스트 Atomiswave

dolphin 돌핀 블루 Atomiswave

rumblef2 럼블 피쉬 2 Atomiswave

mslug6 메탈슬러그 6 Atomiswave

fotns 북두의 권: 심판의 쌍창성 권호열전 Atomiswave

blokpong 블록 퐁-퐁 Atomiswave

samsptk 사무라이 스피리츠 천하제일검객전 Atomiswave

basschal 세가 배스 피니싱 챌린지 Atomiswave

srtshot 스포츠 슈팅 USA Atomiswave

kov7sprt 신 삼국전기 - 칠성전생 Atomiswave

xtrmhnt2 익스트림 헌팅 2 Atomiswave

kofxi 킹 오브 파이터즈 XI Atomiswave

kofnw 킹 오브 파이터즈 네오 웨이브 Atomiswave

ftspeed 패스터 댄 스피드 Atomiswave

1941 1941: 카운터 어택 EKMAME

1943kai 1943 카이: 미드웨이 해전 EKMAME

1943 1943: 미드웨이 해전 EKMAME

1944 1944: 루프 마스터 EKMAME

19xx 19XX: 운명과의 전쟁 EKMAME

2020bb 2020 슈퍼 베이스볼 EKMAME

64street 64번가 EKMAME

88games 88 게임즈 EKMAME

bballoon BnB 아케이드 EKMAME

djboy DJ 보이 EKMAME

gloc G-LOC 에어 배틀 EKMAME

gdarius2 G-다라이어스 EKMAME

jjsquawk J. J. 스쿼커즈 EKMAME

nbajamex NBA Jam EX EKMAME

nbajamte NBA Jam TE EKMAME

p47 P-47: 팬텀 파이터 EKMAME

sdfight SD 파이터 EKMAME

svcsplus SNK Vs. 캡콤 슈퍼 플러스 EKMAME

tx1 TX-1 EKMAME

mustang US AAF 무스탕 EKMAME

wwfmania WWF 레슬매니아 EKMAME

wwfwfest WWF 레슬페스트 EKMAME

wwfsstar WWF 수퍼스타즈 EKMAME

xmultipl X 멀티플라이 EKMAME

grdians 가디언즈 / 전신마괴 II EKMAME

karatblz 가라데 블레이저스 EKMAME

garogun 가로군 세로양 EKMAME

gaia 가이아 크루세이더 EKMAME

ganryu 간류 EKMAME

galaxyfg 갤럭시 파이트 - 유니버셜 워리어즈 EKMAME

gforce2 갤럭시 포스 2 EKMAME

galastrm 갤럭틱 스톰 EKMAME

turtshipk 거북선 EKMAME

getstarj 겟스타 EKMAME

jzth 결전천황 EKMAME

golgo13 고르고 13 EKMAME

g13knd 고르고 13 - 기적의 탄도 EKMAME

go2000 고스톱 2000 (한글판) EKMAME

gpilots 고스트 파일럿 EKMAME

goalx3 골! 골! 골! EKMAME

어트랙트모드 한방팩 1.12a 지원게임 리스트 (스팀게임 제외)    ※ 홈페이지 https://malio.tistory.com



goldnaxe 골든 액스 EKMAME

gaxeduel 골든 액스 - 더 듀얼 EKMAME

ga2 골든 액스 - 데스아더의 복수 EKMAME

kurikint 공리금단 EKMAME

wolffang 공아 2001 / 울프팡 EKMAME

stratof 공아 스트라토 파이터 EKMAME

bonkadv 구극!! PC 원인 EKMAME

mmaulers 구극전대 다단단 EKMAME

goonies 구니스 EKMAME

gradius 그라디우스 EKMAME

gradius2 그라디우스 2 - 고퍼의 야망 EKMAME

gradius3 그라디우스 3 - 전설에서 신화로 EKMAME

gradius4 그라디우스 4 - 부활 EKMAME

gberet 그린베레 EKMAME

fantjour 극상파로디우스 EKMAME

gladiatr 글라디에이터 / 황금성 EKMAME

gigawing 기가 윙 EKMAME

sdgndmps 기동전사 SD 건담 사이코 샐러맨더의 위협 EKMAME

msgundam 기동전사 건담 EKMAME

gundamex 기동전사 건담 EX 리뷰 EKMAME

lacrazyc 나아가라! 대전 퍼즐 구슬 EKMAME

nightstr 나이트 스트라이커 EKMAME

nslasher 나이트 슬래셔스 EKMAME

nitd 나이트메어 인 더 다크 EKMAME

nam1975 남-1975 EKMAME

legendos 내일의 죠 전설 EKMAME

ponpoko 너구리 EKMAME

kncljoe 너클 죠 EKMAME

neodrift 네오 드리프트 아웃 EKMAME

neomrdo 네오 미스터 도! EKMAME

neobombe 네오 봄버맨 EKMAME

turfmast 네오 터프 마스터즈 EKMAME

neocup98kt 네오지오컵 '98 (한글판) EKMAME

nrallyx 뉴 방구차X EKMAME

numanath 뉴먼 애슬레틱스 - 초인전기 EKMAME

machbrkr 뉴먼 애슬레틱스 2 - 마하 브레이커스 EKMAME

tnzs 뉴질랜드 스토리 EKMAME

tmnt 닌자 거북이 EKMAME

tmnt2 닌자 거북이 2 EKMAME

ninjamas 닌자 마스터즈 - 패왕인법장 EKMAME

nbbatman 닌자 베이스볼 배트맨 EKMAME

ninjaw 닌자 워리어즈 EKMAME

ncombat 닌자 컴뱃 EKMAME

ncommand 닌자 코만도 EKMAME

ninjakun 닌자군 EKMAME

shadoww 닌자용검전 / 쉐도우 워리어즈 / 닌자외전 EKMAME

ninjakd2 닌자키드 2 EKMAME

ninjak 닌자키즈 EKMAME

dariusg 다라이어스 외전 EKMAME

dynagear 다이나 기어 EKMAME

ddux 다이너마이트 덕스 EKMAME

dynduke 다이너마이트 듀크 EKMAME

dstlk 다크 스토커즈 EKMAME

darkseal 다크실 EKMAME

daimakai 대마계촌 / 구울 앤 고스트 EKMAME

sanjeon 대전! 산전수전 EKMAME

ddrj 댄스댄스 레볼루션 1집 - 인터넷 랭킹 버전 EKMAME

ddr2m 댄스댄스 레볼루션 2집 EKMAME

ddr3mk 댄스댄스 레볼루션 3집 (한글판 버전2) EKMAME

ddr4m 댄스댄스 레볼루션 4집 EKMAME



ddr5m 댄스댄스 레볼루션 5집 EKMAME

ddrmax 댄스댄스 레볼루션 6집 - DDR MAX EKMAME

ddrmax2 댄스댄스 레볼루션 7집 - DDR MAX 2 EKMAME

ddrextrm 댄스댄스 레볼루션 8집 - 익스트림 EKMAME

ddragon 더블 드래곤 EKMAME

ddragon2 더블 드래곤 2 - 복수 EKMAME

doubledr 더블 드래곤 대전 EKMAME

ddsom 던전&드래곤즈: 섀도우 오브 미스타라 EKMAME

ddtod 던전&드래곤즈: 운명의 탑 EKMAME

dunkmnia 덩크 매니아 EKMAME

doapp 데드 오어 얼라이브 ++ EKMAME

deadconx 데드 커넥션 EKMAME

dmnfrnt 데몬 프런트 EKMAME

demonwld 데몬스 월드 EKMAME

dsmbl 데스 스마일스 메가 블랙 라벨 EKMAME

dquizgo 데이트 퀴즈 GOGO (한글판) EKMAME

dquizgo2 데이트 퀴즈 GOGO EP2 (한글판) EKMAME

dondokod 돈 도코 돈 EKMAME

bldyror2 동물철권 2 / 블로디 로어 2 EKMAME

tkmmpzdm 두근 두근 메모리얼 대전 퍼즐 구슬 EKMAME

baddudes 드래곤 닌자 / 배드 듀디스 VS 드래곤닌자 EKMAME

dbreed 드래곤 브리드 EKMAME

dbz 드래곤볼 Z EKMAME

dbz2 드래곤볼 Z 2 - 슈퍼 배틀 EKMAME

dbzvrvs 드래곤볼 Z V.R.V.S. EKMAME

dragoona 드래군 마이트 EKMAME

rabbit 라미두 / 래빗 EKMAME

rabiolep 라비오 레퍼스 EKMAME

rastan 라스탄 사가 EKMAME

warriorb 라스탄 사가 3 / 워리어 블레이드 EKMAME

lresort 라스트 리조트 EKMAME

ridingf 라이딩 파이트 EKMAME

livequiz 라이브 퀴즈쇼 (한글판) EKMAME

lightbr 라이트 브링거 EKMAME

rambo3 람보 III EKMAME

rampage 램페이지 EKMAME

rmpgwt 램페이지 월드 투어 EKMAME

luckywld 럭키와 와일드 EKMAME

rungun 런앤건 EKMAME

rungun2 런앤건 2 EKMAME

redearth 레드어쓰 EKMAME

rsgun 레디언트 실버건 EKMAME

raystorm 레이 스톰 EKMAME

raycris 레이 크라이시스 EKMAME

rotd 레이지 오브 더 드래곤 EKMAME

rbisland 레인보우 아일랜드 EKMAME

othellos 렛츠 플레이 오델로 EKMAME

loderndf 로드러너: 디그 파이트 EKMAME

robocop 로보캅 EKMAME

robocop2 로보캅 2 EKMAME

robowres 로보트 레슬링 2001 EKMAME

rockman2j 록맨 2 : 파워 파이터즈 EKMAME

rthun2 롤링썬더 2 EKMAME

growl 루나크 / 그라울 EKMAME

lbowling 리그 볼링 EKMAME

le2 리썰 엔포서스 2 EKMAME

rbff1 리얼바웃 아랑전설 EKMAME

rbff2 리얼바웃 아랑전설 2 EKMAME

rbffspec 리얼바웃 아랑전설 스페셜 EKMAME

liquidk 리키드 퀴즈 EKMAME



ridgera2 릿지 레이서 2 EKMAME

makaimur 마계촌 EKMAME

mario 마리오 브라더스 EKMAME

mysticri 마법경비대 건호키 EKMAME

mshvsf 마블 대 스트리트 파이터 EKMAME

mvsc 마블 대 캡콤 EKMAME

msh 마블 슈퍼 히어로즈 EKMAME

marvland 마블랜드 EKMAME

pesadelo 마성전설 EKMAME

mmatrix 마스 메트릭스 EKMAME

mwalk 마이클 잭슨의 문워커 EKMAME

mpang 마이티 팡 EKMAME

hharry 망치맨 EKMAME

magmax 매그 맥스 EKMAME

maglord 매지션 로드 EKMAME

miexchng 머니 아이돌 익스체인지 EKMAME

megaman 메가맨 : 파워 배틀 EKMAME

megaman2 메가맨 2: 파워 파이터즈 EKMAME

pc_mman3 메가맨 3 (시간제 패미컴) EKMAME

metmqstr 메타모퀘스터 EKMAME

metamrph 메타몰픽 포스 EKMAME

metalb 메탈 블랙 EKMAME

mslug 메탈슬러그 1 EKMAME

mslug2 메탈슬러그 2 EKMAME

mslug3 메탈슬러그 3 EKMAME

mslug4 메탈슬러그 4 EKMAME

mslug5 메탈슬러그 5 EKMAME

mslugx 메탈슬러그 X EKMAME

momoko 모모코120% - 시집가는날 EKMAME

moremore 모아모아 (한글판) EKMAME

mfjump 몬스터 팜 점프 EKMAME

pengadvb 몽대륙 EKMAME

mnight 뮤턴트 나이트 EKMAME

mutantf 뮤턴트 파이터 EKMAME

midres 미드나이트 레지스탕스 EKMAME

mirninja 미래닌자 EKMAME

sailormn 미소녀 전사 세일러문 EKMAME

mrgoemon 미스터 고에몽 EKMAME

docastle 미스터 도의 성 EKMAME

mrdrillr 미스터 드릴러 EKMAME

mystwarr 미스틱 워리어즈 EKMAME

baryon 바리온 EKMAME

viostorm 바이올런트 스톰 EKMAME

renjuk 반짝반짝 오목게임 렌주귀족 (한글판) EKMAME

batman 배트맨 EKMAME

batmanfr 배트맨 포에버: 더 아케이드 게임 EKMAME

bgaregga 배틀 가레가 EKMAME

batcir 배틀 서킷 EKMAME

btoads 배틀 토드 EKMAME

vsav2 뱀파이어 세이비어 2: 뱀파이어의 제왕 EKMAME

vhunt2 뱀파이어 헌터 2 EKMAME

vamphalfk 뱀프½ EKMAME

bankp 뱅크패닉 - 은행강도 EKMAME

brival 버닝 라이벌 EKMAME

burnforc 버닝 포스 EKMAME

bublbobl 버블보블 EKMAME

bublbob2 버블보블 2 EKMAME

bubblem 버블보블 3 : 메모리즈 EKMAME

vfremix 버추어 파이터 1 리믹스 EKMAME

vfkids 버추어 파이터 키즈 EKMAME



bucky 벅키 오 헤어 EKMAME

mp_sor2 베어너클 II / 스트리트 오브 레이지 II EKMAME

barek3mb 베어너클 III / 스트리트 오브 레이지 III EKMAME

bstars2 베이스볼 스타즈 2 EKMAME

vendetta 벤데타 / 크라임 파이터즈 2 EKMAME

bnzabros 보난자브루스 EKMAME

thuntk 보물을 찾아라 (한글판) / 퍼즐&액션 산도알 EKMAME

bosco 보스코니안 EKMAME

boogwing 부기 윙즈 EKMAME

viewpoin 뷰포인트 EKMAME

breakrev 브레이커즈 리벤지 EKMAME

blkdgonk 블랙 타이거 (한글판) EKMAME

bmaster 블레이드 마스터 EKMAME

blazeon 블레이즈 온 EKMAME

blazstar 블레이징 스타 EKMAME

vigilant 비질란테 EKMAME

bmcompm2 비트매니아 컴플리트 믹스 2 EKMAME

bmfinal 비트매니아 파이널 EKMAME

bigfight 빅파이트 EKMAME

pasha2 빠샤빠샤 2 EKMAME

popeye 뽀빠이 EKMAME

puyopuy2 뿌요뿌요 2 EKMAME

puyosun 뿌요뿌요 썬 EKMAME

salamandj 사라만다 EKMAME

salmndr2 사라만다 2 EKMAME

jgakuen 사립 저스티스 학원 EKMAME

samsho 사무라이 쇼다운 EKMAME

samsho2k 사무라이 쇼다운 II (한글판) / 진 사무라이 스피리츠 - 하오마루 지옥변 EKMAME

samsho3 사무라이 쇼다운 III / 사무라이 스피리츠 - 잔쿠로 무쌍검 EKMAME

samsho4 사무라이 쇼다운 IV / 사무라이 스피리츠 - 아마쿠사 강림 EKMAME

samsho5 사무라이 쇼다운 V EKMAME

samsh5sp 사무라이 쇼다운 V 스페셜 / 사무라이 스피리츠 령 스페셜 EKMAME

sidearms 사이드 암즈 EKMAME

cyberlip 사이버 립 EKMAME

cybots 사이버 보츠 EKMAME

oscar 사이코닉스 오스카 EKMAME

psyforce 사이킥 포스 EKMAME

kovplus 삼국전기 1 플러스 (한글판) EKMAME

kov2p 삼국전기 2 - 군웅쟁패 / 삼국전기 2플러스 (한글판) EKMAME

kov3 삼국전기 3 EKMAME

shangha3 상하이 Ⅲ EKMAME

shangtou 상하이 삼국패투의 EKMAME

orlegend 서유석액전 EKMAME

orleg2 서유석액전 2 EKMAME

ssriders 선셋 라이더스 EKMAME

jchan 성룡 - 쿵후 마스터 EKMAME

svg 성마세기 - 스펙트럴 Vs. 제너레이션 (한글판) EKMAME

ultrchmp 세계횡단 울트라 챔피언 (한글판) EKMAME

goal92 세이부 축구 92 EKMAME

sexyparo 섹시 파로디우스 EKMAME

mp_sonic 소닉 더 헤지혹 EKMAME

mp_soni2 소닉 더 헤지혹 2 EKMAME

souledge 소울 엣지 EKMAME

sonson 손 손 EKMAME

solomon 솔로몬의 열쇠 EKMAME

solvalou 솔바로우 EKMAME

shocktr2 쇼크 트루퍼스 2 - 세컨드 스쿼드 EKMAME

altbeast 수왕기 / 얼터드 비스트 EKMAME

searchp2 숨은그림찾기 플러스 (한글판) EKMAME

shdancer 쉐도우 댄서 - 영의무 EKMAME



shadfrce 쉐도우 포스 - 변신닌자 EKMAME

suprmrio 슈퍼 마리오 EKMAME

pc_smb 슈퍼 마리오 브로스 (시간제 패미컴) EKMAME

pc_smb2 슈퍼 마리오 브로스 2 (시간제 패미컴) EKMAME

pc_smb3 슈퍼 마리오 브로스 3 (시간제 패미컴) EKMAME

nss_smw 슈퍼 마리오 월드 (시간제 슈퍼패미컴) EKMAME

supbtime 슈퍼 버거 타임 EKMAME

sb2003 슈퍼 버블 2003 EKMAME

sbishik 슈퍼 비시바시 챔프 (한글판) EKMAME

ssideki4 슈퍼 사이드킥 4 EKMAME

ssf2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II - 새로운 도전자 EKMAME

ssf2t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II 터보 EKMAME

sgemf 슈퍼 젬 파이터 미니믹스 EKMAME

suprtrio 슈퍼 트리오 EKMAME

spuzbobl 슈퍼 퍼즐 버블 EKMAME

spf2t 슈퍼 퍼즐파이터 II 터보 EKMAME

shangon 슈퍼 행온 EKMAME

superman 슈퍼맨 EKMAME

snowbros 스노우 브라더스 EKMAME

snowbro2 스노우 브라더스 2 / 날씨 파라다이스 EKMAME

plsmaswd 스타 글래디에이터 2 EKMAME

stadhero 스타디움 히어로 EKMAME

stadhr96 스타디움 히어로 96 EKMAME

swa 스타워즈 아케이드 EKMAME

strider 스트라이더 비룡 EKMAME

strider2 스트라이더 비룡 2 EKMAME

s1945p 스트라이커스 1945 플러스 EKMAME

streetsm 스트리트 스마트 EKMAME

sf 스트리트 파이터 EKMAME

sfex2p 스트리트 파이터 EX 2 플러스 EKMAME

kenseim 스트리트 파이터 II - 두더지 잡기 게임 EKMAME

sf2 스트리트 파이터 II - 월드 워리어 EKMAME

sf2ce 스트리트 파이터 II' - 챔피언 에디션 EKMAME

sf2m5 스트리트 파이터 II' m5 EKMAME

sf2m6 스트리트 파이터 II' m6 EKMAME

sf2m7 스트리트 파이터 II' m7 EKMAME

sf2m9 스트리트 파이터 II' m9 EKMAME

sf2koryu 스트리트 파이터 II' 강룡 EKMAME

sf2red 스트리트 파이터 II' 레드 웨이브 EKMAME

sf2hfj 스트리트 파이터 II' 터보 EKMAME

sfiii2n 스트리트 파이터 III 세컨드 임팩트 EKMAME

sfiii3n 스트리트 파이터 III 써드 스트라이크 EKMAME

sftm 스트리트 파이터 무비 EKMAME

sfa 스트리트 파이터 알파 EKMAME

sfa2 스트리트 파이터 알파 2 EKMAME

sfa3 스트리트 파이터 알파 3 EKMAME

strhoop 스트리트 후프 EKMAME

spy 스파이 - 스페셜 프로젝트 Y EKMAME

spidman 스파이더 맨 EKMAME

spcinv95 스페이스 인베이더 95 EKMAME

sharrier 스페이스 해리어 EKMAME

splatter 스플래터 하우스 EKMAME

speedspn 스피드 스핀 EKMAME

spinmast 스핀 마스터 / 미라클 어드벤처 EKMAME

suprslam 슬램 덩크 EKMAME

slammast 슬램 마스터즈 EKMAME

ringdest 슬램 마스터즈 2 EKMAME

shinobi 시노비 EKMAME

secretag 시크릿 에이전트 / 슬라이 스파이 EKMAME

matrim 신 호혈사일족 투혼 EKMAME



theglad 신검의 풍운 (한글판) EKMAME

ragnagrd 신황권 / 라그나가드 EKMAME

simpsons 심슨 가족 EKMAME

simpbowl 심슨 볼링 EKMAME

psychosj 싸이코 솔저 EKMAME

thndrbld 썬더 블레이드 EKMAME

thndrx2 썬더 크로스 II EKMAME

thndzone 썬더존 EKMAME

tfrceac 썬더포스 AC EKMAME

thoop2 썬더후프 스트라이크 백 EKMAME

3wonders 쓰리 원더스 EKMAME

arabianm 아라비안 매직 EKMAME

arabfgt 아라비안 파이트 EKMAME

garou 아랑 - 늑대의 표식 EKMAME

fatfury1 아랑전설 1 EKMAME

fatfury2 아랑전설 2 EKMAME

fatfury3 아랑전설 3 EKMAME

fatfursp 아랑전설 스페셜 EKMAME

rygar 아르고스의 전사 EKMAME

arcadian 아르카디아 / 래피드 히어로 EKMAME

armwar 아머드 워리어스 EKMAME

alpham2 아소 II - 라스트 가디언 / 알파 미션 II EKMAME

asurabus 아수라 버스터 - 영원한 전사들 EKMAME

asurabld 아수라 블레이드 - 왕조의 검 EKMAME

asterix 아스테릭스 EKMAME

astrass 아스트라 슈퍼스타즈 EKMAME

astyanax 아스티아낙스 EKMAME

outrun 아웃런 EKMAME

outfxies 아웃폭시즈 EKMAME

imsorry 아임쏘리 EKMAME

akatana 아카이 카타나 EKMAME

aquajack 아쿠아 잭 EKMAME

acrobatm 아크로뱃 미션 EKMAME

athena 아테나 EKMAME

robokid 아토믹 로보키드 EKMAME

danchih 아파트 단지 화투 EKMAME

hcastle 악마성 드라큐라 EKMAME

androdun 안드로 듀노스 EKMAME

alexkidd 알렉스 키드 - 더 로스트 스타즈 EKMAME

arkretrn 알카노이드 리턴 EKMAME

rtype 알타입 EKMAME

rtype2 알타입 II EKMAME

rtypeleo 알타입 레오 EKMAME

aburner2 애프터 버너 II EKMAME

actfancr 액트 팬서: 진화형 전뇌병기 EKMAME

avspirit 어벤징 스피릿 EKMAME

uccops 언더커버 캅스 EKMAME

ehrgeiz 에어 가이츠 EKMAME

airwolf 에어 울프 EKMAME

airco22b 에어 컴뱃 22 EKMAME

sonicwi2 에어로 파이터즈 2 EKMAME

sonicwi3 에어로 파이터즈 3 EKMAME

unsquad 에어리어 88 / U.N. 특수부대 EKMAME

airbustr 에어버스터 EKMAME

astorm 에얼리언 스톰 EKMAME

aliens 에얼리언스 EKMAME

eightman 에이트맨 EKMAME

avsp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 EKMAME

ecofghtr 에코 파이터 EKMAME

xmen 엑스맨 EKMAME



xmvsf 엑스맨 Vs. 스트리트 파이터 EKMAME

xmcota 엑스맨: 칠드런 오브 더 아톰 EKMAME

elevator 엘리베이터액션 EKMAME

elvactr 엘리베이터액션 리턴 EKMAME

empcity 엠파이어 시티 1931 EKMAME

pbancho 역전! 퍼즐 번장 EKMAME

loht 영웅 톤마의 전설 EKMAME

ordyne 오다인 EKMAME

duckhunt 오리 사냥 EKMAME

osman 오스만 / 캐논 댄서 EKMAME

officeye 오피스 여인천하 (한글판) EKMAME

moomesa 와일드 웨스트 카우보이즈 오브 무 메사 EKMAME

wildfang 와일드 팡 / 테크모 나이트 EKMAME

wakuwak7 와쿠와쿠 7 EKMAME

fightfev 왕중왕 EKMAME

shadowld 요괴도중기 EKMAME

aofkt 용호의 권 1 (한글판) EKMAME

aof2 용호의 권 2 EKMAME

aof3 용호의 권 3 EKMAME

umk3 울티메이트 모탈컴뱃 3 EKMAME

wndrmomo 원더 모모 EKMAME

wondl96 원더리그 '96 (한국판) EKMAME

wboy 원더보이 EKMAME

wb3 원더보이 III - 몬스터 레어 EKMAME

wbmlkb 원더보이 인 몬스터랜드 (한글판) EKMAME

prehislek 원시도 (한글판) EKMAME

preisle2 원시도 2 EKMAME

knights 원탁의 기사 / 나이츠 오브 더 라운드 EKMAME

genpeitd 원평토마전 EKMAME

whp 월드 히어로즈 퍼펙트 EKMAME

lastblad 월화의 검사 / 라스트 블레이드 EKMAME

lastbld2 월화의 검사 2 / 라스트 블레이드 2 EKMAME

willow 윌로우 EKMAME

ginganins01 은하임협전 (한글판) EKMAME

imgfight 이미지 파이터 EKMAME

eswat 이스와트 EKMAME

yiear 이얼 쿵후 EKMAME

ichirk 이치단트알 EKMAME

excitebk 익사이팅 바이크 EKMAME

xsleena 자인드 슬리나 EKMAME

sengoku 전국전승 EKMAME

sengoku2 전국전승 2 EKMAME

sengoku3 전국전승 3 EKMAME

grdnstrm 전신 - 가디언 스톰 EKMAME

zedblade 제드 블레이드 EKMAME

zeropnt2 제로 포인트 2 EKMAME

zerowing 제로윙 EKMAME

zerotm2k 제로팀 2000 EKMAME

xevi3dg 제비우스 3D/G EKMAME

xexex 젝세스 EKMAME

jojoban 조조의 기묘한 모험: 미래로의 유산 EKMAME

joemacr 죠&맥 리턴즈 EKMAME

zooo 주 EKMAME

zupapa 주파파! EKMAME

chukatai 중화대선 EKMAME

jpark 쥬라기 공원 EKMAME

gijoe 지.아이.죠 EKMAME

chinagat 차이나게이트 / 서유강마록 EKMAME

sokyugrt 창궁홍련대 EKMAME

kabukikl 천외마경 진전 - 에덴의 동쪽 / 가부키 클래쉬 EKMAME



dynwarj 천지를 먹다 / 다이너스티 워즈 EKMAME

wofj 천지를 먹다 II - 적벽대전 / 워리어즈 오브 페이트 EKMAME

tekken 철권 EKMAME

tekken2 철권 2 EKMAME

tekken3 철권 3 EKMAME

tektagt 철권 태그 토너먼트 EKMAME

chelnov 체르노브 - 아토믹 런너 EKMAME

chasehq 체이스 H.Q. EKMAME

techromn 초강전기 키카이오 / 테크로 맨서 EKMAME

macross2 초시공요새 마크로스 2 EKMAME

gowcaizr 초인학원 고우카이저 EKMAME

berabohm 초절륜인 베라보맨 EKMAME

ironclad 초철 브리킹거 EKMAME

nspirit 최후의 인도 / 닌자 스피리트 EKMAME

mtwins 치키치키 보이스 / 메가 트윈스 EKMAME

cadash 카다쉬 EKMAME

karnov 카르노브 EKMAME

cabal 카발 EKMAME

bloodbro 카발 2 / 블러드 브라더스 EKMAME

lkage 카케의 전설 EKMAME

dino 캐딜락 공룡신세기 EKMAME

cawing 캐리어 에어윙 EKMAME

csclub 캡콤 스포츠 클럽 EKMAME

captaven 캡틴 아메리카 & 어벤저스 EKMAME

captcomm 캡틴 코만도 EKMAME

ctomaday 캡틴 토마데이 EKMAME

captflag 캡틴 플래그 EKMAME

columns 컬럼스 EKMAME

colmns97 컬럼스 97 EKMAME

ctribe 컴뱃 라이브스 EKMAME

cninja 케이브맨 닌자 / 죠 앤 맥 EKMAME

kengo 켄-고 EKMAME

cotton 코튼 EKMAME

cottonbm 코튼 - 부메랑 EKMAME

cotton2 코튼 2 EKMAME

quartet 콰르텟 EKMAME

sdodgeb 쿠니오의 열혈 투구전설 / 슈퍼 돗지볼 EKMAME

kungfum 쿵후 마스터 / 스파르탄 X EKMAME

sunaq 퀴즈 6000 아카데미 (한글판) EKMAME

quizdaisk 퀴즈 사립 탐정 (한글판) EKMAME

quizo 퀴즈 올림픽 (한글판) EKMAME

quizkofk 퀴즈 킹 오브 화이터즈 (한글판) EKMAME

crkdown 크랙 다운 EKMAME

crzcross 크레이지 크로스 EKMAME

cbuster 크루드 버스터 EKMAME

cleopatr 클레오파트라 포춘 EKMAME

klondkp 클론다이크+ EKMAME

kidniki 키드 니키 EKMAME

kinst2 킬러 인스팅트 2 EKMAME

kotm2 킹 오브 더 몬스터즈 2 EKMAME

kod 킹 오브 드래곤 EKMAME

kof2kkt 킹 오브 파이터즈 2000 (한글판) EKMAME

kof2001 킹 오브 파이터즈 2001 (한글판) EKMAME

kof2002 킹 오브 파이터즈 2002 (한글판) EKMAME

kof2003 킹 오브 파이터즈 2003 EKMAME

kf2k3upl 킹 오브 파이터즈 2004 울트라 Plus EKMAME

kof94kt 킹 오브 파이터즈 '94 (한글판) EKMAME

kof95kt 킹 오브 파이터즈 '95 (한글판) EKMAME

kof96kt 킹 오브 파이터즈 '96 (한글판) EKMAME

kof97plskt 킹 오브 파이터즈 '97 플러스 (한글판) EKMAME



kof98hkt 킹 오브 파이터즈 '98  (한글판) EKMAME

kof98umh 킹 오브 파이터즈 '98 얼티매이트 매치 영웅 EKMAME

kof99ndkt 킹 오브 파이터즈 '99  (한글판) EKMAME

daraku 타락천사 EKMAME

tigeroad 타이거 로드 EKMAME

timecris 타임 크라이시스 EKMAME

tantrkor 탄트알 (한글판) EKMAME

pow 탈옥 P.O.W EKMAME

tophuntr 탑헌터 - 로디 & 케시 EKMAME

tankfrce 탱크 포스 EKMAME

tumblep 텀블 팝 EKMAME

twcup98 테크모 월드컵 축구 98 EKMAME

atetris 테트리스 EKMAME

tengai 텐가이 / 사무라이 에이스 2 / 전국 블레이드 EKMAME

elandore 투룡전설 엘란도르 EKMAME

ts2 투신전 2 EKMAME

trackfld 트랙 앤 필드 / 올림픽 EKMAME

trojan 트로잔 EKMAME

triothep 트리오 더 펀치 - 나를 잊지 마세요. EKMAME

tbyahhoo 트윈비 야호! EKMAME

twinspri 트윙클 스프라이트 EKMAME

hidctch3 틀린그림찾기 3 (한글판) EKMAME

parodius 파로디우스다!! EKMAME

pspikes 파워 스파이크 EKMAME

pspikes2 파워 스파이크 II EKMAME

finalb 파이널 블로우 EKMAME

ffight 파이널 파이트 EKMAME

ffreveng 파이널 파이트 리벤지 EKMAME

karnovr 파이터즈 히스토리 다이너마이트 / 카르노브의 복수 EKMAME

fgtlayer 파이팅 레이어 EKMAME

pipedrm 파이프 드림 EKMAME

fantzn2x 판타지 존 2 - 오파오파의 눈물 EKMAME

pacland 팩 랜드 EKMAME

punisher 퍼니셔 EKMAME

puzzloop 퍼즈루프 EKMAME

pzloop2 퍼즈루프 2 EKMAME

mushitam 퍼즐 벌레공주 EKMAME

pbobble 퍼즐보블 1 EKMAME

pbobbl2n 퍼즐보블 2 EKMAME

pbobble3 퍼즐보블 3 EKMAME

pbobble4 퍼즐보블 4 EKMAME

funkyjet 펑키 제트 EKMAME

flstory 페어리랜드 스토리 EKMAME

penbros 펭귄 브라더스 EKMAME

pkunwar 펭귄워즈 EKMAME

formatz 포메이션 Z EKMAME

ptblank 포인트 블랭크 EKMAME

ptblank2 포인트 블랭크 2 EKMAME

forgottn 포카튼 월드 EKMAME

photoy2k 포토 Y2K (한글판) EKMAME

puchicar 푸치캐롯 EKMAME

kizuna 풍운 슈퍼 태그배틀 / 키즈나 인카운터 EKMAME

progear 프로기어의 폭풍 EKMAME

pulirula 프리루라 EKMAME

flashgal 플래시 갈 / 원더우먼 EKMAME

flicky 플릭키 EKMAME

pitfight 피트 파이터 EKMAME

hyprduel 하이퍼 듀얼 EKMAME

hyperbbck 하이퍼 비시바시 (한글판) EKMAME

hsf2 하이퍼 스트리트 파이터 2 기념판 EKMAME



hyperspt 하이퍼 스포츠 / 하이퍼 올림픽 '84 EKMAME

hyperath 하이퍼 애슬릿 EKMAME

inthunt 해저대전쟁 / 인 더 헌트 EKMAME

hangon 행온 EKMAME

hvnsgate 헤븐즈 게이트 EKMAME

hellfire 헬파이어 EKMAME

powerins 호혈사일족 EKMAME

pwrinst2 호혈사일족 2 EKMAME

groovef 호혈사일족 3 - 그루브 온 파이트 EKMAME

plegends 호혈사일족 외전 - 최강전설 / 파워 인스팅트 레전드 EKMAME

hanagumi 화조 대전 컬럼스 - 사쿠라 대전 EKMAME

hook 후크 EKMAME

heuksun 흑선백사 (한글판) EKMAME

1942 1942 EKMAME vert

dangar UFO 로봇 덴자 EKMAME vert

xiistag XII 스태그 EKMAME vert

gaiapols 가이아 폴리스 EKMAME vert

galaga 갤러그 EKMAME vert

gaplus 갤러그 3 EKMAME vert

galaga88 갤러그 88 EKMAME vert

gunnail 건네일 EKMAME vert

gundhara 건드하라 EKMAME vert

gunlock 건락 / 레이포스 EKMAME vert

gnbarich 건바리치 EKMAME vert

gunbird 건버드 EKMAME vert

gunbird2 건버드 2 EKMAME vert

gunsmoke 건스모크 EKMAME vert

gground 게인그라운드 EKMAME vert

gametngk 게임파라다이스 / 게임천국 EKMAME vert

ket 게츠이: 인연지옥들 EKMAME vert

kuhga 공아 / 베이퍼 트레일 EKMAME vert

skullfngj 공아 외전 / 스컬팡 EKMAME vert

ktiger 구극 타이거 / 트윈 코브라 EKMAME vert

ktiger2 구극 타이거 2 / 트윈 코브라 2 EKMAME vert

guwange 구완게 EKMAME vert

grindstm 그라인드 스토머 EKMAME vert

dimahoo 그레이트 마법 대작전 EKMAME vert

kikikai 기기괴계 EKMAME vert

neobattl 기동전사 SD 건담 네오 배틀링 EKMAME vert

blswhstl 나왔다!! 트윈비 EKMAME vert

tdragon 뇌룡 - 썬더 드래곤 EKMAME vert

tdragon2 뇌룡 2 - 썬더 드래곤 2 EKMAME vert

darwin 다윈 4078 EKMAME vert

twinhawk 대선풍 / 트윈 호크 EKMAME vert

daioh 대왕 EKMAME vert

dogyuun 도균 EKMAME vert

ddonpach 도돈파치 EKMAME vert

ddp2 도돈파치 II - 비 스톰 EKMAME vert

ddpdfk 도돈파치 대부활 V1.5 EKMAME vert

dfkbl 도돈파치 대부활 블랙 라벨 EKMAME vert

ddpdojt 도돈파치 대왕생 V2.01 EKMAME vert

donpachi 돈파치 EKMAME vert

dkong 동키콩 EKMAME vert

dkong3 동키콩 3 EKMAME vert

dkongjr 동키콩 쥬니어 EKMAME vert

dragnblz 드래곤 블레이즈 EKMAME vert

digdug 디그 더그 EKMAME vert

raiden 라이덴 / 뇌전전설 EKMAME vert

raiden2 라이덴 2 / 뇌전전설 2 EKMAME vert

raidendxk 라이덴 DX (한글판) EKMAME vert



rfjet 라이덴 파이터즈 제트 EKMAME vert

lwings 레전드리윙스 EKMAME vert

roadf 로드 파이터 EKMAME vert

repulse 리펄스 EKMAME vert

wiz 마법사 위즈 EKMAME vert

mazinger 마징가 Z EKMAME vert

mappy 마피 랜드 EKMAME vert

mmpork 무치! 무치! 포크! EKMAME vert

mrdo 미스터 도! EKMAME vert

vasara2 바사라 2 EKMAME vert

batsugunsp 바츠군 - 스페셜 버전 EKMAME vert

valkyrie 발키리의 전설 EKMAME vert

batriderk 배트라이더 (한글판) EKMAME vert

mushisam 벌레공주 EKMAME vert

futari15 벌레공주 후타리 Ver1.5 EKMAME vert

bombjack 봄 잭 EKMAME vert

bjtwin 봄잭 트윈 EKMAME vert

brvblade 브레이브 블레이드 EKMAME vert

pooyan 뿌얀 EKMAME vert

psyvarrv 사이바리아 EKMAME vert

cybattlr 사이배틀러 EKMAME vert

circusc 서커스 찰리 EKMAME vert

sncwgltd 소닉 윙스 리미티드 EKMAME vert

kicker 소림사로 가는길 / 키커 EKMAME vert

srdarwin 슈퍼 리얼 다윈 EKMAME vert

scobra 슈퍼 코브라 EKMAME vert

scontra 슈퍼 혼두라 EKMAME vert

scramble 스크램블 EKMAME vert

starforc 스타포스 EKMAME vert

stmblade 스톰 블레이드 EKMAME vert

s1945 스트라이커즈 1945 EKMAME vert

s1945ii 스트라이커즈 1945 II EKMAME vert

s1945iii 스트라이커즈 1945 III EKMAME vert

sbomber 스페이스 봄버 EKMAME vert

slapfigh 슬랩 파이트 / 알콘 EKMAME vert

shikigam 식신의 성 EKMAME vert

mikiek 신입사원 석돌이 (한글판) EKMAME vert

psychic5 싸이킥 5 EKMAME vert

lethalth 썬더 블래스터 / 리썰 썬더 EKMAME vert

aso 아소 EKMAME vert

outzone 아웃 존 EKMAME vert

arkanoid 알카노이드 EKMAME vert

arknoid2 알카노이드 2 EKMAME vert

espgal2 에스프가루다 2 EKMAME vert

esprade 에스프레이드 EKMAME vert

agallet 에어 갈렛 EKMAME vert

aerofgt 에어로 파이터즈 EKMAME vert

exerion 엑서리온 EKMAME vert

gekiridn 역린탄 EKMAME vert

galivan 우주형사 가리반 EKMAME vert

lsasquad 육해공: 최전선 EKMAME vert

victroad 이까리 2 / 빅토리로드 EKMAME vert

ikari3k 이까리 3 (한글판) EKMAME vert

ikari 이까리 워리어 EKMAME vert

ibarablk 이바라: 블랙 라벨 EKMAME vert

gyrodine 자이로딘 EKMAME vert

samuraia 전국 에이스 / 사무라이 에이스 EKMAME vert

mercs 전장의 이리 II / 머크스 EKMAME vert

gemini 제미니 윙 EKMAME vert

xevious 제비우스 EKMAME vert



shippumd 질풍 마법대작전 EKMAME vert

chinhero 차이니즈 히어로 / 고릴라 쿵후 EKMAME vert

cairblad 체인지 에어 블레이드 EKMAME vert

macross 초시공요새 마크로스 EKMAME vert

macrossp 초시공요새 마크로스 플러스 EKMAME vert

cosmogng 코스모 갱 비디오 게임 EKMAME vert

truxton 타수진 EKMAME vert

truxton2 타수진 2 EKMAME vert

tigerh 타이거 헬리 EKMAME vert

timeplt 타임 파일럿 EKMAME vert

feversos 탄총 피버론 EKMAME vert

tankbatt 탱크 바탈리안 EKMAME vert

terracre 테라 크레스타 / 독수리 오형제 EKMAME vert

tharrier 테스크 포스 해리어 EKMAME vert

tenkomor 텐코모리 슈팅 EKMAME vert

fstarfrc 파이널 스타포스 EKMAME vert

fireshrk 파이어 샤크 / 교!교!교! EKMAME vert

pacmania 팩매니아 EKMAME vert

pacman 팩맨 EKMAME vert

phelios 펠리오스 EKMAME vert

plusalph 플러스 알파 EKMAME vert

fixeight 픽스에이트 EKMAME vert

pinkswts 핑크 스위츠 이바라 그 후 EKMAME vert

hotdogst 핫도그 스톰 EKMAME vert

contra 혼두라 EKMAME vert

Zatch Bell! - Mamodo Battles (USA) 금색의 갓슈벨 - 우정파괴 태그 배틀 2 (미국판) Game Cube 영어

Luigis Mansion (K) 루이지 맨션 (한글판) Game Cube 한국어

Mario Golf - Toadstool Tour (USA) 마리오 골프 (미국판) Game Cube 영어

Bloody Roar - Primal Fury (USA) 블러디 로어 - 프라이멀 퓨리 (미국판) Game Cube 영어

Star Wars - Rogue Squadron 2 - Rogue Leader NTSC-U 스타워즈 로그 스쿼드런 2 - 로그 리더 (미국판) Game Cube 영어

Star Wars - Rogue Squadron 3 - Rebel Strike NTSC-U 스타워즈 로그 스쿼드런 3 - 저항군의 공격 (미국판) Game Cube 영어

Capcom vs. SNK 2 EO - Millionaire Fighting 2001 (USA) 캡콤 Vs. SNK 2 EO - 밀레니엄 파이팅 2001 (미국판) Game Cube 영어

F-Zero GX (USA) F-Zero GX (미국판) Game Cube_gcz 영어

NBA Live 2005 (USA) NBA 라이브 2005 (미국판) Game Cube_gcz 영어

SD Gundam Gashapon Wars (J) SD 건담 가챠퐁 워즈 (일본판) Game Cube_gcz 일어

Mobile Suit Gundam - Senshitachi no Kiseki (J) 기동전사 건담 - 전사들의 궤적 (일본판) Game Cube_gcz 일어

Naruto - Gekitou Ninja Taisen! 4 (Japan) 나루토 격투 닌자대전! 4 (일본판) Game Cube_gcz 일어

Dragonball Z Budokai 2 (U) 드래곤볼 Z 무도회 2 (미국판) Game Cube_gcz 영어

Mega Man Network Transmission (USA) 록맨 에그제 트랜스미션 (미국판) Game Cube_gcz 영어

Mario Superstar Baseball (Europe) 마리오 슈퍼스타 베이스볼 (유럽판) Game Cube_gcz 영어

Mario Kart - Double Dash!! (USA) 마리오 카트 - 더블 대시!! (미국판) Game Cube_gcz 영어

Mario Party 7 (USA) 마리오 파티 7( 미국판) Game Cube_gcz 영어

Metroid Prime (USA) (v1.02) 메트로이드 프라임 (미국판) Game Cube_gcz 영어

BioHazard (K) (Disc I) 바이오 해저드 리버스 Disc 1 (한글판) Game Cube_gcz 한국어

BioHazard (K) (Disc II) 바이오 해저드 리버스 Disc 2 (한글판) Game Cube_gcz 한국어

Viewtiful Joe - Red Hot Rumble (USA) 뷰티풀 죠  - 레드 핫 럼블 (미국판) Game Cube_gcz 영어

Viewtiful Joe 2 (USA) 뷰티풀 죠 2 (미국판) Game Cube_gcz 영어

Shadow the Hedgehog (J) 섀도우 더 헤지혹 (일본판) Game Cube_gcz 일어

Sonic Adventure 2 - Battle (USA) 소닉 어드벤처 2 배틀 (미국판) Game Cube_gcz 영어

Sonic Heroes (Japan) 소닉 히어로즈 (일본판) Game Cube_gcz 일어

Soulcalibur II (USA) 소울 칼리버 II (미국판) Game Cube_gcz 영어

Super Mario Sunshine (U-K) 슈퍼 마리오 선샤인 (한글판) Game Cube_gcz 한국어

Super Mario Strikers (USA) 슈퍼 마리오 축구 (미국판) Game Cube_gcz 영어

Super Smash Bros. Melee v1.02 NTSC-U 슈퍼 스매시 브로스 밀리 (미국판) Game Cube_gcz 영어

Star Fox Adventures (USA) 스타 폭스 어드벤처 (미국판) Game Cube_gcz 영어

Star Fox Assault (USA) 스타 폭스 어절트 (미국판) Game Cube_gcz 영어

Simpsons The - Hit & Run (USA) 심슨: 히트&런 (미국판) Game Cube_gcz 영어

Wario World (USA) 와리오 월드 (미국판) Game Cube_gcz 영어

Wave Race - Blue Storm (USA) 웨이브 레이서: 블루 스톰 (미국판) Game Cube_gcz 영어

Ikaruga (USA) 이카루가 (미국판) Game Cube_gcz 영어



Eternal Arcadia Legend (K) 이터널 아카디아 레전드 (한글판) Game Cube_gcz 한국어

Legend of Zelda - Four Swords Adventures (K) 젤다의 전설: 4개의 검 (한글판) (GC) Game Cube_gcz 한국어

The Legend of Zelda - The Wind Waker (K-2nd) GC 젤다의 전설: 바람의 지휘봉 (한글판) (2회차) Game Cube_gcz 한국어

Legend of Zelda - Twilight Princess (K) GC 젤다의 전설: 황혼의 공주 (한글판) (GC) Game Cube_gcz 한국어

Kirby Air Ride (USA) 커비 에어라이드 (미국판) Game Cube_gcz 영어

Paper Mario - The Thousand-Year Door (U-K) 페이퍼 마리오 RPG: 천년의 문 (한글판) Game Cube_gcz 한국어

winteris 겨울은… GP32

herknite 그녀의 기사단 - 강행돌파 GP32

gloopdx 글루프 디럭스 GP32

kimchimn 김치맨 GP32

dyhard 다이하드 GP32

dunguard 던전 & 가더 GP32

doolysoc 둘리 축구 GP32

raphael 라파엘 GP32

rallypop 랠리 팝 GP32

ltwizard 리틀 위자드 GP32

wbw 마법사가 되고 싶어 GP32

blueangl 블루 엔젤 O GP32

suplusha 슈퍼 플루샤 GP32

sobemons 스토리 오브 버그 아이드 몬스터 GP32

astonish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R GP32

treasisl 우디 & 쿤타 - 보물섬 GP32

wizardsl 위자드 슬레이어 GP32

mil 은행나무 소녀 밀 GP32

gpdaenan 지피 대난투 GP32

tanggle 탱글스 매직 스퀘어 GP32

therapy 테라피 GP32

talowila 테일스 오브 윈디 랜드 GP32

tomak 토막: 지구를 지켜라 어게인! GP32

tearsast 티얼스: 컨택트 GP32

prinmak2 프린세스 메이커 2 GP32

pinbdrea 핀볼 드림스 GP32

hanypart 하니 파티 게임 GP32

holbatra 홀맨 배틀 레이스 2002 GP32

pharrier 스페이스 해리어 2 / 플래닛 해리어즈 Hikaru

timecrs2 타임 크라이시스 2 MAME

pitfall2 핏폴 II MAME

vfju 버추어 파이터 [32X] MAME 32X

ys3 YS III - 이스 세계의 방랑자 MAME cpc400-flop

forday2 그날이 오면 2 MAME cpc400-flop

laydock 레이독 MAME cpc400-flop

runemst3 룬마스터 III - 삼국영걸전 MAME cpc400-flop

runewort 룬워스 - 흑의의 귀공자 MAME cpc400-flop

madou123 마도 물어 123 MAME cpc400-flop

midgarts 미드가츠 MAME cpc400-flop

puyopuyo 뿌요뿌요 MAME cpc400-flop

undead 언데드 라인 MAME cpc400-flop

yomakor 요마강림 MAME cpc400-flop

sgolvell 진 마왕 골베리우스 MAME cpc400-flop

famipar2 패미클 파로딕 2 MAME cpc400-flop

hydefos 하이디포스 MAME cpc400-flop

1942k 1942 MAME cpg120-cart

f1spirit F-1 스피리트 MAME cpg120-cart

galforce 갈포스 - 디펜스 오브 카오스 MAME cpg120-cart

robocop 강철 로보캅 MAME cpg120-cart

gunfrght 건 프라이트 MAME cpg120-cart

gulkavek 걸케이브 MAME cpg120-cart

galaga 겔러그 MAME cpg120-cart

gekipen2 격돌 페넌트 레이스 2 MAME cpg120-cart

goonies 구니스 MAME cpg120-cart



kinnikumk 근육맨 콜로세움 데스매치 MAME cpg120-cart

gundamk 기동전사 건담 MAME cpg120-cart

koedoli 꾀돌이 MAME cpg120-cart

knithers 나이더 스페셜 MAME cpg120-cart

antarctj 남극탐험 MAME cpg120-cart

ninjakun 닌자군 - 아수라의 장 MAME cpg120-cart

iganinp2 닌자병법 - 만월성의 싸움 MAME cpg120-cart

legendk 대마성 MAME cpg120-cart

ddragon 더블 드라곤 MAME cpg120-cart

dmaster 던전 마스터 MAME cpg120-cart

thexder 덱스터 MAME cpg120-cart

dokidoki 두근 두근 펭귄랜드 / 펭고펭고 MAME cpg120-cart

dbuster 드래곤 버스터 MAME cpg120-cart

dslayer4 드래곤 슬레이어 IV - 드래슬리 패밀리 MAME cpg120-cart

romancia 드레곤 슬레이어 III - 로맨시아 MAME cpg120-cart

titipang 띠띠! 빵빵! MAME cpg120-cart

risedung 라이즈 아웃 프롬 던전 / 위로위로 MAME cpg120-cart

relics 레릭스 MAME cpg120-cart

roadfght 로드 파이터 MAME cpg120-cart

lupin2 루팡 3세 - 바빌론의 황금전설 MAME cpg120-cart

lupin 루팡 3세 - 칼리오스트로의 성 MAME cpg120-cart

mkidwiz 마법사 위즈 MAME cpg120-cart

knightmrk 마성전설 MAME cpg120-cart

knightm2k 마성전설 2 - 갈리우스의 미궁 MAME cpg120-cart

mikkokuk 메종일각 완결편 MAME cpg120-cart

mgear 메탈기어 MAME cpg120-cart

moaihiho 모아이의 비보 MAME cpg120-cart

monmonmo 몬 몬 몬스터 / 인조인간 프랑켄 MAME cpg120-cart

pengadvk1 몽대륙 / 꿈의 대륙 MAME cpg120-cart

valis 몽환전사 바리스 MAME cpg120-cart

meikyush 미궁신화 MAME cpg120-cart

mrdovsun 미스터 도! Vs. 유니콘 MAME cpg120-cart

bublbobl 보글보글 MAME cpg120-cart

bokosuka 보코즈카 워즈 MAME cpg120-cart

boogie 부기우기 정글 MAME cpg120-cart

butampan 부타마루 팬츠 MAME cpg120-cart

bullmigt 불과 마이티의 위기일발 MAME cpg120-cart

comicbak 빵공장 MAME cpg120-cart

salamand 사라만다 MAME cpg120-cart

shiryo 사령전선 MAME cpg120-cart

cyborgz 사이보그 Z MAME cpg120-cart

monkeyac 산수공부 MAME cpg120-cart

seikachok 성권 소림사 MAME cpg120-cart

sofia 소피아 MAME cpg120-cart

srambosp 슈퍼 람보 스페셜 MAME cpg120-cart

sloderun 슈퍼 로드런너 MAME cpg120-cart

sboy1 슈퍼 보이 1 MAME cpg120-cart

sboy2 슈퍼 보이 2 MAME cpg120-cart

sboy3 슈퍼 보이 3 MAME cpg120-cart

skyjagk 스카이자가 MAME cpg120-cart

scarlet7 스칼렛 7 MAME cpg120-cart

scramble 스크램블 포메이션 MAME cpg120-cart

starvirg 스타 버진 MAME cpg120-cart

starsold 스타 솔저 MAME cpg120-cart

stramars 스트러지틱 마스 MAME cpg120-cart

strtmast 스트리트 마스터 MAME cpg120-cart

spmanbow 스페이스 맨보우 MAME cpg120-cart

sinbad 신밧드의 7개의 모험 MAME cpg120-cart

dooly 아기공룡 둘리 MAME cpg120-cart

anaza 아나자 - 칼레이도스코프 스페셜 MAME cpg120-cart



amtruckk 아메리칸 트럭 MAME cpg120-cart

androgyna 안드로 기누스 MAME cpg120-cart

aleste 알레스트 MAME cpg120-cart

arknoid2 알카노이드 2 MAME cpg120-cart

rtype 알타입 MAME cpg120-cart

aroid 알파로이드 MAME cpg120-cart

actman 액트맨 MAME cpg120-cart

cabbagepk 양배추인형 MAME cpg120-cart

exoidez5 엑소이드-Z 에리어 5 MAME cpg120-cart

exerion 엑스리온 MAME cpg120-cart

elevator 엘리베이터 액션 MAME cpg120-cart

nkoshien 열전 갑자원 MAME cpg120-cart

nekkejud 열혈유도 MAME cpg120-cart

ogre 오우거 MAME cpg120-cart

kingval 왕가의 계곡 / 킹스 벨리 MAME cpg120-cart

ouketani 왕가의 계곡 2 - 엘기자의 봉인 MAME cpg120-cart

youkaiya 요괴의 집 MAME cpg120-cart

magtree 요술나무 MAME cpg120-cart

flstory 요정나라 이야기 MAME cpg120-cart

3dragon 용의 전설 MAME cpg120-cart

usas 우사스 MAME cpg120-cart

ultraman 울트라맨 MAME cpg120-cart

warroid 워로이드 MAME cpg120-cart

warpwarp 워프 워프 MAME cpg120-cart

wonsiin 원시인 MAME cpg120-cart

ikari 이까리 MAME cpg120-cart

yiear 이얼 쿵후 MAME cpg120-cart

yiear2 이얼 쿵후 2 - 이가황제의 역습 MAME cpg120-cart

issun 일촌법사 MAME cpg120-cart

zanac2 자낙 MAME cpg120-cart

zanacex 자낙 EX MAME cpg120-cart

gyrodinek 자이로딘 / 고속헬기 MAME cpg120-cart

koneko 작은 고양이의 대모험 MAME cpg120-cart

gw126 재믹스 126합팩 MAME cpg120-cart

gw30 재믹스 30합팩 MAME cpg120-cart

baduk 재믹스 바둑교실 MAME cpg120-cart

xevious 제비우스 - 파드라우트 전설 MAME cpg120-cart

cloderun 챔피언쉽 로드런너 MAME cpg120-cart

macross 초시공요새 마크로스 MAME cpg120-cart

castlex 캐슬 엑설런트 MAME cpg120-cart

konboxin 코나미 복싱 MAME cpg120-cart

konbball 코나미 야구 MAME cpg120-cart

konsoccr 코나미 축구 MAME cpg120-cart

pingpong 코나미 탁구 MAME cpg120-cart

kontennk 코나미 테니스 (한글판) MAME cpg120-cart

kungfutk 쿵후대군 / 역천대군 MAME cpg120-cart

quarthk 쿼스 / 사각의 비밀 MAME cpg120-cart

quinpl 퀸플 MAME cpg120-cart

qbert 큐-버트 MAME cpg120-cart

crossblm 크로스 블레임 MAME cpg120-cart

timeplt 타임 파일롯 MAME cpg120-cart

tankbatt 탱크 바탈리안 MAME cpg120-cart

theseus 테세우스 / 소년탐정 MAME cpg120-cart

tetris 테트리스 MAME cpg120-cart

twinbee 트윈비 MAME cpg120-cart

parodius 파로디우스 MAME cpg120-cart

famiparo 패미클 파로딕 MAME cpg120-cart

famiboxi 패밀리 복싱 MAME cpg120-cart

famista 패밀리 스타디움 MAME cpg120-cart

payload 패이 로드 MAME cpg120-cart



pacmania 팩매니아 MAME cpg120-cart

penguin2 펭귄워즈 2 MAME cpg120-cart

formatz 포메이션 Z MAME cpg120-cart

projcta2 프로젝트 A2 MAME cpg120-cart

pippols 핍폴스 MAME cpg120-cart

hades 하데스의 문장 MAME cpg120-cart

hydlide3 하이드라이드 3 MAME cpg120-cart

hyprally 하이퍼 랠리 MAME cpg120-cart

hypersp2 하이퍼 스포츠 2 MAME cpg120-cart

hyperol2 하이퍼 올림픽 2 / 트랙 앤 필드 2 MAME cpg120-cart

helitank 헬리탱크 MAME cpg120-cart

contra 혼두라 MAME cpg120-cart

holein1s 홀인원 스페셜 MAME cpg120-cart

ggoemon 힘내라 고에몽! MAME cpg120-cart

mpatrolk 문 패트롤 MAME fs5000-cart

jagur 재규어 5 MAME fs5000-cart

stonewis 현자의 돌 MAME fs5000-cart

ds00 디스크 스테이션 #0 MAME fs5000-flop

ds01 디스크 스테이션 #1 MAME fs5000-flop

ds10 디스크 스테이션 #10 MAME fs5000-flop

ds11 디스크 스테이션 #11 MAME fs5000-flop

ds12 디스크 스테이션 #12 MAME fs5000-flop

ds13 디스크 스테이션 #13 MAME fs5000-flop

ds14 디스크 스테이션 #14 MAME fs5000-flop

ds15 디스크 스테이션 #15 MAME fs5000-flop

ds16 디스크 스테이션 #16 MAME fs5000-flop

ds17 디스크 스테이션 #17 MAME fs5000-flop

ds18 디스크 스테이션 #18 MAME fs5000-flop

ds19 디스크 스테이션 #19 MAME fs5000-flop

ds02 디스크 스테이션 #2 MAME fs5000-flop

ds20 디스크 스테이션 #20 MAME fs5000-flop

ds21 디스크 스테이션 #21 MAME fs5000-flop

ds22 디스크 스테이션 #22 MAME fs5000-flop

ds23 디스크 스테이션 #23 MAME fs5000-flop

ds24 디스크 스테이션 #24 MAME fs5000-flop

ds25 디스크 스테이션 #25 MAME fs5000-flop

ds26 디스크 스테이션 #26 MAME fs5000-flop

ds27 디스크 스테이션 #27 MAME fs5000-flop

ds28 디스크 스테이션 #28 MAME fs5000-flop

ds29 디스크 스테이션 #29 MAME fs5000-flop

ds03 디스크 스테이션 #3 MAME fs5000-flop

ds30 디스크 스테이션 #30 MAME fs5000-flop

ds31 디스크 스테이션 #31 MAME fs5000-flop

ds32 디스크 스테이션 #32 MAME fs5000-flop

ds04 디스크 스테이션 #4 MAME fs5000-flop

ds05 디스크 스테이션 #5 MAME fs5000-flop

ds06 디스크 스테이션 #6 MAME fs5000-flop

ds07 디스크 스테이션 #7 MAME fs5000-flop

ds08 디스크 스테이션 #8 MAME fs5000-flop

ds09 디스크 스테이션 #9 MAME fs5000-flop

dsdx1 디스크 스테이션 디럭스 1 MAME fs5000-flop

dsdx2 디스크 스테이션 디럭스 2 MAME fs5000-flop

dsdx3 디스크 스테이션 디럭스 3 MAME fs5000-flop

dssp2 디스크 스테이션 스페셜 2 MAME fs5000-flop

dssp5 디스크 스테이션 스페셜 5 MAME fs5000-flop

dualtarg 제4의 유니트 3 MAME fs5000-flop

zero 제4의 유니트 4 MAME fs5000-flop

Jesus 지저스 MAME fs5000-flop

toshinto 투신도시 MAME fs5000-flop

garfield 가필드 - 현장 습격 MAME Genesis



steelemp 강철제국 MAME Genesis

gunstaru 건스타 히어로즈 MAME Genesis

grindst 그라인드 스토머 MAME Genesis

tmnttfu 닌자 거북이: 토너먼트 파이터 MAME Genesis

tmnthh 닌자 거북이: 하이퍼 스톤 MAME Genesis

dhead 다이나마이트 헤디 MAME Genesis

dstrike 데저트 스트라이크 MAME Genesis

warsong 랑그릿사 (영문판) MAME Genesis

rrash3 로드 래시 3 MAME Genesis

robotermu 로보캅 Vs. 터미네이터 MAME Genesis

rocketu 로켓나이트 어드벤처 MAME Genesis

mazinsagu 마징 사가 MAME Genesis

mcdonaldu 맥도날드 트레저랜드 어드벤처 MAME Genesis

megaturru 메가 투리칸 MAME Genesis

mmaniau 미키 매니아 MAME Genesis

castlill 미키마우스: 환상의 성 대모험 MAME Genesis

worldillu 미키와 도날드: 환상의 세계 MAME Genesis

batmanu 배트맨 MAME Genesis

advbatru 배트맨과 로빈의 모험 MAME Genesis

beavisu 비비스 앤 벗헤드 MAME Genesis

swordsod 소드 오브 소단 MAME Genesis

splatth2u 스플래터 하우스 2 MAME Genesis

splatth3 스플래터 하우스 3 MAME Genesis

ootw 아웃 오브 디스 월드 - 또 다른 세계 MAME Genesis

arcus 아쿠스 오딧세이 MAME Genesis

aladdinu 알라딘 MAME Genesis

arrow 애로우 플래시 MAME Genesis

ejim2u 어스웜 짐 2 MAME Genesis

airdiver 에어 다이버 MAME Genesis

ecco2u 에코 돌핀 2 - 타이드 오브 타임 MAME Genesis

elemast 엘레멘탈 마스터 MAME Genesis

olympgldu 올림픽 골드 - 바르셀로나 '92 MAME Genesis

wboymw 원더보이 인 몬스터 월드 MAME Genesis

opeurope 유럽전선 MAME Genesis

trgearth 중장기병 레이노스 / 타겟 어스 MAME Genesis

comixu 코믹스 존 MAME Genesis

taskfhex 테스크 포스 해리어 EX MAME Genesis

toystoryu 토이 스토리 MAME Genesis

ttoonbhtu 티니툰 어드벤처 MAME Genesis

fightmas 파이팅 마스터즈 MAME Genesis

ppersiau 페르시아의 왕자 MAME Genesis

flashbu 플래시백 MAME Genesis

pinocu 피노키오 MAME Genesis

herzog 허족 쯔바이 MAME Genesis

toejam2u 홀이와 뚱이 2 MAME Genesis

gnw_ghouse 그린 하우스 MAME gnw

gnw_pchute 낙하산 MAME gnw

gnw_dkong 동키콩 MAME gnw

gnw_dkong2 동키콩 II MAME gnw

gnw_dkjr 동키콩 주니어 (뉴 와이드 스크린) MAME gnw

gnw_lboat 라이프보트 MAME gnw

gnw_rshower 레인 샤워 MAME gnw

gnw_mario 마리오 브로스 MAME gnw

gnw_mariocm 마리오의 시멘트 공장 (뉴 와이드 스크린) MAME gnw

gnw_manhole 맨홀 (뉴 와이드 스크린) MAME gnw

gnw_mmouse 미키 마우스 (와이드 스크린) MAME gnw

gnw_mickdon 미키와 도날드 MAME gnw

gnw_bfight 벌룬 파이트 (뉴 와이드 스크린) MAME gnw

gnw_boxing 복싱 MAME gnw

gnw_bjack 블랙 잭 MAME gnw



gnw_popeye 뽀빠이 (와이드 스크린) MAME gnw

gnw_smb 슈퍼 마리오 브로스 (뉴 와이드 스크린) MAME gnw

gnw_stennis 스누피 테니스 MAME gnw

gnw_squish 스쿼시 MAME gnw

gnw_egg 에그 MAME gnw

gnw_tfish 열대어 MAME gnw

gnw_opanic 오일 패닉 MAME gnw

gnw_octopus 옥터퍼스 MAME gnw

gnw_zelda 젤다 (멀티 스크린) MAME gnw

gnw_climber 클라임버 (뉴 와이드 스크린) MAME gnw

gnw_tbridge 터틀 브릿지 MAME gnw

gnw_fire 파이어 (와이드 스크린) MAME gnw

gnw_fireatk 파이어 어택 MAME gnw

smurfs 스머프 (유럽판) MAME megacd 영어

arank A랭크 썬더 - 탄생편 (일본판) MAME megacdj 일어

f1circus F1 서커스 CD (일본판) MAME megacdj 일어

gamenk1 게임 통조림 Vol.1 (일본판) MAME megacdj 일어

gamenk2 게임 통조림 Vol.2 (일본판) MAME megacdj 일어

keio 경응 유격대 (일본판) MAME megacdj 일어

nstriker 나이트 스트라이커 (일본판) MAME megacdj 일어

nost1907 노스탈지아 1907 (일본판) MAME megacdj 일어

ninjawar 닌자 워리어즈 (일본판) MAME megacdj 일어

daihoush 대봉신전 (일본판) MAME megacdj 일어

devastat 데바스테이터 (일본판) MAME megacdj 일어

deathbrn 데스 브링거 (일본판) MAME megacdj 일어

detonatr 데터네이터 오건 (일본판) MAME megacdj 일어

ranma 란마 - 백란애가 (일본판) MAME megacdj 일어

lodoss 로도스섬 전기 영웅전쟁 (일본판) MAME megacdj 일어

rbfx 로드 블라스터 FX (일본판) MAME megacdj 일어

silkylip 마법소녀 실키립 MAME megacdj 일어

megaschw 메가 슈발츠실드 (일본판) MAME megacdj 일어

bariarm 바리암 (일본판) MAME megacdj 일어

burai 부라이 팔옥의 용사전설 (일본판) MAME megacdj 일어

blckhole 블랙홀 어설트 (일본판) MAME megacdj 일어

cyborg9 사이보그 009 (일본판) MAME megacdj 일어

shadowrn 섀도우런 (일본판) MAME megacdj 일어

3x3eyes 성마전설 3X3 아이즈 (일본판) MAME megacdj 일어

soniccd 소닉 CD (일본판) MAME megacdj 일어

soulstar 소울스타 (일본판) MAME megacdj 일어

nobuhao 신장의 야망 - 패왕전 (일본판) MAME megacdj 일어

anettfut 아네트 다시 한번 (일본판) MAME megacdj 일어

arslan 아르슬란 전기 - 아르슬란의 영웅 전설 (일본판) MAME megacdj 일어

arcus123 아쿠스 I-II-III (일본판) MAME megacdj 일어

alshark 알샤크 (일본판) MAME megacdj 일어

afterarm 애프터 아마게돈 외전 - 마수투장전 이클립스 (일본판) MAME megacdj 일어

uruseiya 우르세이 야츠라 - 디어 마이 프렌드 (일본판) MAME megacdj 일어

wolfchld 울프차일드 (일본판) MAME megacdj 일어

wmcol 원더메가 콜렉션 - 게임 가든 (일본판) MAME megacdj 일어

yumimimx 유미미 믹스 (일본판) MAME megacdj 일어

jagxj220 재규어 XJ220 (일본판) MAME megacdj 일어

sengoku 전국전승 (일본판) MAME megacdj 일어

dennin 전인 알레스트 - 노부나가와 닌자군단 (일본판) MAME megacdj 일어

fheyarea 정령신세기 페이 에어리어 (일본판) MAME megacdj 일어

shinmt 진 여신전생(일본판) MAME megacdj 일어

tenkafub 천하포무 - 영웅들의 포효 (일본판) MAME megacdj 일어

ctsuba 캡틴 츠바사 (일본판) MAME megacdj 일어

cfstory 코스믹 환타지 스토리즈 (일본판) MAME megacdj 일어

timegal 타임 갈 (일본판) MAME megacdj 일어

ffightcd 파이널 파이트 CD (일본판) MAME megacdj 일어

proyakcd 프로야구 슈퍼 리그 CD (일본판) MAME megacdj 일어



illcity 환영도시 CD (일본판) MAME megacdj 일어

gaiares 가이아레스 MAME megadrij

ghostbst 고스트 버스터즈 MAME megadrij

goldnax2 골든 액스 II MAME megadrij

goldnax3 골든 액스 III MAME megadrij

kujaku2 공작왕 2 - 환영성 MAME megadrij

dahnak 다나 여신탄생 (한글판) MAME megadrij

dynabr 다이나 브라더스 MAME megadrij

dynabr2 다이나 브라더스 2 MAME megadrij

devlcrsh 데빌 크래시 MD MAME megadrij

quacksht 도날드 덕 퀵샷 MAME megadrij

doraemon 도라에몽 - 꿈도둑과 7인의 고잔스 MAME megadrij

dbz 드래곤 볼 Z - 무용열전 MAME megadrij

dicktr 딕 트레이시 MAME megadrij

lightcrsk 라이트 크루세이더 (한글판) MAME megadrij

langriss 랑그릿사 (일본판) MAME megadrij

wrstball 레슬볼 / 파워볼 MAME megadrij

lordmon 로드 모나크 - 최후의 전투전설 MAME megadrij

sparkstrj 로켓나이트 어드벤처 2 / 스파크스터 MAME megadrij

rockman 록맨 메가월드 / 메가맨 와일리 워즈 MAME megadrij

ristarj 리스타 - 더 슈팅 스타 MAME megadrij

cutiesuz 링사이드 엔젤 MAME megadrij

madoumon 마도 이야기 I MAME megadrij

mamono 마물헌터 요코 MAME megadrij

maouren 마왕 연사자 MAME megadrij

mwalk 마이클 잭슨의 문워커 MAME megadrij

mtaruru 매지컬 탈토군 MAME megadrij

magichat 매지컬 햇의 날아라 터보! 대모험 / 용의 아들 MAME megadrij

sailormn 미소녀 전사 세일러 문 MAME megadrij

greatcirj 미키와 미니의 매지컬 어드벤처 2 MAME megadrij

btlmanid 배틀매니아 대음양 MAME megadrij

verytex 베리텍스 MAME megadrij

sor 베어너클 I : 분노의 철권 MAME megadrij

sor2 베어너클 II : 사투의 진혼가 MAME megadrij

sor3k 베어너클 III MAME megadrij

bnzabros 보난자 브라더스 MAME megadrij

hokuto 북두의 권 / 라스트 배틀 MAME megadrij

puyopuy2 뿌요뿌요 2 통 MAME megadrij

surging 서징 오라 MAME megadrij

sonicj 소닉 1 MAME megadrij

sonic2 소닉 2 MAME megadrij

sonic3j 소닉 3 MAME megadrij

shuramon 수라의 문 MAME megadrij

supshin 슈퍼 시노비 / 리벤지 오브 시노비 MAME megadrij

supshin2 슈퍼 시노비 2 / 시노비 3 MAME megadrij

thork 스토리 오브 도어 / 비욘드 오아시스 (한글판) MAME megadrij

sharrier 스페이스 해리어 II MAME megadrij

slamdunk 슬램덩크 from TV 애니메이션 MAME megadrij

nobubufu 신장의 야망 - 무장풍운록 MAME megadrij

ragnacenk 신창세기 라그나센티 (한글판) MAME megadrij

tf3 썬더포스 III MAME megadrij

tf4j 썬더포스 IV / 라이트닝 포스 MAME megadrij

akumajo 악마성 드라큐라 - 뱀파이어 킬러 MAME megadrij

alexkiddk 알렉스키드 천공마성 (한글판) MAME megadrij

aburner2j 애프터 버너 II MAME megadrij

aeroblst 에어로 블라스터 MAME megadrij

exranza 엑스렌자 / 레인저 X MAME megadrij

elimdown 엘리미네이트 다운 MAME megadrij

ondal 온달장군 / 공작왕 2 (한글판) MAME megadrij

waniwani 와니와니 월드 / 악어나라 MAME megadrij



uzukeo 우주 거북선 MAME megadrij

umk3u 울티메이트 모탈 컴뱃 3 MAME megadrij

yuyumt 유유백서 - 마강통일전 MAME megadrij

zouzou 조!조!조! 코끼리 구출대작전 MAME megadrij

chelnov 체르노브 / 아토믹 런너 MAME megadrij

captlang 캡틴 랑그 / 하이 시즈 하복 MAME megadrij

crying 크라잉: 바이오 하자드 배틀 MAME megadrij

kidcham 키드 카멜레온 MAME megadrij

ttacmeu 티니툰 애크미 올스타즈 MAME megadrij

pcotton 파노라마 코튼 MAME megadrij

powerath 파워 어슬리트 / 데들리 무브스 MAME megadrij

firemust 파이어 무스탕 MAME megadrij

pulseman 펄스맨 MAME megadrij

ppengo 페펭가 펭고 MAME megadrij

ddanpei 피구왕 통키 / 화염의 투구아 도지탄평 (한글판) MAME megadrij

hybridf 하이브리드 프론트 MAME megadrij

toejam 홀이와 뚱이 MAME megadrij

mauimall 도날드 덕 마우이 멜러드 MAME megadriv

sonic3d 소닉 3D 블라스트 MAME megadriv

aliensol 에일리언 솔저  MAME megadriv

gynoug 지노그 / 윙스 오브 워 MAME megadriv

contraj 혼두라 더 하드코어 MAME megadriv

sdgndgs2 SD 건담 가챠폰 전사 2 - 캡슐전기 MAME nes 일어

gunnac 건낙 MAME nes 영어

gundec 건덱 MAME nes 영어

guevara 게바라 / 게릴라 워 MAME nes 영어

kyattont 고양이 당인전 MAME nes 일어

gradius2 그라디우스 2 MAME nes 영어

gimmick 기믹 MAME nes 영어

yumepeng 꿈 펭귄 이야기 MAME nes 일어

nryukend 닌자 용검전 MAME nes 영어

nryuken3 닌자 용검전 3 MAME nes 영어

batmanrju 다이나마이트 배트맨 / 배트맨 리턴 오브 조커 MAME nes 영어

advisln3 다카하시 명인의 모험도 3 MAME nes 일어

darkwingu 다크윙 덕 MAME nes 영어

ddragon2 더블 드래곤 2 MAME nes 영어

mkgoogoo 도술동자 구구(한글판) MAME nes 한국어

doolybld 둘리 브라보 랜드(한글판) MAME nes 한국어

punchout 마이크 타이슨의 펀치아웃 MAME nes 영어

mffight 마이티 파이널 파이트 MAME nes 영어

matendoj 마천동자 MAME nes 영어

bformula 배틀 포뮬라 / 스파이 헌터 MAME nes 영어

batlcity 배틀시티 MAME nes 일어

bucky 버키 오헤어 MAME nes 영어

balonfgtu 벌룬 파이트 MAME nes 영어

bonk 봉크의 모험 MAME nes 영어

hiryukn3 비룡의 권 3 MAME nes 일어

mitsumgt 삼목동자 / 미츠메카 토오루 MAME nes 일어

summer92 섬머 카니발 '92 레카 MAME nes 일어

scontra 슈퍼 혼두라 MAME nes 영어

akumaspc 악마성 드라큐라 스페셜 - 나는 드라큐라군 MAME nes 일어

akumaden 악마성 전설 / 캐슬배니아 3 MAME nes 영어

rcr 열혈 물어 MAME nes 영어

overhorz 오버 호라이즌 MAME nes 영어

waiwai 와이와이 월드 MAME nes 일어

yiear 이 얼 쿵후 MAME nes 일어

gyrodine 자이로딘 MAME nes 영어

janggun 장군의 아들 (한글판) MAME nes 한국어

koreaigo 장두진 바둑교실 입문편(한글판) MAME nes 한국어

zeldau 젤다의 전설 MAME nes 일어



jetman 조인전대 제트맨 MAME nes 일어

macross 초시공요새 마크로스 MAME nes 영어

trackfl2 코나미 스포츠 인 서울  / 트랙 & 필드 2 MAME nes 영어

koko 코코 어드벤처 (한글판) MAME nes 한국어

kaikeya2 쾌걸 얀차마루 2 / 키드니키 2 MAME nes 일어

crisisf 크라이시스 포스 / 제국전기 MAME nes 영어

solbrain 특구지령 솔브레인 MAME nes 일어

famiwars 패미컴 워즈 MAME nes 영어

pcgenj3 PC원인 3: 봉크의 대모험 MAME pce 일어

shubibi2 개조정인 슈비빔맨 2 MAME pce 일어

gunhed 건헤드 / 블레이징 레이저 MAME pce 일어

gomola 고모라 스피드 MAME pce 일어

chukatai 극락 중화대선 MAME pce 일어

dorams 도라에몽: 미궁 대작전 MAME pce 일어

dorandn 도라에몽: 진구의 도라비안 나이트 MAME pce 일어

momoktsg 도태랑 활극 - 모모타로우 전설 MAME pce 일어

dsaber 드래곤 세이버 MAME pce 일어

druaga 드루아가의 탑 MAME pce 일어

rabiolep 라비오 레퍼스 스페셜 MAME pce 일어

makyoden 마경전설 MAME pce 일어

makaipri 마계 프린스 도라보짱 MAME pce 일어

magchase 매지컬 체이스 MAME pce 일어

motorod2 모터 로더 II MAME pce 일어

cyberx 무장형사 사이버 크로스 MAME pce 일어

barunba 바룬바 MAME pce 일어

batloder 배틀 로드런너 MAME pce 일어

burnangl 버닝 엔젤 MAME pce 일어

veigues 베이구스 - 택티컬 글래디에이터 MAME pce 일어

beball 비 볼 MAME pce 일어

salamand 사라만다 MAME pce 일어

sidearms 사이드 암즈 MAME pce 일어

cybrcore 사이버 코어 MAME pce 일어

sonson2 손 손 II MAME pce 일어

soldblad 솔저 블레이드 MAME pce 일어

sssoldr 슈퍼 스타 솔저 MAME pce 일어

sf2ce 스트리트 파이터 2 챔피언 에디션 MAME pce 일어

aeroblst 에어로 블라스터 MAME pce 일어

loht 영웅 톤마의 전설 MAME pce 일어

override 오버라이드 MAME pce 일어

tatsunok 용의 아들 파이터 MAME pce 일어

wonderm 원더 모모 MAME pce 일어

genpemak 원평토마전 제2권 MAME pce 일어

alice 이상한 꿈의 앨리스 MAME pce 일어

jchan 잭키찬의 쿵후 MAME pce 일어

xevious 제비우스: 파드라우트 전설 MAME pce 일어

katochan 카토짱 켄짱 MAME pce 일어

coryoon 코륜 MAME pce 일어

kungfu 쿵후 MAME pce 일어

xwiber 크로스 와이버: 사이버 컴뱃 폴리스 MAME pce 일어

tatsujin 타수진 MAME pce 일어

toramich 타이거 로드 MAME pce 일어

takameib 타카하시 명인의 신 모험도 MAME pce 일어

parasol 파라솔 스타 MAME pce 일어

finlblst 파이널 블라스터 MAME pce 일어

finalsol 파이널 솔저 MAME pce 일어

aoiblink 푸른 망아지 브링크 MAME pce 일어

3x3eyes 3x3 아이즈 - 삼지안 변성 (일본판) MAME pcecd 일어

cddenjin CD 전인 - 로커빌리 파라다이스 (일본판) MAME pcecd 일어

koseikib KO 세기 비스트 삼수사 - 가이아 부활 완결편 (일본판) MAME pcecd 일어

ldis L-디스 (일본판) MAME pcecd 일어



nexzr NEXZR (일본판) MAME pcecd 일어

bonk3 PC원인 3: 봉크의 대모험 CD (미국판) MAME pcecd 영어

rtype R-타입 컴플리트 CD (일본판) MAME pcecd 일어

ys4 YS IV - 이스의 여명 (일본판)[T-Eng] MAME pcecd 영어

godpanic 갓 패닉 - 지상최강군단 (일본판) MAME pcecd 일어

gatethun 게이트 오브 썬더 (일본판) MAME pcecd 일어

gground 게인 그라운드 SX MAME pcecd 영어

gotzendi 겟첸디너 (일본판) MAME pcecd 일어

algunos 격투매왕전설 알가노스 (일본판) MAME pcecd 일어

gulliver 공상과학세계 걸리버 보이 (일본판) MAME pcecd 일어

gradius2 그라디우스 2 (일본판) MAME pcecd 일어

downtown 다운타운 열혈물어 (일본판) MAME pcecd 일어

soreyukd 다운타운 열혈행진곡 나아가라 대운동회 (일본판) MAME pcecd 일어

dynhero 다이나스틱 히어로 (미국판) MAME pcecd 영어

ddragon2 더블 드래곤 II (일본판) MAME pcecd 일어

doraemon 도라에몽 - 진구의 도라비안 나이트 (일본판) MAME pcecd 일어

dknightg 드래곤 나이트 I & 그래피티 (일본판) MAME pcecd 일어

dknight3 드래곤 나이트 III (일본판) MAME pcecd 일어

dslaylh 드래곤 슬레이어 영웅전설 (미국판) MAME pcecd 영어

dslayed2 드래곤 슬레이어 영웅전설 II (일본판) MAME pcecd 일어

dbz 드래곤볼 Z - 위대한 손오공 전설 (일본판) MAME pcecd 일어

rayxan3 라이잔바 3 (일본판) MAME pcecd 일어

laplace 라플라스의 마 (일본판) MAME pcecd 일어

ranmadat 란마 - 타도 원조 무차별 격투류 (일본판) MAME pcecd 일어

langriss 랑그릿사 - 빛의 후예 (일본판) MAME pcecd 일어

lodoss 로도스 섬 전기 (일본판) MAME pcecd 일어

lodoss2 로도스 섬 전기 II (일본판) MAME pcecd 일어

loom 룸 (미국판) MAME pcecd 영어

legion 리전 (일본판) MAME pcecd 일어

mamonohu 마물헌터 요코 - 멀리서 외치는 소리 (일본판) MAME pcecd 일어

madstlkr 매드 스토커 - 풀 메탈 포스 (일본판) MAME pcecd 일어

conan 미래소년 코난 (일본판) MAME pcecd 일어

sailormn 미소녀 전사 세일러 문 (일본판) MAME pcecd 일어

sailormc 미소녀 전사 세일러 문 콜렉션 (일본판) MAME pcecd 일어

mysticf 미스틱 포뮬러 (일본판) MAME pcecd 일어

valis 바리스 I CD (일본판) MAME pcecd 일어

basted 바스테드 (일본판) MAME pcecd 일어

bnzabros 보난자 브라더스 (일본판) MAME pcecd 일어

burai2 부라이 2 - 어둠 황제의 역습 (일본판) MAME pcecd 일어

blodgear 블러드 기어 (일본판) MAME pcecd 일어

puyopuy2 뿌요뿌요 CD 2 (일본판) MAME pcecd 일어

psychics 사이킥 스톰 (일본판) MAME pcecd 일어

xak12 사크 I & II (일본판) MAME pcecd 일어

xak3 사크 III (일본판) MAME pcecd 일어

seiyamon 성야 이야기 (일본판) MAME pcecd 일어

sorcer 소서리언 (일본판) MAME pcecd 일어

solmoona 솔 모나쥬 (일본판) MAME pcecd 일어

juuouki 수왕기 (일본판) MAME pcecd 일어

sdarius 슈퍼 다라이어스 (일본판) MAME pcecd 일어

sraiden 슈퍼 라이덴 (일본판) MAME pcecd 일어

starparo 스타 파로저 (일본판) MAME pcecd 일어

steamhea 스팀 하츠 (일본판) MAME pcecd 일어

spcfzone 스페이스 판타지존 (일본판) MAME pcecd 일어

spriggn2 스프리건 마크 2 - 리테라폼 프로젝트 (일본판) MAME pcecd 일어

sylphia 실피아 (일본판) MAME pcecd 일어

asuka120 아스카 120% 맥시멈 버닝 피스트 (일본판) MAME pcecd 일어

draculax 악마성 드라큐라 - 피의 윤회 (일본판) MAME pcecd 일어

aichoan 애 초형귀 (일본판) MAME pcecd 일어

yawara2 야와라! 2 (일본판) MAME pcecd 일어

avgeo 어드밴스드 베리어블 지오 (일본판) MAME pcecd 일어



emeraldd 에메랄드 드래곤 (일본판) MAME pcecd 일어

exile2 엑자일 II - 사념의 사상 (일본판) MAME pcecd 일어

yamato 우주전함 야마토 (일본판) MAME pcecd 일어

yuyu 유유백서 암승부 암흑무술회 (일본판) MAME pcecd 일어

yuna2 은하 아가씨 전설 유나 2 (일본판) MAME pcecd 일어

yunahv 은하 아가씨 전설 유나 휴비디오 CD (일본판) MAME pcecd 일어

galaxyde 은하형사 가이반 (일본판) MAME pcecd 일어

imagef2 이미지 파이트 2 (일본판) MAME pcecd 일어

tekiwork 일하는 소녀 테키파키 워킹 러브 (일본판) MAME pcecd 일어

zero4c2 제로 4 챔프 II (일본판) MAME pcecd 일어

zerowing 제로윙 (일본판) MAME pcecd 일어

tenshiut 천사의 시 I (일본판) MAME pcecd 일어

tengaims 천외마경 - 풍운 가부키전 (일본판) MAME pcecd 일어

tengaim2 천외마경 2 - 만지마루 (일본판) MAME pcecd 일어

macrosls 초시공요새 마크로스 - 영원의 러브송 (일본판) MAME pcecd 일어

macr2036 초시공요새 마크로스 2036 (일본판) MAME pcecd 일어

choaniki 초형귀 (일본판) MAME pcecd 일어

cosmfnt3 코스믹 환타지 3 - 모험소년 레이 (일본판) MAME pcecd 일어

cosmfn4g 코스믹 환타지 4 - 은하소년전설 격투편 (일본판) MAME pcecd 일어

cosmfn4t 코스믹 환타지 4 - 은하소년전설 돌입편 (일본판) MAME pcecd 일어

cotton 코튼 (미국판) MAME pcecd 영어

kiaidan 키아이단 00 (일본판) MAME pcecd 일어

terrafor 테라포밍 (일본판) MAME pcecd 일어

gunbust1 톱을 노려라! 건버스터 Vol.1 (일본판) MAME pcecd 일어

gunbust2 톱을 노려라! 건버스터 Vol.2 (일본판) MAME pcecd 일어

travelep 트래블 에풀 (일본판) MAME pcecd 일어

populous 파퓰러스 (일본판) MAME pcecd 일어

popnmagi 팝픈 매직 (일본판) MAME pcecd 일어

faussete 포스떼 아무어 (일본판) MAME pcecd 일어

kazekiri 풍무 (일본판) MAME pcecd 일어

fraycd 프레이 CD - 사크 외전 (일본판) MAME pcecd 일어

flashhid 플래시 하이더스 (일본판) MAME pcecd 일어

hellfire 헬파이어 S (일본판) MAME pcecd 일어

horrorst 호러 스토리 (일본판) MAME pcecd 일어

grandia 그란디아 MAME psx 영어

doa 데드 오어 얼라이브 MAME psx 영어

rr4 릿지 레이서 타입 4 MAME psx 영어

mgg 매닉 게임 걸 (한글판) MAME psx 한국어

mgs 메탈기어 솔리드 스네이크 MAME psx 영어

batmnbey 배트맨 비욘드 - 리턴 오브 더 조커 MAME psx 영어

toshin2 배틀 아레나 투신전 2 MAME psx 일본어

vagstory 베이그란트 스토리 MAME psx 영어

hokutosk 북두의 권 - 세기말 구세주 전설 MAME psx 일본어

soulblada 소울 블레이드 MAME psx 영어

shuramon 수라의 문 MAME psx 일본어

stahlfed 슈탈 페이더 - 철갑비공단 MAME psx 일본어

starocn2 스타오션 - 세컨드 스토리 MAME psx 영어

tf5 썬더포스 V - 퍼펙트 시스템 MAME psx 영어

cvaniach 악마성 드라큐라 크로니클스 MAME psx 영어

rtyped 알타입 델타 MAME psx 영어

acecomb3 에이스 컴뱃 3 MAME psx 영어

omegabst 오메가 부스트 MAME psx 영어

zanacx 자낙 X 자낙 MAME psx 일본어

xenogear 제노기어스 MAME psx 영어

tenchu2 천추 2 MAME psx 영어

cvspro 캡콤 Vs. SNK 프로 MAME psx 영어

crash3 크래시 밴디쿳 3 - 워프트 MAME psx 영어

clocktw2 클락 타워 2 MAME psx 영어

todest2 테일즈 오브 데스티니 II MAME psx 영어

traid4 톰 레이더 MAME psx 영어



ffantact 파이널 판타지 택틱스 MAME psx 영어

panzband 팬저 밴디트 MAME psx 일본어

Kidou Senshi Gundam - Gihren no Yabou - Zeon no Keifu (Japan) (Disc 1) (Earth Federation Disc) 건담 기렌의 야망 - 지온의 계보 연방편 MAME psx_2 일본어

Kidou Senshi Gundam - Gihren no Yabou - Zeon no Keifu (Japan) (Disc 2) (Zeon Disc) 건담 기렌의 야망 - 지온의 계보 지온편 MAME psx_2 일본어

Kagaku Ninjatai Gatchaman - The Shooting (Japan) 더 슈팅 - 독수리 오형제 MAME psx_2 일본어

Dino Crisis 1 (K) 디노 크라이시스 1 (한글판) MAME psx_2 한국어

Dino Crisis 2 (K) 디노 크라이시스 2 (한글판) MAME psx_2 한국어

Rockman 8-Metal Heroes (K) 록맨 8 (한글판) MAME psx_2 한국어

Rockman X4 (K) 록맨 X4 (한글판) MAME psx_2 한국어

Megaman X5 (Europe) 록맨 X5 MAME psx_2 일본어

Mega Man X6 (K) 록맨 X6 (한글판) MAME psx_2 한국어

Mouri Motonari - Chikai no Sanshi (K) 모리환취전 - 맹세의 세화살 (한글판) MAME psx_2 한국어

Resident Evil 1 - Director's Cut Dual Shock (K) 바이오해저드 1 (한글판) MAME psx_2 한국어

BioHazard 2 - Dual Shock (K) Disc1 바이오해저드 2 (한글판) MAME psx_2 한국어

Super Robot Shooting (Japan) 슈퍼 로봇 슈팅 MAME psx_2 일본어

Super Robot Wars Alpha (K) 슈퍼로봇대전 알파 (독음패치) MAME psx_2 독음패치

Suzuki Bakuhatsu (Japan) 스즈키 폭발 MAME psx_2 일본어

Castlevania - Symphony of the Night (K) 악마성 드라큐라 X - 월하의 야상곡 (한글판) MAME psx_2 한국어

Yarudora Series Vol.2 - Kisetsu wo Dakishimete (K) (Disc 1) 야루도라 - 계절을 안고서 (한글판) MAME psx_2 한국어

Yarudora Series Vol.1 - Double Cast (K) (Disc 1) 야루도라 - 더블 캐스트 (한글판) MAME psx_2 한국어

Sengoku Mugen (K) 전국몽환 (한글판) MAME psx_2 한국어

Tales of Eternia (K) (Disc 1) 테일즈 오브 이터니아 (한글판) MAME psx_2 한국어

Tobal 2 (Japan) 토발 2 MAME psx_2 일본어

Final Fantasy VII (K) v1.73 Disc1 파이널 판타지 7 (한글판) MAME psx_2 한국어

Final Fantasy IX (K) Disc1 파이널 판타지 9 (한글판) MAME psx_2 한국어

Parasite Eve (K) Disc1 패러사이트 이브 1 (한글판) MAME psx_2 한국어

Forget me not - Palette (K) 포겟 미 낫 - 팔레트 (한글판) MAME psx_2 한국어

3ninja 3 닌자 킥 백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ah3ts AH3 썬더 스트라이크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ax101 AX-101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ragecage WWF 레이지 인 더 케이지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kamenrzo 가면 라이더 ZO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gztexas 그라운드 제로 텍사스 Disc 1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gztexas 그라운드 제로 텍사스 Disc 2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novastm 노바스톰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darkwiz 다크 위자드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dblswtch 더블 스위치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eyebehol 던전&드래곤: 주시자의 눈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risedrg 라이즈 오브 드래곤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lordthun 로드 오브 썬더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loadstar 로드스타 - 툴리 보딘의 전설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revninja 리벤지 오브 더 닌자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lethalen 리썰 인포서스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mypaint 마이 페인트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microcos 마이크로코즘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mmpr 마이티 몰핀 파워 레인저스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mansion 몽견관 이야기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midnight 미드나이트 레이더스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mmania 미키 매니아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batmanrn 배트맨 리턴즈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advbatr 배트맨과 로빈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frcestrk 버닝 피스트 - 포스 스트라이커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vay 베이 - 유성의 갑옷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dracula 브람스토커 드라큐라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samsho 사무라이 쇼다운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shinfrce 샤이닝 포스 CD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beast2 섀도우 오브 더 비스트 II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segaac5 세가 클래식 아케이드 콜렉션 5합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soniccd 소닉 CD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snatcher 스내처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starblad 스타블레이드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swra 스타워즈 저항군의 반격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cobra 스페이스 어드벤처 코브라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spaceace 스페이스 에이스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silpheed 실피드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fatfursp 아랑전설 스페셜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hota 아웃 오브 디스 월드 & 하트 오브 에얼리언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ejimse 어스웜 짐 - 스페셜 에디션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ecco 에코 더 돌핀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ecco2 에코 더 타이드 오브 타임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prime 울트라버스 프라임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wonderdg 원더 독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monkey 원숭이섬의 비밀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wingcomm 윙 커맨더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etenalc 이터널 챔피언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3rdww 제3차 세계대전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dino2 캐딜락 앤 다이노소어 - 두번째 대재앙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cliffh 클리프 행어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tcataly 톰캣 엘리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popmail 팝플 메일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panic 패닉!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ppersia 페르시아의 왕자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flink 플링크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hook 후크 (미국판) MAME segacd 영어

1941 1941: 카운터 어택 MAME sgx 일어

daimakai 대마계촌 MAME sgx 일어

granzort 마동왕 그랑죠 MAME sgx 일어

battlace 배틀 에이스 MAME sgx 일어

aldynes 올디니스 MAME sgx 일어

ys YS MAME sms 영어

gaegujan 개구쟁이 까치 MAME sms 한국어

golvell 골베리우스 MAME sms 영어

kujaku 공작왕 MAME sms 영어

ngaiden 닌자외전 MAME sms 영어

dallye 달려라 피구왕 (한글판) MAME sms 한국어

ddragonk 더블 드래곤 MAME sms 영어

doubltgt 더블 타겟 MAME sms 영어

deepduck 도날드 덕 - 딥 덕 트러블 MAME sms 영어

dokidoki 두근두근 펭귄랜드 - 우주 대모험 MAME sms 영어

makairet 마계열전 MAME sms 영어

castlillu 미키마우스 - 환상의 성 MAME sms 영어

sor2 베어너클 2 MAME sms 영어

hokuto 북두의 권 MAME sms 영어

psychicw 사이킥 월드 MAME sms 영어

sangoku3 삼국지 3 - 천하쟁패 (한글판) MAME sms 한국어

suhocheo 수호전사 (한글판) MAME sms 한국어

shinobij 시노비 MAME sms 영어

tbladej 썬더 블레이드 MAME sms 영어

agidooly 아기공룡 둘리 (한글판) MAME sms 한국어

ashura 아수라 / 특명 MAME sms 일어

astrow 아스트로 워리어 MAME sms 영어

astrofl 아스트로 플래시 MAME sms 영어

aztecadv 아즈텍 어드벤처 - 파라다이스 황금길 MAME sms 영어

alexlost 알렉스 키드 - 잃어버린 별 MAME sms 영어

rtype 알타입 MAME sms 영어

actionfg 액션 파이터 MAME sms 영어

wboya 원더보이 MAME sms 영어

wboymlnd 원더보이 인 몬스터 랜드 MAME sms 영어

ghosthk 유령의 집 MAME sms 영어

janggun 장군의 아들 MAME sms 영어



jangpun2 장풍 II MAME sms 한국어

jangpun3 장풍 III MAME sms 한국어

ttoriui 청춘 스캔들 MAME sms 영어

calgame2b 캘리포니아 게임즈 II MAME sms 영어

comicalk 코메디 권총사 죠 MAME sms 영어

teddyboy 테디 보이 MAME sms 영어

totowld3 토토 월드 3 (한글판) MAME sms 한국어

tomjermv 톰과 제리 MAME sms 영어

zillion2 트라이 포메이션 / 붉은광탄의 질리온 2 MAME sms 영어

pstrike 파워 스트라이크 MAME sms 영어

pstrike2 파워 스트라이크 II MAME sms 영어

fantzon2 판타지존 II - 오파오파의 눈물 MAME sms 영어

hongkd 홍길동 MAME sms 한국어

hwaran 화랑의 검 / 검성전 (한글판) MAME sms 한국어

rtype3u R 타입 III MAME snes 영어

sdgungx SD 건담 GX MAME snes 영어

sdhiryu SD 비룡의 권 MAME snes 영어

ys4 YS IV - 마스크 오브 더 선 (한글판) MAME snes 한국어

ggoemon2 간바레 고에몽 2 MAME snes 영어

gsmikami 고스트 스위퍼 미카미 MAME snes 영어

ghostcha 고스트 체이서 MAME snes 영어

pocky2u 기기괴계 2: 월야초자 MAME snes 영어

patlabor 기동경찰 패트레이버 MAME snes 영어

dion 기동장갑 다이온 MAME snes 영어

tmnt4a 닌자 거북이 - 터틀스 인 타임 MAME snes 영어

ninjawaru 닌자 워리어즈 MAME snes 영어

demonblz 데몬즈 블레이즌 MAME snes 영어

dbzchom 드래곤 볼 Z 초무투전 MAME snes 영어

lionkingu 라이온 킹 MAME snes 영어

ranmagek 란마 - 정내격투편 MAME snes 영어

ranmaran 란마 - 초기난무편 MAME snes 영어

ranmabak 란마 - 폭렬난투편 MAME snes 영어

lemmingsu 레밍즈 MAME snes 영어

lemming2u 레밍즈 2 MAME snes 영어

majuuou 마수왕 MAME snes 영어

mmpru 마이티 모르핀 파워 레인저스 MAME snes 영어

blizyuki 미소녀 레슬러 열전 - 블리자드 유키 난입!! MAME snes 영어

sailorss 미소녀 전사 세일러문 슈퍼S - 전원집합 주역쟁탈전 MAME snes 영어

biometalu 바이오 메탈 MAME snes 영어

batmanrnu 배트맨 리턴즈 MAME snes 영어

batlmast 배틀 마스터 - 궁극의 전사들 MAME snes 영어

brandishj 브랜디쉬 (한글판) MAME snes 한국어

ultfight 비룡의 권 S MAME snes 영어

soccerkdj 사커 키드 / 소년 크릿츠의 모험 MAME snes 일어

sbm2 소닉 블라스트 맨 2 MAME snes 영어

srtypeu 슈퍼 R 타입 MAME snes 영어

dkongc3j 슈퍼 동키콩 3 MAME snes 일어

smkartu 슈퍼 마리오 카트 MAME snes 영어

sbombmn5 슈퍼 봄버맨 5 MAME snes 영어

ssf2J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II MAME snes 일어

airdivr2 슈퍼 에어 다이버 2 MAME snes 영어

schinwl2 슈퍼 차이니즈 월드 2 - 우주 일무투 대회 MAME snes 영어

supchinf 슈퍼 차이니즈 파이터 MAME snes 영어

sturric2u 슈퍼 투리칸 2 MAME snes 영어

suppunchu 슈퍼 펀치-아웃!! MAME snes 영어

stardust 스타더스트 서플렉스 MAME snes 영어

starwarsu 스타워즈 4: 새로운 희망 MAME snes 영어

esbua 스타워즈 5: 제국의 역습 MAME snes 영어

jediu 스타워즈 6: 제다이의 귀환 MAME snes 영어

starfox2 스타폭스 2 (포로토타입) MAME snes 영어



sfz2 스트리트 파이터 제로 2 MAME snes 영어

spawnu 스폰 MAME snes 영어

Slam Dunk 2 (K) 슬램 덩크 2 (한글판) MAME snes 한국어

jikkparo 실황 떠벌이 파로디우스 MAME snes 영어

powyak98 실황 파워풀 프로 야구 - 베이직 판 '98 MAME snes 영어

xmenu 엑스맨 - 뮤턴트 아포칼립스 MAME snes 영어

axelayu 엑슬레이 MAME snes 영어

wildgunsu 와일드 건 MAME snes 영어

tekkaman 우주의 기사 데카맨 블레이드 MAME snes 영어

genocid2 제노사이드 2 MAME snes 영어

chomakai 초마계촌 MAME snes 일어

twinbadvj 트윈비 - 레인보우 벨 어드벤처 MAME snes 일어

ttoonwaku 티니툰 대운동회 MAME snes 영어

ttoonbblu 티니툰 어드벤처 MAME snes 영어

ffight2j 파이널 파이트 2 MAME snes 일어

ffight3u 파이널 파이트 터프 MAME snes 영어

phalanxu 팔랑크스 MAME snes 영어

popntwinj 팝픈 트윈비 MAME snes 일어

ppersia2u 페르시아의 왕자 2 MAME snes 영어

haganeu 하가네: 파이널 컨플릭트 MAME snes 영어

hanguk 한국 프로야구 (한글판) MAME snes 한국어

musya 호창신뢰전설 - 무사 MAME snes 일어

contrasp 혼두라 스피리츠 MAME snes 일어

YS 3 (K) YS III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Illusion of Gaia (K) 가이아 환상기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Go Go Ackman 1 (1994,Banpresto,AT)(K) 고고 아크맨 1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Go Go Ackman 2 (1994,Banpresto,AT)(K) 고고 아크맨 2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Megami Tensei 1&2 (K) 구약 여신전생 1 & 2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Neugier (K) 노이기어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Rudra no Hihou (K) 누드라의 비보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Dual Orb 2 (K) 듀얼 오브 2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Dragon Ball Z - Super Butouden 2 (F) [T-Eng] 드래곤 볼 Z 초무투전 2 MAME snes2 영어

Dragon Ball Z - Super Butouden 3 (K) 드래곤 볼 Z 초무투전 3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Dragon Ball Z - Super Gokuu Den Kakusei Hen (K) 드래곤 볼 Z 초오공전 각성편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Dragon Ball Z - Super Gokuu Den - Totsugeki Hen (K) 드래곤 볼 Z 초오공전 돌격편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Dragon Ball Z - Hyper Dimension (J) [T-Eng] 드래곤 볼 Z 하이퍼 디멘션 MAME snes2 영어

Live A Live (K) 라이브 어 라이브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Rushing Beat Shura (T-Kor) 러싱 비트 수라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Romancing Saga 2 (K) 로맨싱 사가 2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Romancing Saga 3 (K) 로맨싱 사가 3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Rockman & Forte (K) 록맨 & 포르테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Rockman X (K) 록맨 X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Rockman X2 (K) 록맨 X2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Rockman X3 (K) 록맨 X3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Magic Knight Rayearth (K) 마법기사 레이어스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Mahoujin Guru Guru 2 (K) 마법진 구루구루 2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Magical Pop'n (K) 매지컬 팝픈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Melfand Stories (K) 멜판드 스토리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Gourmet Sentai - Bara Yarou (K) 미식전대 장미야랑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Battle Robot Retsuden (K) 배틀 로봇열전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Ball Bullet Gun Survival Game Simulation (K) 볼 불렛 건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Breath of Fire 1 (K) 브레스 오브 파이어 1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Breath of Fire 2 (K) 브레스 오브 파이어 2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Xak - the Art of Visual Stage (K) 사크 - 황폐한 땅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Seiken Densetsu 2 (K) 성검전설 2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Seiken Densetsu 3 (K) 성검전설 3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Super Donkey Kong (K) 슈퍼 동키콩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Super Robot Taisen EX (K) 슈퍼 로봇대전 EX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Super Robot Taisen - Masou Kishin (K) 슈퍼 로봇대전: 마장기신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Super Mario RPG (K) 슈퍼 마리오 RPG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Super Mario All-Stars (1993,Nintendo,AT)(K) 슈퍼 마리오 올스타즈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Super Metroid (K) 슈퍼 메트로이드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Star Ocean (Japan) (Translated En) 스타 오션 MAME snes2 영어

Starfox (K) 스타폭스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Slyers (K) 슬레이어즈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Shin Kidou Senki Gundam W - Endless Duel (Japan) (Translated En) 신 기동전기 건담 윙 - 엔들리스 듀얼 (영문패치) MAME snes2 영어

Akumajou Dracula XX (K) 악마성 드라큘라: 피의 윤회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Alcahest (K) 알카에스트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Undercover Cops (K) 언더커버 캅스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Estpolis Denki (K) 에스트폴리스 전기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Area 88 (K) 에어리어 88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Shodai Nekkeysu Kouha Kunio-kun (K) 열혈경파 구니오군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Wedding Peach (K) 웨딩피치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Densetsu no Orge Battle (K) 전설의 오우거 배틀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Dai 3 Ji Super Robot Taisen (K) 제3차 슈퍼 로봇대전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Dai 4 Ji Super Robot Taisen (K) 제4차 슈퍼 로봇대전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Otogirisou (K) 제절초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The Legend of Zelda - Triforce of the Gods (K) 젤다의 전설 - 신들의 트라이포스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Assault Suits Valken (K) 중장기병 발켄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Tenchi Souzou (K) 천지창조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Choujikuu Yousai Macross - Scrambled Valkyrie (K) 초시공요새 마크로스 - 스크램블 발키리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Kirby's Dream Land 3 (U) 카비 드림랜드 3 MAME snes2 영어

Chrono Trigger (K) 크로노 트리거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Clock Tower (K) 클럭 타워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Tactics Ogre - Let Us Cling Together (1995,Quest,SM)(K) 택틱스 오우거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Tales of Phantasia (K) 테일즈 오브 판타지아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Treasure Hunter G (1996,Square,RPG)(K) 트레저 헌터 G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Final Fantasy 4 (K) 파이널 판타지 4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Final Fantasy 5 (K) 파이널 판타지 5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Final Fantasy 6 (K) 파이널 판타지 6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Fire Emblem - Mystery of Emblem (1994,Nintendo,SM)(K) 파이어 엠블렘: 문장의 비밀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Fire Emblem - Genearaly of Holy War (1996,Nintendo,SM)(K) 파이어 엠블렘: 성전의 계보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Fire Emblem - Thracia 776 (2002,Nintendo,SM)(K) 파이어 엠블렘: 트라키아 776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Furai no Siren (1992,Square,RPG)(K) 풍래의 시렌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Front Mission (K) 프론트 미션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Violin Harmel (1995,Enix,AT)(K) 하멜의 바이올린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Harvest Moon (K) 하베스트 문 (한글판) MAME snes2 한국어

bonk PC원인 MAME tg16 영어

bonk2 PC원인 2: 봉크의 리벤지 MAME tg16 영어

airzonk PC전인: 펑킥 사이보그스 MAME tg16 영어

deadmoon 데드문 MAME tg16 영어

neutopi2 유토피아 II MAME tg16 영어

mouser 마우저 MAME vert

bcruzm12 배틀 크루저 M-12 MAME vert

tgoldeye 골든아이 MAME_tiger

tgoldnaxe 골든액스 MAME_tiger

thalone2 나홀로 집에 2 MAME_tiger

tsddragon 더블 드래곤 MAME_tiger

trobocop3 로보캅 3 MAME_tiger

tbatman 배트맨 MAME_tiger

tsfight2 스트리트 파이터 2 MAME_tiger

tsharr2 스페이스 해리어 2 MAME_tiger

txmenpx 엑스맨 프로젝트X MAME_tiger

tjpark 쥬라기 공원 MAME_tiger

ttransf2 트랜스포머 2 MAME_tiger

thook 후크 MAME_tiger

gunblade 건블레이드 뉴욕 Model2

dynamcop 다이나마이트 형사 model2

doa 데드 오어 얼라이브 Model2

daytona 데이토나 USA Model2



daytonagtx 데이토나 USA: GTX2004 Model2

lastbrnx 라스트 브롱크스 Model2

rchase2 레일 체이스 2 Model2

motoraid 모토 레이드 Model2

vstriker 버추어 스트라이커 Model2

vcop2 버추어 캅 2 Model2

vf2 버추어 파이터 2 Model2

von 버추얼온 사이버 트루퍼스 Model2

bel 비하인드 에너미라인 Model2

srallyc 세가 랠리 챔피언쉽 Model2

stcc 세가 투어링 카 챔피언쉽 Model2

sfight 소닉 더 파이터즈 Model2

schamp 소닉 챔피언쉽 Model2

skytargt 스카이 타겟 Model2

indy500 인디애나폴리스 500 Model2

zerogun 제로 건너 Model2

fvipers 파이팅 바이퍼즈 Model2

pltkids 파일럿 키즈 Model2

hotd 하우스 오브 더 데드 model2

lamachin LA 머신건 Model3

dirtdvls 더티 데빌스 Model3

daytona2 데이토나 USA2 Model3

dayto2pe 데이토나 USA2 퍼펙트 에디션 Model3

lostwsga 로스트 월드 Model3

lemans24 르망 24 Model3

magtruck 매지컬 트럭 어드벤처 Model3

vs2 버추어 스트라이커 2 Model3

vf3 버추어 파이터 3 Model3

vf3tb 버추어 파이터 3 팀배틀 Model3

von2 버추얼온 2 Model3

srally2 세가 랠리 2 Model3

scud 스커드 레이스 Model3

scudp 스커드 레이스 플러스 Model3

swtrilgy 스타워즈 트릴리지 아케이드 Model3

spikeofe 스파이크 아웃 파이널 에디션 Model3

oceanhun 오션 헌터 Model3

fvipers2 파이팅 바이퍼즈 2 Model3

harley 할리 데이비슨 Model3

SD Gundam 2 SD 건담 가챠폰 전사 2 - 캡슐전기 MSX Cartridge

T.N.T. (1987)(Infogrames) T.N.T. MSX Cartridge

Gorby no Pipeline Daisakusen (J) 고르비의 파이프라인 대작전 MSX Cartridge

Gradius (1986,Konami)(U) MSX2 Enhanced 그라디우스 MSX Cartridge

Gradius 2 (K) 그라디우스 2 (한글판) MSX Cartridge

Nemesis 3 enhanced.v.1.03 (K) 그라디우스 3 고퍼의 야망 EP2 (한글판) MSX Cartridge

Kiki Kaikai. Mystery (1987,Taito)(K)(SCC) 기기괴계 (한글판) MSX Cartridge

Knight Lore Remake 늑대인간 리메이크 MSX Cartridge

Daikoukai Jidai (1991)(Koei)(K) 대항해시대 (한글판) MSX Cartridge

Higemaru Makaijima - Nanatsu no Shima Daibouken (Eng) 마계도 (영문판) MSX Cartridge

Madoushi Lulba (1990)(Compile)(J) 마도사 랄바 MSX Cartridge

Knightmare 3 - Shalom (1986,Konami)(K) 마성전설 3 (한글판) MSX Cartridge

Knightmare Gold ver. 3.0 (1986,Konami)(SCC) 마성전설 골드 ver. 3.0 MSX Cartridge

Malaya no Hihou (Eng) 말라야의 비보 (영문판) MSX Cartridge

Metal Gear 2 - Solid Snake.Ver.2.0 (1990)(Konami)(K) 메탈기어 2 (한글판) MSX Cartridge

Takahashi Meijin no Boukenjima (K) 모험도 / 원더보이 (한글판) MSX Cartridge

Barunba 바룬바 MSX Cartridge

Hinotori - Fire Bird (1987)(Konami)(K) 불새 (한글판) MSX Cartridge

SAZIRI (1988)(Telenet Japan)(J) 사지리 MSX Cartridge

Super Cobra (1983)(Konami) SCC-I Sound 슈퍼 코브라 MSX Cartridge

Space Manbow invincible (Japan) 스페이스 맨보우 (무적버전) MSX Cartridge

Psycho World (1988,Hertz,AT)(K) 싸이코월드 (한글판) MSX Cartridge



Ashguine 2 (1987)(T&E Soft)(K) 아쉬기네 2 - 허공의 아성 (한글판) MSX Cartridge

Akanbe Dragon (1988)(Winky Soft) 아칸베 드래곤 MSX Cartridge

Vampire Killer (1986)(Konami)(U) SCC 악마성 드라큐라 MSX Cartridge

Devil Zone (K) 악마지대 MSX Cartridge

Aleste 2 (1989)(Compile)(J) ASCII 16 알레스트 2 (Rom버전) MSX Cartridge

Aleste Gaiden (1989,Compile,ST) 알레스트 외전 MSX Cartridge

Urusei Yatsura (1987)(Micro Cavin)(K) 우르세이 야츠라 (한글판) MSX Cartridge

Adventure Kid (K) 원더키드 MSX Cartridge

Yuureikun (1988)(System Sacom)(J) 유령군 MSX Cartridge

Bank Panic (K) 은행강도 / 뱅크패닉 (한글판) MSX Cartridge

Teitoku no Ketsudan (1991)(Koei)(K) 제독의 결단 (한글판) MSX Cartridge

Champion Boxing (K) 챔피언 복싱 (한글판) MSX Cartridge

Champion Pro Wrestling (K) 챔피언 프로 레슬링 (한글판) MSX Cartridge

Tengoku Yoitoko (Japan) [En by MSX Translations v1.01] (~Welcome to Heaven) 천국 좋은곳 (영문판) MSX Cartridge

Columns (J) 컬럼스 MSX Cartridge

Final Fantasy (J) 파이널 판타지 MSX Cartridge

Playball 3 플레이볼 3 MSX Cartridge

Feedback (1988)(Tecno Soft)(J)(T-Eng) 피드백 (영문판) MSX Cartridge

SD Snatcher (U) SD 스내처 (영문판) MSX Disk

XZRII XZR II (한글판) MSX Disk

YS1 YS I (한글판) MSX Disk

YS2 YS II (한글판) MSX Disk

Nyancle Racing (J)(T+eng) 니양클 레이싱 (영문판) MSX Disk

Fire Hawk - Thexder II (1989)(Game Arts)(K) 덱스터 II (한글판) MSX Disk

Rune Master II (1990)(Compile)(K) 룬마스터 II (한글판) MSX Disk

Valis 2 - The Fantasm Soldier (K) 몽환전사 바리스 2 (한글판) MSX Disk

Xak - Tower of Gazzel 사크 - 가젤의 탑 (한글판) MSX Disk

Xak2 사크 2 (한글판) MSX Disk

Final Mystery Murder Club - Satsujin Club (K) 살인클럽 (한글판) MSX Disk

Samguksi 2 삼국지 2 (한글판) MSX Disk

Snatcher (K) 스내처 (한글판) MSX Disk

Jikuu no Hanayome (U) 시공의 신부 (영문판) MSX Disk

Aleste 2 알레스트 2 (Disk)(한글판) MSX Disk

Ankoku Shinwa - Yamato Takeru Densetsu (K) 암흑신화 - 야마토타케루 전설 (한글판) MSX Disk

Orange Road (1998)(Micro Cavin)(K) 오렌지 로드 (한글판) MSX Disk

Chuuka Taisen 중화대선 MSX Disk

FRAY (K) v2.0 프레이 v2.0 (한글판) MSX Disk

SD Snatcher (K) SD 스내처 (한글판) MSX Disk_SCC

Laydock2 Enhancement patch 1.0 레이독 2 - 라스트 어택 MSX2+ Disk

007 - GoldenEye (USA) 007 - 골든아이 (미국판) N64 영어

F-Zero X (USA) F-제로 X (미국판) N64 영어

Flying Dragon (USA) SD 비룡의 권 (미국판) N64 영어

Goemon's Great Adventure (USA) 고에몽의 대모험 (미국판) N64 영어

Nagano Winter Olympics '98 (USA) 나가노 동계 올림픽 '98 (미국판) N64 영어

Nightmare Creatures (USA) 나이트매어 크리처스 (미국판) N64 영어

Dance Dance Revolution - Disney Dancing Museum (Japan) 댄스 댄스 레볼루션 - 디즈니 댄싱 뮤지엄 (일본판) N64 영어

Deadly Arts (USA) 데들리 아츠 (미국판) N64 영어

Donald Duck - Goin' Quackers (USA) (En,Fr,De,Es,It) 도널드 덕 - 고잉 케이커 (미국판) N64 영어

Donkey Kong 64 (USA) 동키콩 64 (미국판) N64 영어

Diddy Kong Racing (USA) (En,Fr) (Rev A) 디디콩 레이싱 (미국판) N64 영어

Rayman 2 - The Great Escape (USA) (En,Fr,De,Es,It) 레이맨 2 - 대탈출 (미국판) N64 영어

Resident Evil 2 (USA) (Rev A) 레지던트 이블 2 (미국판) N64 영어

Road Rash 64 (USA) 로드 러시 64 (미국판) N64 영어

RR64 - Ridge Racer 64 (USA) 릿지 레이서 64 (미국판) N64 영어

Super Mario 64 (USA) 마리오 64 (미국판) N64 영어

Mario Golf (USA) 마리오 골프 (미국판) N64 영어

Mario Kart 64 (K) [!] 마리오 카트 64 (한글판) N64 한국어

Mario Tennis (USA) 마리오 테니스 (미국판) N64 영어

Mario Party 2 (USA) 마리오 파티 2 (미국판) N64 영어

Mario Party 3 (USA) 마리오 파티 3 (미국판) N64 영어



robotech - crystal dreams (usa) (proto) 마크로스 - 크리스탈 드림 (미국판) (프로토타입) N64 영어

Mega Man 64 (USA) 메가맨 64 (미국판) N64 영어

Mortal Kombat 4 (USA) 모탈 컴뱃 4 (미국판) N64 영어

Monster Truck Madness 64 (USA) 몬스터 트럭 매드니스 64 (미국판) N64 영어

Mickey's Speedway USA (USA) 미키의 스피드웨이 USA (미국판) N64 영어

Banjo-Kazooie (USA) (Rev A) 반조와 카주이의 대모험 (미국판) N64 영어

Banjo-Tooie (USA) 반조와 카주이의 대모험 2 (미국판) N64 영어

Virtual Pool 64 (USA) 버추얼 당구 64 (미국판) N64 영어

Virtual Chess 64 (USA) (En,Fr,Es) 버추얼 체스 64 (미국판) N64 영어

Kirby 64 - The Crystal Shards (USA) 별의 커비 64 (미국판) N64 영어

Blast Corps (USA) 불도저 (미국판) N64 영어

South Park (USA) 사우스 파크 (미국판) N64 영어

Shadow Man (USA) 쉐도우맨 (미국판) N64 영어

super robot taisen 64 (japan) 슈퍼 로봇 대전 64 (일본판) N64 영어

Super Smash Bros. (USA) 슈퍼 스매시 브로스 (미국판) N64 영어

Star Fox 64 (U) (V1.0) 스타 폭스 64 (미국판) N64 영어

Star Wars - Rogue Squadron (USA) 스타워즈 - 로그 스쿼드런 (미국판) N64 영어

Star Wars - Shadows of the Empire (USA) (Rev B) 스타워즈 - 제국의 그림자 (미국판) N64 영어

Star Wars Episode I - Battle for Naboo (USA) 스타워즈 에피소드 I - 나부 전투 (미국판) N64 영어

Star Wars Episode I - Racer (USA) 스타워즈 에피소드 I - 레이서 (미국판) N64 영어

Spider-Man (USA) 스파이더 맨 (미국판) N64 영어

neon genesis evangelion (japan) 신세기 에반게리온 (일본판) N64 영어

Castlevania (USA) (Rev B) 악마성드라큐라 묵시록 (미국판) N64 영어

Castlevania - Legacy of Darkness (USA) 악마성드라큐라 묵시록 외전 (미국판) N64 영어

Earthworm Jim 3D (USA) 어스웜 짐 3D (미국판) N64 영어

AeroFighters Assault (USA) 에어로 파이터즈 어절트 (미국판) N64 영어

Yoshi's Story (USA) (En,Ja) 요시 스토리 (미국판) N64 영어

Wave Race 64 (USA) (Rev A) 웨이브 레이서 64 (미국판) N64 영어

WinBack - Covert Operations (USA) 윈백 - 코버트 오퍼레이션 (미국판) N64 영어

Excitebike 64 (USA) 익사이트바이크 64 (미국판) N64 영어

International Track & Field 2000 (USA) 인터내셔널 트랙 앤 필드 2000 (미국판) N64 영어

Jet Force Gemini (USA) 제트 포스 제미니 (미국판) N64 영어

Legend of Zelda, the - Majora's Mask (K) 젤다의 전설 - 뮤주라의 가면 (한글판) N64 한국어

Legend of Zelda, the - Ocarina of Time (K) 젤다의 전설 - 시간의 오카리나 (한글판) N64 한국어

Tsumi to Batsu - Hoshi no Keishousha (K) 죄와 벌 - 지구의 계승자 (한글판) N64 한국어

Conker's Bad Fur Day (USA) 컨커 최악의 날 (미국판) N64 영어

NBA Courtside 2 featuring Kobe Bryant (USA) 코비 브라이언트 NBA 코트 사이드 2 (미국판) N64 영어

Cruis'n Exotica (USA) 크루즌 엑소티카 (미국판) N64 영어

Killer Instinct Gold (USA) 킬러 인스팅트 골드 (미국판) N64 영어

Toy Story 2 (USA) 토이 스토리 2 (미국판) N64 영어

Fighter Destiny 2 (U) 파이터즈 데스티니 2 (미국판) N64 영어

Fighting Force 64 (USA) 파이팅 포스 64 (미국판) N64 영어

Pilotwings 64 (USA) 파일럿윙스 64 (미국판) N64 영어

Pokemon Stadium 2 (USA) 포켓몬스터 스타디움 2 (미국판) N64 영어

Hydro Thunder (USA) 하이드로 썬더 (미국판) N64 영어

Paper Mario (K) 페이퍼 마리오 (한글판) N64_Paper_Mario 한국어

SD Gundam - Gachapon Senshi 3 - Eiyuu Senki (K) SD 건담 가챠폰 전사 3 - 영웅전기 (한글판) NES 한국어

SD Gundam - Gachapon Senshi 4 - New Type Story (K) SD 건담 가챠폰 전사 4 - 뉴타입 스토리 (한글판) NES 한국어

Dragon Ball Z 2 - Gekishin Freeza (K) 드래곤볼 Z 2 - 격신 프리저 (한글판) NES 한국어

Dragon Ball Z 3 - Ressen Jinzou Ningen (K) 드래곤볼 Z 3 - 열전 인조인간 (한글판) NES 한국어

Rockman 6 - Shijou Saidai no Tatakai!! (K) 록맨 6 - 사상 최대의 싸움 (한글판) NES 한국어

Hoshi no Kirby - Yume no Izumi no Monogatari (K) 별의 카비 - 꿈의 샘 이야기 (한글판) NES 한국어

Seirei Densetsu Lickle (K) 성령전설 리클 (한글판) NES 한국어

Super Mario 3 (1988,Nintendo,AT)(K-v1.2) 슈퍼 마리오 3 (한글판) NES 한국어

Armadillo (Japan) (Translated En) 아르마딜로 NES 영어

Nekketsu Kakutou Densetsu (K) 열혈 격투전설 (한글판) NES 한국어

Nekketsu Koukou Dodgeball Bu - Soccer Hen (K) 열혈 고교 피구부 축구편 (한글판) NES 한국어

Nekketsu! Street Basket - Ganbare Dunk Heroes (K) 열혈 길거리 농구 - 힘내라 덩크 히어로즈 (한글판) NES 한국어

Bikkuri Nekketsu Shin Kiroku! - Harukanaru Kin Medal (K) 열혈 신기록 - 머나먼 금메달 (한글판) NES 한국어

Downtown - Nekketsu Koushin Kyoku - Soreyuke Dai Undoukai (K) 열혈 행진곡 - 대운동회 (한글판) NES 한국어



Wai Wai World 2 - SOS!! Paseri Jou (1991,Konami,AT)(J)(T+Kor) 와이와이 월드 2 - SOS!! 파세리 성 (한글판) NES 한국어

Dai 2 Ji - Super Robot Taisen (K) 제2차 슈퍼로봇대전 (한글판) NES 한국어

Chip to Dale no Daisakusen (19xx,Walt Disney,Capcom,AT)(K) 칩과 데일의 대작전 (한글판) NES 한국어

Kero Kero Keroppi no Daibouken 2 - Donuts Ike wa Oosawagi! (Japan) (Translated En) 케로케로 케로피의 대모험 2 NES 영어

Final Fantasy II (K) 파이널 판타지 2 (한글판) NES 한국어

Final Fantasy 3 (K) 파이널 판타지 3 (한글판) NES 한국어

GTA 5 GTA 5 PC Game 한국어

NBA 2K20 NBA 2020 PC Game 한국어

SD GUNDAM G Generation CROSS RAYS SD건담 지 제네레이션 - 크로스 레이즈 PC Game 한국어

Gunvolt Chronicles Luminous Avenger iX 건볼트 크로니클스 루미너스 어벤저 iX PC Game 한국어

GRID 그리드 (GRID) PC Game 영어

Gears of Wars 5 기어 오브 워 5 PC Game 한국어

Guilty Gear Xrd REV 2 길티 기어 Xrd Rev 2 (M) PC Game 한국어

GUILTY GEAR Xrd SIGN 길티 기어 Xrd SIGN (M) PC Game 한국어

Naruto Shippuden - Ultimate Ninja Storm 4 나루토 질풍전 - 나루티밋 스톰 4 PC Game 영어

NieR Automata 니어 오토마타 PC Game 한국어

Nitroplus Blasterz Heroines Infinite Duel 니트로플러스 블라스터즈 - 히로인즈 인피니티 듀얼 PC Game 영어

Dying Light - The Following 다잉 라이트 - 더 팔로윙 PC Game 한국어

Dead or Alive 6 데드 오어 얼라이브 6 PC Game 한국어

Devil May Cry 5 데빌 메이 크라이 5 PC Game 한국어

Deathsmiles 데스스마일즈 PC Game 영어

DoDonPachi Resurrection 도돈파치 대부활 PC Game 영어

Dragon Ball Z Kakarot 드래곤볼 Z 카카로트 PC Game 한국어

Dragon Ball Fighter Z 드래곤볼 파이터 Z PC Game 한국어

Raiden 3 라이덴 3 PC Game 영어

Raiden IV - OverKill 라이덴 4 오버킬 PC Game 영어

Raiden V 라이덴 5 PC Game 영어

Raiden Legacy 라이덴 리거시 PC Game 영어

Rise of the Tomb Raider 라이즈 오브 더 툼 레이더: 20주년 기념판 PC Game 한국어

Rayman Legends (Kor Patched) 레이맨 레전드 PC Game 한국어

Resident Evil 2 RE 레지던트 이블 2 리메이크 PC Game 영어

Mega Man 11 록맨 11 - 운명의 톱니바퀴 PC Game 한국어

Marvel Vs. Capcom Infinite 마블 Vs. 캡콤 인피니트 디럭스판 PC Game 한국어

MechWarrior 5 Mercenaries 맥워리어 5 - 용병 PC Game 영어

Monster Boy and the Cursed Kingdom 몬스터 보이와 저주받은 왕국 PC Game 한국어

Musou Orochi 3 무쌍 오로치 3 PC Game 한국어

Minoria 미노리아 PC Game 한국어

Battle Fantasia 배틀 판타지아 PC Game 영어

Mushihimesama 벌레공주님 PC Game 영어

BERSERK And The Band of The Hawk 베르세르크 무쌍 PC Game 영어

Bayonetta 베요네타 PC Game 한국어

Borderlands 3 보더랜드 3 PC Game 한국어

Bloodstained - Curse of the Moon 블러드스테인 - 달의 저주 PC Game 한국어

Bloodstained - Ritual of the Night 블러드스테인 - 밤의 의식 PC Game 한국어

BladeStrangers 블레이드 스트레인저스 PC Game 영어

Blade Arcus from Shining - Battle Arena 블레이드 아쿠스 프롬 샤이닝 - 배틀 아레나 PC Game 영어

BlazBlue Centralfiction 블레이블루 - 센트럴픽션 PC Game 한국어

BlazBlue Cross Tag Battle 블레이블루 - 크로스 태그 배틀 특별판 PC Game 한국어

Samurai Shodown 사무라이 쇼다운 PC Game 한국어

Psyvariar Delta 사이바리아 델타 PC Game 한국어

Shadow of the Tomb Raider 섀도우 오브 더 툼 레이더 PC Game 한국어

Senran Kagura Estival Versus 섬란 카구라 ESTIVAL VERSUS - 소녀들의 선택 PC Game 한국어

Senran Kagura Burst Re Newal 섬란 카구라 버스트 리:뉴얼 PC Game 한국어

Saint Seiya - Soldiers' Soul 세인트 세이야 - 솔저스 소울 PC Game 영어

Sekiro 세키로 - 섀도우 다이 트와이스 PC Game 한국어

Sonic All Stars Racing Transformed 소닉 앤 올스타즈 레이싱 트랜스폼드 PC Game 영어

Soul Calibur VI 소울 칼리버 VI PC Game 한국어

Super Monkey Ball Banana Blitz HD 슈퍼 몽키 볼 - 바나나 블리츠 HD PC Game 한국어

Super Robot Wars V 슈퍼로봇대전 V PC Game 한국어

Super Robot Wars X 슈퍼로봇대전 X PC Game 한국어



Star Wars Jedi Fallen Order 스타워즈 제다이 - 오더의 몰락 PC Game 한국어

Street Fighter V AE 스트리트 파이터 V 아케이드 에디션 (M) PC Game 한국어

Street Fighter X Tekken 스트리트 파이터 X 철권 PC Game 한국어

Space Channel 5 Part 2 스페이스 채널 5 - 파트 2 PC Game 영어

Arcana Heart 3 LOVEMAX SIXSTARS 아르카나 하트 3 - 러브맥스 식스스타!! PC Game 한국어

Assassins Creed Origins The Curse of the Pharaohs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 - 파라오의 저주 PC Game 한국어

UNDER NIGHT INBIRTH ExeLatest 언더 나이트 인버스: Exe-Late PC Game 영어

Ultimate Marvel vs. Capcom 3 얼티밋 마블 Vs. 캡콤 3 PC Game 영어

Ace Combat 7 에이스 컴뱃 7 PC Game 한국어

Ultra Street Fighter IV 울트라 스트리트 파이터 IV PC Game 한국어

One Punch Man 원펀맨 PC Game 한국어

Earth Defense Force 5 지구 방위군 5 PC Game 한국어

Attack on Titan 2 진격의 거인 2 - 파이널 배틀 PC Game 한국어

STURMWIND EX 질풍 EX PC Game 영어

TEKKEN 7 Ultimate Edition 철권 7 얼티밋 에디션 PC Game 한국어

Chaos Code New Sign Of Catastrophe 카오스 코드 PC Game 한국어

Katana ZERO 카타나 제로 PC Game 한국어

Caladrius Blaze 칼라드리우스 블레이즈 PC Game 한국어

Catherine 캐서린 클래식 PC Game 한국어

Castlevania Lords of Shadow 2 캐슬바니아 로드 오브 섀도우 2 PC Game 영어

Control 컨트롤 익스페디션 (M) PC Game 한국어

Come on Baby 컴 온 베이비 PC Game 한국어

Crimzon Clover WORLD IGNITION 크림존 클러버 - 월드 이그니션 PC Game 영어

KILL la KILL 킬라킬 PC Game 한국어

The King of Fighters XIII 킹 오브 파이터즈 XIII PC Game 영어

The King of Fighters XIV 킹 오브 파이터즈 XIV PC Game 한국어

Alternate Jake Hunter DAEDALUS 탐정 진부지 사부로 - 다이달로스 PC Game 한국어

Tetris Effect 테트리스 이펙트 PC Game 한국어

Total War Three Kingdoms 토탈 워 - 삼국 PC Game 한국어

Trine 4 The Nightmare Prince 트라인 4 - 나이트메어 프린스 PC Game 한국어

Fighting EX Layer 파이팅 EX 레이어 PC Game 한국어

Forza Horizen 4 포르자 호라이즌 4 PC Game 한국어

Pinball FX3 Williams Pinball Volume 5 핀볼 FX3 - 윌리암스 핀볼: Vol.5 PC Game 영어

Heavy Rain 헤비 레인 PC Game 한국어

Halo The Master Chief Collection Halo Reach 헤일로 리치 PC Game 한국어

Bomberman '94 (J) 봄버맨 '94 PC-Engine 일어

Space Invaders - Fukkatsu no Hi (J) 스페이스 인베이더 - 부활의 날 PC-Engine 일어

Nekketsu Koukou Dodgeball Bu Soccer PC Hen (J) 열혈 고교 돗지볼부 - 축구 PC-Engine 일어

ys12 YS I & II (미국판) PC-Engine CD 영어

ys3 YS III - 이스 세계의 방랑자 PC-Engine CD 영어

shubibi3 개조정인 슈비빔맨 3 - 이계의 프린세스 (일본판) PC-Engine CD 일어

downld2 다운로드 2 (일본판) PC-Engine CD 일어

rayxan2 라이잔바 2 (일본판) PC-Engine CD 일어

ranmator 란마 - 빼앗긴 신부 (일본판) PC-Engine CD 일어

ranma 란마 (일본판) PC-Engine CD 일어

madoum 마도 이야기 1 (일본판) PC-Engine CD 일어

mamonoht 마물헌터 요코 - 마계에서 온 전학생 (일본판) PC-Engine CD 일어

valis2 바리스 II CD (일본판) PC-Engine CD 일어

valis3 바리스 III CD (일본판) PC-Engine CD 일어

valis4 바리스 IV CD (일본판) PC-Engine CD 일어

lsoft2 바리스 비쥬얼집 (일본판) PC-Engine CD 일어

uruseiya 우르세이 야츠라: 스테이 위드 유 (일본판) PC-Engine CD 일어

sapphire 은하 경부 전설 사파이어 (일본판) PC-Engine CD 일어

spriggan 정령전사 스프리건 (일본판) PC-Engine CD 일어

tengaimz 천외마경 - 지라이아 (일본판) PC-Engine CD 일어

cosmfnt 코스믹 환타지 1 - 모험소년 유우 (일본판) PC-Engine CD 일어

cosmfnt2 코스믹 환타지 2 - 모험소년 반 (일본판) PC-Engine CD 일어

lsoft1 코스믹 환타지 비주얼 집 (일본판) PC-Engine CD 일어

fstreet 파이팅 스트리트 (미국판) PC-Engine CD 영어

Gundam Battle Assault 2 (USA) 건담 배틀 어절트 2 PS1_ePSXe 영어



Resident Evil 3 - Last Escapea (K) 바이오해저드 3 (한글판) PS1_ePSXe 한국어

World Soccer Winning Eleven 2002 Player (K) 위닝 일레븐 2002 (한글판) PS1_ePSXe 한국어

Parasite Eve 2 (USA) Disc1 패러사이트 이브 2 PS1_ePSXe 영어

Alundra (K) 아룬드라 (한글판) PS1_ePSXe_Alundra_bios 한국어

Clock Tower 1 (K) 클락 타워 1 (한글판) PS1_ePSXe_Clock_Tower_bios 한국어

Silent Hill 1 (K) 사일런트 힐 (한글판) PS1_ePSXe_Silent_Hill_bios 한국어

NBA Street Vol. 2 (K) NBA 스트리트 Vol. 2 (한글판) PS2 한국어

SD Gundam G Generation NEO (K) SD 건담 G 제너레이션 네오 (한글판) PS2 한국어

Snk VS Capcom (K) SNK Vs. 캡콤 (한글판) PS2 한국어

SSX 3 (K) SSX 3 (한글판) PS2 한국어

Smack Down Vs Row (K) WWE 스맥다운 Vs. Raw (한글판) PS2 한국어

Ys - The Ark of Napishtim (USA) YS VI - 나피시팀의 상자 (영문판) PS2 영어

God Hand (K) 갓 핸드 (한글판) PS2 한국어

Gun Survivor 3 Dino Crisis 건 서바이버 3 디노 크라이시스 (한글판) PS2 한국어

Biohazard Gun Survivor 4 건 서바이버 4 바이오 해자드 (한글판) PS2 한국어

Gungrave (K) 건그레이브 (한글판) PS2 한국어

Gungrave OD (K) 건그레이브 O.D (한글판) PS2 한국어

Dynasty Warriors - Gundam 2 (Japan) 건담무쌍 2 (일본판) PS2 일본어

Genji (K) 겐지 (한글판) PS2 한국어

Ghost in the Shell - Stand Alone Complex (K) 공각기동대 - SAC (한글판) PS2 한국어

Katamari Damacy 2 (K) 괴혼 2: 데굴데굴~ 쫀득쫀득~ 괴혼 (한글판) PS2 한국어

Katamari Damacy (K) 괴혼: 굴려라 왕자님! (한글판) PS2 한국어

Kuon (K) 구온 (한글판) PS2 한국어

Onimusha 2 Samurai's Destiny 귀무자 2 (한글판) PS2 한국어

Onimusha 3 - Demon Siege (USA) 귀무자 3 (미국판) PS2 영어

Onimusha 3 - Demon Siege (K) 귀무자 3 (한글판) PS2 한국어

Gran Turismo 4 (K) 그란 투리스모 4 (한글판) PS2 한국어

Gregory Horror Show (K) 그레고리 호러 쇼 (한글판) PS2 한국어

Grow Lanser 3 그로우 랜서 3 (한글판) PS2 한국어

Mobile Suit Gundam - Gundam vs. Zeta Gundam (USA) 기동전사 건담 - 건담 Vs. 제타 건담 (미국판) PS2 영어

Mobile Suit Gundam -  Meguriau Sora (K) 기동전사 건담 - 해후의 우주 (한글판) PS2 한국어

MS Gundam Seed Never Ending Tomorrow (K) 기동전사 건담 시드 - 끝나지 않은 내일로 (한글판) PS2 한국어

Kidou Senshi Gundam Seed Destiny - Rengou vs. Z.A.F.T. II Plus (Japan) 기동전사 건담 시드 연합 Vs. 자프트 2 플러스 (일본판) PS2 일본어

MS Gundam Lost War Chronicles (K) 기동전사 건담 전기 (한글판) PS2 한국어

Naruto Ultimate Ninja Heroes 나루토 나루티밋 히어로즈 (한글판) PS2 한국어

Naruto Uzumaki Chronicles 나루토 나뭇잎 스피리츠 (한글판) PS2 한국어

Naruto Uzumaki Chronicles 2 나루토 우즈마키 인전 (한글판) PS2 한국어

Ninja Assault 닌자 어절트 (한글판) PS2 한국어

Demon Chaos (K) 데몬 카오스 (한글판) PS2 한국어

Demolition Girl (Europe) 데몰리션 걸 (유럽판) PS2 영어

Devil May Cry 1 (K) 데빌 메이 크라이 1 (한글판) PS2 한국어

Devil May Cry 2 (K) 데빌 메이 크라이 2 (한글판) PS2 한국어

Devil May Cry 3 (K) 데빌 메이 크라이 3 (한글판) PS2 한국어

Dororo (K) 도로로 (한글판) PS2 한국어

Dragon Ball Z 3 (K) 드래곤볼 Z 3 (한글판) PS2 한국어

Dragonball Z Sparking Meteor (K) 드래곤볼 Z 스파킹 메테오 (한글판) PS2 한국어

Demento (K) 디멘토 / 혼팅 그라운드 (한글판) PS2 한국어

Raiden III 라이덴 3 (일본판) PS2 일본어

Ratchet & Clank - Going Commando (K) 라쳇 & 클랭크 2 - 공구전사 대박몰이 (한글판) PS2 한국어

Ratchet & Clank - Up Your Arsenal (K) 라쳇 & 클랭크 3 - 공구전사 리로디드 (한글판) PS2 한국어

Ratchet - Deadlocked (K) 라쳇 & 클랭크 4 - 공구전사 위기일발 (한글판) PS2 한국어

Ratchet & Clank - Size Matters (K) 라쳇 & 클랭크 5 - 공구들고 바캉스 (한글판) PS2 한국어

Fatal Frame (K) 령 제로 (한글판) PS2 한국어

Fatal Frame II - Crimson Butterfly (K) 령 제로 2 - 붉은 나비 (한글판) PS2 한국어

Rogue Galaxy (USA) 로그 갤럭시 - 디렉터스 컷 PS2 영어

Rock Man X8 (K) 록맨 X8 (한글판) PS2 한국어

LuluRara Karaoke vol.1 (K) 룰루랄라 노래방 Vol.1 (한글판) PS2 한국어

LuluRara Karaoke vol.2 (K) 룰루랄라 노래방 Vol.2 (한글판) PS2 한국어

Disgaea (K) 마계전기 디스가이아 (한글판) PS2 한국어

Magna Carta Tears of Blood (K) 마그나카르타 진홍의 성흔 (한글판) PS2 한국어



Metal Gear Solid 2 - Substance (K) 메탈기어 솔리드 2 - 서브스턴스 (한글판) PS2 한국어

Metal Gear Solid 3 - Snake Eater (K) 메탈기어 솔리드 3 - 스네이크 이터 (한글판) PS2 한국어

Everybody's Golf 4 (K) 모두의 골프 4  (한글판) PS2 한국어

Monster Hunter G (K) 몬스터 헌터 G (한글판) PS2 한국어

Musou Orochi Maou Sairin (K) 무쌍 오로치 마왕재림 (한글판) PS2 한국어

Bujingai (K) 무인가 (한글판) PS2 한국어

Van Helsing (K) 반 헬싱 (한글판) PS2 한국어

Virtua Fighter 4 Evolution(K) 버추어 파이터 4 에볼루션 (한글판) PS2 한국어

Burnout Revenge (USA) 번아웃 - 리벤지 (미국판) PS2 영어

Berserk (K) 베르세르크 - 천년제국의 매편 성마전기의 장 (한글판) PS2 한국어

Blazing Souls (K) 블레이징 소울즈 (한글판) PS2 한국어

Saru Get You 3 (K) 삐뽀사루 겟츄! 3 (한글판) PS2 한국어

Siren (K) 사이렌 1 (한글판) PS2 한국어

Silent Hill 2 사일런트 힐 2 (한글판) PS2 한국어

Silent Hill 3 (USA) 사일런트 힐 3 (미국판) PS2 영어

Sakura Wars (K) 사쿠라 대전 - 뜨거운 열정으로 (한글판) PS2 한국어

Sakura Wars 3 (K) 사쿠라 대전 3 (한글판) PS2 한국어

Sakura Wars 5 - So Long, My Love (K) 사쿠라 대전 5 - 안녕히 사랑하는 사람이여 (한글판) PS2 한국어

Sakura Wars 5 Episode 0 (K) 사쿠라 대전 5 EP.0 - 황야의 사무라이 아가씨 (한글판) PS2 한국어

Shining Tears (K) 샤이닝 티어스 (한글판) PS2 한국어

Saint Seiya - The Sanctuary (Europe) 세인트 세이야 - 성역 12궁편 (유럽판) PS2 영어

Saint Seiya - The Hades (Europe) 세인트 세이야 - 하데스 12궁편 (유럽판) PS2 영어

Sonic Heroes (K) 소닉 히어로즈 (한글판) PS2 한국어

Altered Beast (K) 수왕기 (한글판) PS2 한국어

Super Robot Taisen MX (K) 슈퍼 로봇대전 MX (한글판) PS2 한국어

Super Robot Taisen OG (J) 슈퍼 로봇대전 OG (일본판) PS2 한국어

Street Fighter EX3 (USA) 스트리트 파이터 EX 3 (미국판) PS2 영어

Sly Cooper (K) 슬라이쿠퍼 - 전설의 비법서를 찾아서 (한글판) PS2 한국어

Sly 2 Band of Thieves (K) 슬라이쿠퍼 2 - 괴도 브라더스 대작전 (한글판) PS2 한국어

Sly 3 Honor Among Thieves (K) 슬라이쿠퍼 3 - 최후의 대도 (한글판) PS2 한국어

Shinobi (K) 시노비 (한글판) PS2 한국어

Castle Shikigami 2 (K) 식신의 성 2 (한글판) PS2 한국어

Onimusha - Dawn of Dreams (USA) (Disc 1) 신귀무자 Disc 1 (미국판) PS2 영어

Onimusha - Dawn of Dreams (USA) (Disc 2) 신귀무자 Disc 2 (미국판) PS2 영어

Silpheed - The Lost Planet (USA) 실피드 - 로스트 플래닛 (미국판) PS2 영어

The Simpsons Game (USA) 심슨 게임 (미국판) (미국판) PS2 영어

Summer Heat Beach Volleyball 썸머 히트 비치 발리볼 (미국판) PS2 영어

Argus no Senshi (K) 아르고스의 전사 (한글판) PS2 한국어

Armored Core Nine Breaker (K) 아머드 코어 - 나인 브레이커 (한글판) PS2 한국어

OutRun2 SP (Japan) 아웃런 2 스페셜 투어즈 (일본판) PS2 영어

XI5 (K) 아쿠이 오형제 / 봄바스틱 (한글판) PS2 한국어

Arc the Lad 4 (K) 아크 더 래드 4 - 정령의 황혼 (한글판) PS2 한국어

Castlevania Lament of Innocence (K) 악마성 드라큐라 - 순결의 애도 (한글판) PS2 한국어

Castlevania Curse of Darkness (K) 악마성 드라큐라 - 어둠의 저주 (한글판) PS2 한국어

R-Type Final (K) 알타입 파이널 (한글판) PS2 한국어

Urban Reign (K) 어반레인 (한글판) PS2 한국어

Odin Sphere (K) 오딘 스피어 (한국판) PS2 영어

Okami (USA) 오오카미 (미국판) PS2 영어

Astro Boy Atom (K) 우주소년 아톰 (한글판) PS2 한국어

War of the Monsters (K) 워 오브 더 몬스터즈 - 괴수대격전 (한글판) PS2 한국어

One Piece Battle RUSH (K) 원피스 그랜드 배틀 러쉬 (한글판) PS2 한국어

One Piece Grand Adventure (K) 원피스 그랜드 어드벤쳐 (한글판) PS2 한국어

One Piece Pirates' Carnival (K) 원피스 해적 카니발 (한글판) PS2 한국어

Winning Eleven10 Liveware Evolution (K) 위닝 일레븐 10 라이브웨어 에볼루션 (한글판) PS2 한국어

Disaster Report (K) 절체절명도시 (한글판) PS2 한국어

Xenosaga Episode 3 Disc 1 (USA)(Undub) 제노사가 에피소드 3 Disc 1 (미국판) PS2 영어

Xenosaga Episode 3 Disc 2 (USA)(Undub) 제노사가 에피소드 3 Disc 2 (미국판) PS2 영어

Zone of the Enders - The 2nd Runner Special Edition (K) 존 오브 디 엔더스 2 (한글판) PS2 한국어

Assault Suits Valken (K) 중장기병 발켄 (한글판) PS2 한국어

Shin Sangoku Musou 2 (K) 진 삼국무쌍 2 (한글판) PS2 한국어



Shin Sangoku Musou 2 Moushouden (K) 진 삼국무쌍 2 맹장전 (한글판) PS2 한국어

Shin Megami Tensei 3 Nocturne (k) 진 여신전생 3 녹턴 (한글판) PS2 한국어

Shin Megami Tensei 3 Nocturne Maniacs (K) 진 여신전생 3 녹턴 매니악스 (한글판) PS2 한국어

Shin Megami Tensei - Persona 3 FES (K) 진 여신전생 페르소나 3 FES (한글판) PS2 한국어

Shin Megami Tensei Persona 4 진 여신전생 페르소나 4 (한글판) PS2 한국어

Tenchu 3 - Wrath of Heaven (K) 천주 3 - 천벌 (한글판) PS2 한국어

Tenchu Kurenai (K) 천주 쿠레나이 (한글판) PS2 한국어

Super Dimension Fortress Macross (Japan) 초시공요새 마크로스 (일본판) PS2 일본어

Kaido Battle 2 Chain Reaction (K) 카이도 배틀 2 체인 리액션 / 도쿄 익스트림 레이서 2 (한글판) PS2 한국어

Capcom Fighting Evolution (USA) 캡콤 파이팅 에볼루션 (미국판) PS2 영어

Culdcept 2 (K) 컬드셉트 세컨드 (한글판) PS2 한국어

Come On Baby (K) 컴온 베이비 (한글판) PS2 한국어

Kunoichi (K) 쿠노이치 (한글판) PS2 한국어

Clock Tower 3 (K) 클락 타워 3 (한글판) PS2 한국어

KOF - Maximum Impact Regulation A (Japan) 킹 오브 파이터즈 - 맥시멈 임팩트 레귤레이션 A (일본판) PS2 영어

Jake Hunter - Innocent Black (K) 탐정 진구지 사부로 - 이노센트 블랙 (한글판) PS2 한국어

Tantei Jinguji Saburo - Kind of Blue (K) 탐정 진구지 사부로 - 카인드 오브 블루 (한글판) PS2 한국어

Tomak - Save the Earth (K) 토막 - 지구를 지켜라 (한글판) PS2 한국어

Final Fantasy X International (K) 파이널 판타지 X (한글판) PS2 한국어

Pump It Up Exceed (K) 펌프 잇 업 익시드 (한글판) PS2 한국어

Prince of Persia The Sands of Time (K) 페르시아의 왕자 - 시간의 모래 (한글판) PS2 한국어

Prince of Persia the Two Thrones (K) 페르시아의 왕자 3 - 두개의 왕좌 (한글판) PS2 한국어

Fate-Unlimited Codes (Japan) 페이트 언리미티드 코드 (일본판) PS2 일본어

Princess Maker 1 (K) 프린세스 메이커 1 (한글판) PS2 한국어

Princess Maker 4 프린세스 메이커 4 (한글판) PS2 한국어

Hajime no Ippo2 (K) 하지메의 일보 2 (한글판) PS2 한국어

Hitman 2 (K) 히트맨 2 - 사일런트 어쌔신 (한글판) PS2 한국어

Chaos Legion (K) 카오스 레기온 (한글판) PS2_Chaos Legion (K) 한국어

Final Fantasy X-2 (K) 파이널 판타지 X-2 (한글판) PS2_Final Fantasy X-2 (K) 한국어

Fuuun Shinsengumi Bakumatsu (K) 풍운 막말전 (한글판) PS2_Fuuun Shinsengumi Bakumatsu (K) 한국어

God of War (K) 갓 오브 워 1 (한글판) PS2_God of War (K) 한국어

God of war 2 (K) 갓 오브 워 2 (한글판) PS2_God of War (K) 한국어

Shadow of the Colossus (K) 완다와 거상 (한글판) PS2_God of War (K) 한국어

Gradius V (USA) 그라디우스 5 (미국판) PS2_Gradius V (USA) 영어

Keroro Battle Royal Z (K) 개구리중사 케로로 불꽃튀는 배틀로얄 Z (한글판) PS2_Keroro Battle Royal Z 한국어

Marvel vs Capcom 2 (USA) 마블 Vs. 캡콤 2 (미국판) PS2_MavelvsCapcom2 영어

Namco X Capcom (Japan) 남코 X 캡콤 (일본판) PS2_opengl_software 일본어

Memories Off (K) 메모리즈 오프 (한글판) PS2_opengl_software 한국어

Silent Hill 4 사일런트 힐 4 (한글판) PS2_opengl_software 한국어

Tales of Destiny 2 테일즈 오브 데스티니 2 (한글판) PS2_opengl_software 한국어

Princess Maker 2 (K) 프린세스 메이커 2 (한글판) PS2_opengl_software 한국어

Lord of the Rings The Two Towers 반지의 제왕 - 두개의 탑 (한글판) PS2_Silent Hill 3 (K) 한국어

Silent Hill 3 (K) 사일런트 힐 3 (한글판) PS2_Silent Hill 3 (K) 한국어

Shin Sangoku Musou 5 Special (K) 진 삼국무쌍 5 스페셜 (한글판) PS2_Silent Hill 3 (K) 한국어

Siren 2 (K) 사이렌 2 (한글판) PS2_Siren 2 (K) 한국어

Soul Calibur III (K) 소울 칼리버 III (한글판) PS2_Tekken 5 한국어

Tekken 4 (K) 철권 4 (한글판) PS2_Tekken 5 한국어

Tekken 5 철권 5 (한글판) PS2_Tekken 5 한국어

Tekken TT (K) 철권 태그 토너먼트 (한글판) PS2_Tekken 5 한국어

All in One DVD5 (10in1) 태고의 달인 10 in 1 (일본판) PS2_Tekken 5 일본어

Fuuun Shinsengumi (K) 풍운 신선조 (한글판) PS2_Tekken 5 한국어

Tekken's Nina Williams in Death By Degrees (K) 데스 바이 디그리즈 철권- 니나 윌리엄스 (한글판) PS2_Tekken's Nina Williams in Death By Degrees (K) 한국어

Kamen Rider - Battride War Genesis [BLJS10324] 가면 라이더 - 배트라이드 워 창생 PS3 일본어

God of War 3 [BCKS15003] 갓 오브 워 3 PS3 한국어

God of War Origins Collection [BCAS20175] 갓 오브 워 오리진 콜렉션 PS3 한국어

God of War Collection [BCUS98229] 갓 오브 워 콜렉션 PS3 영어

Genji Days of the Blade [BCKS10003] 겐지 - 카무이 주란 PS3 한국어

Kidou Senshi Gundam UC [BLJS10154] 기동전사 건담 UC PS3 일본어

Mobile Suit Gundam Extreme VS Full Boost [BLAS50677] 기동전사 건담 익스트림 VS 풀부스트 PS3 일본어

Ninja Gaiden Sigma 2 [BLUS30380] 닌자 가이덴 시그마 2 PS3 영어



Demon's Souls [BLUS30443] 데몬스 소울스 PS3 영어

The Last of Us [BCUS98174] 라스트 어브 어스 PS3 영어

Lollipop Chainsaw [BLUS30917] 롤리팝 체인소 PS3 영어

Majin and the Forsaken Kingdom [BLUS30472] 마인과 잃어버린 왕국 PS3 한국어

Everybody's Golf 6 [BCAS20276] 모두의 골프 6 PS3 한국어

Virtua Fighter 5 [BLES00029] 버추어 파이터 5 PS3 영어

Soul Calibur IV [BLUS30160] 소울 칼리버 IV PS3 영어

BLUS30736 소울 칼리버 V PS3 영어

Uncharted 3 Drake's Deception GOTY [BCES01670] 언차티드 3 - 황금 사막의 아틀란티스 PS3 한국어

The Legend of Heroes Sen no Kiseki [BLAS50735] 영웅전설 섬의 궤적 PS3 한국어

The Legend of Heroes Sen no Kiseki II [BLAS50741] 영웅전설 섬의 궤적 II PS3 한국어

Dengeki Bunko Fighting Climax Ignition [BLJM61322] 전격문고 파이팅 클라이맥스 이그니션 PS3 일본어

Dai-2-Ji Super Robot Taisen OG [BLJS10133] 제2차 슈퍼로봇대전 OG PS3 한국어

JoJo's Bizarre Adventure All-Star Battle [BLUS31405] 조조의 기묘한 모험 - 올스타 배틀 PS3 영어

JoJo's Bizarre Adventure - Eyes of Heaven [BLJS10318] 조조의 기묘한 모험 - 천국의 눈 PS3 일본어

Dynasty Warriors Gundam Reborn [BLES02057] 진 건담무쌍 PS3 영어

Tekken 6 [BLES00635] 철권 6 PS3 한국어

Catherine [BCKS10161] 캐서린 PS3 한국어

Time Crisis 4 [BLUS30093] 타임 크라이시스 4 PS3 영어

Phantom Breaker Extra [BLJM61098] 팬텀 브레이커 엑스트라 PS3 일본어

Metal Gear Solid 4 [BLUS30109] 메탈기어 솔리드 4 PS3_ms4 한국어

NPUB30024 1942 조인트 스트라이크 PS3_PSN 영어

NPEB00333 갤러그 리전 DX PS3_PSN 영어

NPUB30107 닌자 거북이 터틀즈 인 타임 리 쉘드 PS3_PSN 영어

NPUB31757 다운타운 열혈행진곡 가자 대운동회 ~올스타 스페셜~ PS3_PSN 한국어

NPUB30666 다크스토커즈 레저렉션 PS3_PSN 영어

NPUB30478 단테스 인페르노 PS3_PSN 영어

NPEB00409 데드스톰 파이러츠 PS3_PSN 영어

NPUB31099 디즈니 미키마우스 환상의 성 PS3_PSN 영어

NPHA80264 레인 PS3_PSN 한국어

NPJB00135 바이오 하자드 - 코드 베로니카 완전판 PS3_PSN 한국어

NPUB30625 버추어 파이터 5 파이널 쇼다운 PS3_PSN 영어

NPUB30051 봄버맨 울트라 PS3_PSN 영어

NPUB30127 소닉 4 에피소드 1 PS3_PSN 영어

NPUB30581 소닉 4 에피소드 2 PS3_PSN 영어

NPUB30034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2 터보 HD 리믹스 PS3_PSN 영어

NPJB00349 스트라이더 비룡 PS3_PSN 영어

NPUB31346 알타입 디멘션 PS3_PSN 한국어

NPEB00175 애프터 버너 클라이맥스 PS3_PSN 영어

NPUB31840 오딘 스피어 PS3_PSN 영어

NPUB30768 조조의 기묘한 모험 HD PS3_PSN 영어

NPEA00019 철권 5 다크 레저렉션 온라인 PS3_PSN 영어

NPEB01140 철권 태그 토너먼트 2 PS3_PSN 한국어

NPHB00708 페르소나 4 디 얼티맥스 울트라 수플렉스 홀드 PS3_PSN 한국어

NPUB30603 하우스 오브 더 데드 4 PS3_PSN 영어

NPUB31241 하츠네 미쿠 - 프로젝트 디바 F PS3_PSN 영어

NPUB30096 혼두라 하드 코르 업라이징 PS3_PSN 영어

NPUB30781 히트맨 HD 트릴로지 PS3_PSN 영어

YS 6 The Ark of Napishtim (K) YS VI - 나피시팀의 상자 (한글판) PSP

God Of War Ghost of Sparta [K] 갓 오브 워: 고스트 오브 스파르타 (한글판) PSP

God of War Chains of Olympus (K) 갓 오브 워: 체인스 오브 올림푸스 (한글판) PSP

Ghosts n Goblins (U) 극마계촌 PSP

Darius burst 다라이어스 버스트 PSP

Dead or Alive Paradise 데드 오어 얼라이브 파라다이스 PSP

Dragon Ball Z - Tenkaichi Tag Team (U) 드래곤 볼 Z - 천하제일 태그팀 PSP

Metal Gear Acid 2 (K) 메탈기어 2 애시드 (한글판) PSP

Monster Hunter Portable 3 (K) 몬스터 헌터 포터블 3 (한글판) PSP

SOULCALIBUR Broken Destiny 소울 칼리버: 브로큰 데스티니 PSP

Super Robot Wars AP Kor v2.4 Vocal Edition 슈퍼 로봇대전 A 포터블 (한글판) PSP

Ikki Tousen - Eloquent Fist (J) 일기당천 - 제갈공명 PSP



Ikki Tousen - Xross Impact (J) 일기당천 - 크로스 임팩트 PSP

Jeanne Darc (K) 잔다르크 (한글판) PSP

Shin Sangoku Musou 5 Special-[K] 진삼국무쌍 5 스페셜 (한글판) PSP

TEKKEN 6 (K) 철권 6 (한글판) PSP

Pangya Portable [K] 팡야 포터블 (한글판) PSP

Princess Crown (K-Patch) 프린세스 크라운 (한글판) PSP

D (USA, Europe) (Disc 1) D Disc 1 RetroArch 4DO 영어

D (USA, Europe) (Disc 2) D Disc 2 RetroArch 4DO 영어

Gex (USA, Europe) 객스 RetroArch 4DO 영어

Eye of Typhoon, The (KR) 극초호권 / 아이 오브 타이푼 (한글판) RetroArch 4DO 한국어

Novastorm (USA) 노바스톰 RetroArch 4DO 영어

Daedalus Encounter, The (USA) (Disc 1) 데드러스 인카운터 Disc 1 RetroArch 4DO 영어

Daedalus Encounter, The (USA) (Disc 2) 데드러스 인카운터 Disc 2 RetroArch 4DO 영어

Daedalus Encounter, The (USA) (Disc 3) 데드러스 인카운터 Disc 3 RetroArch 4DO 영어

Daedalus Encounter, The (USA) (Disc 4) 데드러스 인카운터 Disc 4 RetroArch 4DO 영어

Dragon's Lair (USA) 드래곤스 레어 RetroArch 4DO 영어

Road Rash (USA) 로드 래시 RetroArch 4DO 영어

Bishoujo Senshi Sailor Moon S (Japan) 미소녀 전사 세일러문 S RetroArch 4DO 일어

Myst (USA) 미스트 RetroArch 4DO 영어

Battle Blues (Korea) 배틀 블루스 (한글판) RetroArch 4DO 한국어

Samurai Shodown (USA, Europe) 사무라이 쇼다운 RetroArch 4DO 영어

Cyberia (USA) 사이베리아 RetroArch 4DO 영어

Psychic Detective (USA) (Disc 1) 사이킥 디텍티브 Disc 1 RetroArch 4DO 영어

Psychic Detective (USA) (Disc 2) 사이킥 디텍티브 Disc 2 RetroArch 4DO 영어

Psychic Detective (USA) (Disc 3) 사이킥 디텍티브 Disc 3 RetroArch 4DO 영어

Shockwave - Invasion Earth 2019 (Korea) 쇼크웨이브 / 지구공습 2019 (한글판) RetroArch 4DO 한국어

Shockwave 2 - Beyond the Gate (USA) (Disc 1) 쇼크웨이브 2 Disc 1 RetroArch 4DO 영어

Shockwave 2 - Beyond the Gate (USA) (Disc 2) 쇼크웨이브 2 Disc 2 RetroArch 4DO 영어

Strahl (USA) 슈트랄 RetroArch 4DO 영어

Super Street Fighter II X - Grand Master Challenge (JP)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II X RetroArch 4DO 영어

Super Wing Commander (USA) 슈퍼 윙 커맨더 RetroArch 4DO 영어

Star Wars - Rebel Assault (USA, Europe) 스타 워즈 - 저항군의 공격 RetroArch 4DO 영어

StarBlade (USA) 스타블레이드 RetroArch 4DO 영어

Stellar 7 - Draxon's Revenge (USA) 스텔라 7 RetroArch 4DO 영어

Armageddon (Korea) 아마게돈 (한글판) RetroArch 4DO 한국어

Out of this World (USA) 아웃 오브 디스 월드 RetroArch 4DO 영어

Ultraman Powered (Japan) 울트라맨 파워드 RetroArch 4DO 일어

Way of the Warrior (USA) 웨이 오브 워리어 RetroArch 4DO 영어

Yuu Yuu Hakusho (Japan) 유 유 백서 RetroArch 4DO 일어

Captain Quazar (USA) 캡틴 쿼저 RetroArch 4DO 영어

Total Eclipse (USA) 토탈 이클립스 RetroArch 4DO 영어

Firewall (Korea) 파이어월 (한글판) RetroArch 4DO 한국어

Policenauts (Japan) (Disc 1) 폴리스너츠 Disc 1 RetroArch 4DO 일어

Policenauts (Japan) (Disc 2) 폴리스너츠 Disc 2 RetroArch 4DO 일어

Primal Rage (USA, Europe) 프라이멀 레이지 RetroArch 4DO 영어

FIFA International Soccer (USA) 피파 인터내셔널 축구 RetroArch 4DO 영어

2367 DS 고스톱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2796 DS 비타민 위대한 밥상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1427 DS 추억의 동화 터치RO 퍼즐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4602 FIFA 10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1978 WWE 스맥다운 Vs 로우 2008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3564 WWE 스맥다운 Vs 로우 2009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3526 개구리중사 케로로 천공대모험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2187 기동전사 건담 00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0873 나는 항공관제관 DS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5449 나루토 질풍전 - 격돌! 나루토vs사스케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4570 나루토 질풍전 대난투! 그림자 분신술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1098 나루토 최강닌자 대결집 DS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1775 놀러오세요 동물의 숲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0879 뉴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2755 뉴 심시티 나만의도시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2577 뉴 인터내셔널 트랙&필드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3376 니드 포 스피드 언더커버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2053 니드 포 스피드 프로스트리트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0203 닌텐도 터치 골프-버디 챌린지 (미국판) RetroArch desmume_nds

1503 도와줘! 리듬히어로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1697 드래곤 퀘스트 IV - 인도하는 자들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Dragon Quest VI (K) 드래곤 퀘스트 VI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3158 드래곤볼 DS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3909 라그나로크 DS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3661 레이맨 엽기토끼 TV파티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Professor Layton and the Last Specter (K) 레이튼 교수와 마신의 피리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2658 레이튼 교수와 이상한 마을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0314 레지던트이블 - 데들리 사일런스 (미국판) RetroArch desmume_nds

2324 마리오 파티 DS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Mario & Luigi Bowser's Inside Story (K) 마리오&루이지 RPG 3 쿠파 몸속 대모험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5074 마리오&루이지 RPG 시간의 파트너 RetroArch desmume_nds

2578 마리오와 소닉 베이징 올림픽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4513 마리오와 소닉 벤쿠버 동계올림픽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0990 마리오카트 DS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5523 마법천자문 2  최후의 한자마법 DS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3659 마법천자문 DS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4616 마블 슈퍼 히어로 스쿼드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1151 만져라 메이드인 와리오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1306 말랑말랑 두뇌교실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2077 매직Q DS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0000 멋진 이 세계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4894 메이플스토리 DS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3304 메탈슬러그 7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1809 메트로이드 프라임 헌터즈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0984 명탐정 코난-탐정력 트레이너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0839 목장이야기 - 너와 함께 자라는 섬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2068 버블보블 더블샷 (미국판) RetroArch desmume_nds

1043 버블보블 레볼루션 (미국판) RetroArch desmume_nds

2931 별의 커비 - 울트라 슈퍼 디럭스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1432 별의 커비 도팡 일당의 습격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2430 삼국지2 DS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0907 서바이벌 키즈 - 로스트 인 블루 2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4184 소닉 러시 어드벤처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0870 수퍼 로봇 대전 W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1971 숨어있는 눈의힘! 안력트레이닝 DS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1296 슈퍼마리오 64 DS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2300 스도쿠 DS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2719 스타워즈 포스 언리쉬드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3595 스펙트럴 포스 제네시스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4605 스폰지밥 요리대소동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3529 스폰지밥과 친구들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1952 스폰지밥의 아틀란티스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5496 식물 vs. 좀비 (미국판) RetroArch desmume_nds

2883 악마성 드라큐라 - 빼앗긴 각인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0121 악마성 드라큐라 - 슬픔의 새벽 (미국판) RetroArch desmume_nds

0094 악마성 드라큐라 - 창월의 십자가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1458 알카익 실드 히트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0039 어나더 코드 - 두개의 기억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0088 어드밴스 워 - 듀얼 스트라이크 (미국판) RetroArch desmume_nds

0324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2 - 에이지 오브 킹스 (미국판) RetroArch desmume_nds

4646 엘레멘트 헌터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1342 역전재판 3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0993 역전재판 4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4603 오광의 달인 DS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1640 요시 아일랜드 DS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0878 우뇌상쾌통쾌 틀린그림전집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2617 원피스 기어스피릿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3528 월 E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1079 월드사커 위닝일레븐 DS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Yu-Gi-Oh! 5D's World Championship 2011 Over the Nexus (K) 유희왕 5디즈 월드 챔피온쉽 2011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2215 유희왕 월드 챔피온쉽 2008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2168 이스 DS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2882 인도식 두뇌수학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0696 점프! 울티메이트 스타즈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2207 젤다의 전설 몽환의 모래시계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2499 주타이쿤 2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1510 진삼국무쌍 DS 파이터즈 배틀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2498 짱구는 못말려 DS 알쏭달쏭 크레용 대작전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4187 짱구는 못말려 시네마랜드 찰칵찰칵 대소동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2588 초 열혈고교 쿠니오군 피구부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1566 충전! 한국인의 상식력 DS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1976 콜 오브 듀티 4 - 모던 워페어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2638 쿵푸팬더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3819 킹덤하츠 385/2 데이즈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1078 터치 봄버맨 랜드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1297 테트리스 DS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0992 파워풀 프로야구 비긴즈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0524 파이널 판타지 III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1834 파이널 판타지 IV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Final Fantasy Tactics A2 - Fuuketsu no Grimoire (K) 파이널 판타지 택틱스 A2 - 봉혈의 그리모어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Pokemon Mystery Dungeon Blue Rescue Team (K) 포켓몬 불가사의 던전 파랑 구조대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5685 포켓몬 블랙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4666 포켓몬스터 하트골드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2014 포켓몬스터DP 펄기아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3498 프린세스 메이커 4SE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3867 한검 DS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

1662 혼두라 4 (미국판) RetroArch desmume_nds

3567 007 퀀텀 오브 솔러스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_vertical

2549 기타히어로 온 투어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_vertical

3565 기타히어로 온 투어 데케이드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_vertical

2582 닌자가이덴 드래곤 스워드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_vertical

2540 더욱더 두뇌트레이닝 DS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_vertical

4207 리듬세상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_vertical

0822 매일매일 DS 두뇌 트레이닝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_vertical

3594 머리가 좋아지는 기적의 100칸 계산법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_vertical

0676 악마성 드라큐라 - 폐허의 초상화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_vertical

2148 양손의 달인 (한글판) RetroArch desmume_nds_vertical

mortal kombat (1994)(acclaim)(ntsc)(jp)(en)[!] 모탈 컴뱃 완전판 (일본판) RetroArch genesis_plus_gx_megacdj 일어

sol-feace (japan) 솔-피스 (일본판) RetroArch genesis_plus_gx_megacdj 일어

thunder storm fx (japan) 썬더 스톰 FX (일본판) RetroArch genesis_plus_gx_megacdj 일어

aisle lord (1992)(wolf team)(ntsc)(jp)[!] 아일 로드 (일본판) RetroArch genesis_plus_gx_megacdj 일어

earnest evans (japan) 어니스트 에반스 (일본판) RetroArch genesis_plus_gx_megacdj 일어

tenbu mega cd special (japan) 천무 메가 시디 스페셜 (일본판) RetroArch genesis_plus_gx_megacdj 일어

dragon's lair (usa) 드래곤스 레어 (미국판) RetroArch genesis_plus_gx_segacd 영어

lethal enforcers ii - gun fighters (usa) 리썰 인포서스 II - 건 파이터즈 (미국판) RetroArch genesis_plus_gx_segacd 영어

flashback - the quest for identity (usa) 플래시 백 (미국판) RetroArch genesis_plus_gx_segacd 영어

Mr. Driller A (T-Kor) Mr.드릴러 A (한글판) RetroArch mednafen_gba

guardheru 가디언 히어로즈 어드밴스 (USA) RetroArch mednafen_gba

Gunstar Super Heroes (T-Kor) 건스타 슈퍼 히어로즈 (한글판) RetroArch mednafen_gba

Hikaru no Go (K) 고스트 바둑왕 (한글판) RetroArch mednafen_gba

gradiusu 그라디우스 갤럭시 (USA) RetroArch mednafen_gba

Double Dragon Advance (T-Kor) 더블 드래곤 어드밴스 (한글판) RetroArch mednafen_gba

dbzmoog 드래곤볼 Z 무공투극 RetroArch mednafen_gba

dballk 드래곤볼 어드밴스 어드벤처 RetroArch mednafen_gba



rayman10u 레이맨 10주년 기념판 (USA) RetroArch mednafen_gba

marioglfu 마리오 골프 - 어드밴스 투어 (USA) RetroArch mednafen_gba

mariotenu 마리오 테니스 - 파워 투어 (USA) RetroArch mednafen_gba

mslugu 메탈 슬러그 어드밴스 RetroArch mednafen_gba

Metroid - Zero Mission (T-Kor) 메트로이드 제로미션 (한글판) RetroArch mednafen_gba

Metroid - Fusion (T-Kor) 메트로이드 퓨전 (한글판) RetroArch mednafen_gba

Kirby & the Amazing Mirror (K) 별의 카비 - 거울의 대미궁 (한글판) RetroArch mednafen_gba

segaagu 세가 아케이드 클래식 (USA) RetroArch mednafen_gba

Super Robot War A (K) 슈퍼로봇대전 A (한글판) RetroArch mednafen_gba

Super Robot War R (K) 슈퍼로봇대전 R (한글판) RetroArch mednafen_gba

Super Robot Taisen - Original Generation 2 (K) 슈퍼로봇대전 오리지널 제네레이션 2 (한글판) RetroArch mednafen_gba

Hajime no Ippo - The Fighting! (T-Kor) 시작의 일보 - 더 파이팅 (한글판) RetroArch mednafen_gba

ironkid 아이언 키드 (한글판) RetroArch mednafen_gba

astroboyu 아톰 - 오메가 팩터 (USA) RetroArch mednafen_gba

Castlevania - Aria of Sorrow (K) 악마성 드라큘라: 효월의 원무곡 (한글판) RetroArch mednafen_gba

Gyakuten Saiban 1 (K) 역전재판 1 (한글판) RetroArch mednafen_gba

Gyakuten Saiban 2 (K) 역전재판 2 (한글판) RetroArch mednafen_gba

onepbbk 원피스 - 고잉 베이스볼 : 해적야구 (한글판) RetroArch mednafen_gba

onepnanak 원피스 - 일곱섬의 대보물 (한글판) RetroArch mednafen_gba

The Legend of Zelda - The Minish Cap (K) 젤다의 전설 - 이상한 모자 (한글판) RetroArch mednafen_gba

Kamaitachi No Yoru Advance (K) 카마이타치의 밤 (한글판) RetroArch mednafen_gba

konamiacu 코나미 콜렉터 시리즈: 아케이드 어드밴스드 (USA) RetroArch mednafen_gba

kofex2u 킹 오브 파이터즈 EX2 RetroArch mednafen_gba

Tantei Jinguuji Saburou - Shiroi Kage no Shoujo (K) 탐정 진구지 사부로: 하얀 그림자의 소녀 (한글판) RetroArch mednafen_gba

Tales of the World - Narikiri Dungeon 2 (T-Kor 1.0b) 테일즈 오브 더 월드: 나리키리 던전 2 (한글판) RetroArch mednafen_gba

ffight1j 파이널 파이트 원 RetroArch mednafen_gba

Final Fantasy I - II Advance (K) 파이널 판타지 I·II 어드밴스 (한글판) RetroArch mednafen_gba

Final Fantasy Tactics Advance (K) 파이널 판타지 택틱스 어드밴스 (한글판) RetroArch mednafen_gba

Pokemon Leaf Green (T-Kor) 포켓몬스터 - 리프 그린 (한글판) RetroArch mednafen_gba

Pokemon Fire Red (T-Kor) 포켓몬스터 - 파이어 레드 (한글판) RetroArch mednafen_gba

Ougon no Taiyou - Hirakareshi Fuuin (T-Kor) 황금의 태양 - 열려진 봉인 (한글판) RetroArch mednafen_gba

Ougon no Taiyou - Ushinawareshi Toki (T-Kor) 황금의 태양 2 - 잃어버린 시대 (한글판) RetroArch mednafen_gba

kaze no densetsu xanadu (scd)(jpn) 바람의 전설 자나두 (일본판) RetroArch mednafen_pce 일어

kaze no densetsu xanadu ii (scd)(jpn) 바람의 전설 자나두 II (일본판) RetroArch mednafen_pce 일어

ane-san (scd)(jpn) 아네상 (일본판) RetroArch mednafen_pce 일어

iga ninden gaou (scd)(jpn) 이가인전 가오 (일본판) RetroArch mednafen_pce 일어

tenshi no uta ii - datenshi no uta (scd)(jpn) 천사의 시 II (일본판) RetroArch mednafen_pce 일어

Kishin Douji Zenki FX - Vajra Fight (J) 귀신동자 젠키 FX- 금강염투 바쥬라 파이트 RetroArch mednafen_pcfx 일어

langrisser fx, der (japan) 데어 랑그릿사 FX RetroArch mednafen_pcfx 일어

battle heat (japan) 배틀 히트 RetroArch mednafen_pcfx 일어

Ginga Ojousama Densetsu Yuna FX (J) 은하 아가씨 전설 유나 FX - 비애의 세이렌 RetroArch mednafen_pcfx 일어

Hataraku Shoujo - Tekipaki Working Love FX (J) 일하는 소녀 테키파키 워킹 러브 FX RetroArch mednafen_pcfx 일어

Tengai Makyu - Dennou Karakuri Kakutouden (J) 천외마경 전뇌낙조격투전 RetroArch mednafen_pcfx 일어

Tyoushin Heiki Zeroigar (J) 초신병기 제로이가 RetroArch mednafen_pcfx 일어

Chip Chan Kick! (J) 칩짱 킥! RetroArch mednafen_pcfx 일어

Cutey Honey FX (J) 큐티 하니 FX RetroArch mednafen_pcfx 일어

Kokuu Hyouryuu Nirgends (J) 허공표류 닐겐츠 RetroArch mednafen_pcfx 일어

guardian heroes (japan) (3m) 가디언 히어로즈 RetroArch mednafen_saturn 일어

gekiretsu pachinkers (t-29601g) 격렬 빠찐카즈 RetroArch mednafen_saturn 일어

Grandia (Korea) (Disc 1) 그란디아 Disc 1 (한글판) RetroArch mednafen_saturn 한국어

Grandia (Korea) (Disc 2) 그란디아 Disc 2 (한글판) RetroArch mednafen_saturn 한국어

darius gaiden (japan) (3m) 다리우스 외전 RetroArch mednafen_saturn 영어

dezaemon 2 (japan) 데자에몬 2 RetroArch mednafen_saturn 일어

dragonforce 드래곤 포스 RetroArch mednafen_saturn 영어

Langrisser V The End of Legend (K) 랑그릿사 5 - 전설의 끝 (한글판) RetroArch mednafen_saturn 한국어

lunar - silver star story (japan) 루나 - 더 실버스타 스토리 RetroArch mednafen_saturn 일어

lunar 2 - eternal blue (japan) (disc 1) 루나 2 - 이터널 블루 RetroArch mednafen_saturn 일어

magic knight rayearth (sat) (u)-2ndredump 마법기사 레이어스 RetroArch mednafen_saturn 영어

virtua_fighter_kids(kor)[!] 버추어 파이터 키즈 RetroArch mednafen_saturn 한국어

sakura taisen (satakore) disc 1 (gs-9191) 사쿠라 대전 RetroArch mednafen_saturn 일어



sakura taisen 2 - kimi, shini tamou kotonakare (japan) (disc 1) 사쿠라 대전 2 RetroArch mednafen_saturn 일어

Sangokushi IV (K) 삼국지 IV (한글판) RetroArch mednafen_saturn 한국어

sexy parodius (japan) 섹시 파로디우스 RetroArch mednafen_saturn 일어

Thor2 - Seireioukiden (K) 스토리 오브 도어 2 (한글판) RetroArch mednafen_saturn 한국어

steam-heart's (japan) 스팀 하츠 RetroArch mednafen_saturn 일어

from tv animation slam dunk - i love basketball (japan) 슬램 덩크 TV 애니메이션 RetroArch mednafen_saturn 일어

shin shinobi den (japan) 신 시노비 전 - 신인전 RetroArch mednafen_saturn 일어

ELHAZARD (korea) 신비의 세계 엘하자드 (한글판) RetroArch mednafen_saturn 한국어

jikkyou oshaberi parodius - forever with me (japan) 실황 떠벌이 파로디우스 RetroArch mednafen_saturn 일어

thunder force gold pack 2 썬더포스 골드 팩 2 RetroArch mednafen_saturn 일어

asuka 120pct burning fest limited (jpn) (dw0264) 아스카 120% 리미티드 버닝 페스트 RetroArch mednafen_saturn 일어

Akumajou Dracula X - Gekka no Yasoukyoku (korea) 악마성 드라큐라 - 월하의 야상곡 (한글판) RetroArch mednafen_saturn 한국어

Albert Odyssey Gaiden (K) 알버트 오딧세이 외전 - 엘딘의 전설 (한글판) RetroArch mednafen_saturn 한국어

ultraman (j) (t-13308g) 울트라맨 - 빛의 거인 전설 RetroArch mednafen_saturn 일어

sat-0852-winter_heat-usa 윈터 히트! RetroArch mednafen_saturn 영어

yumimi mix remix (t-4501g) 유미미 믹스 리믹스 RetroArch mednafen_saturn 일어

ginga ojousama densetsu yuna 3 (t-14311g) 은하 아가씨 전설 유나 3 RetroArch mednafen_saturn 일어

sengoku blade - sengoku ace episode ii (japan) (disc 1) 전국 블레이드 Disc1 RetroArch mednafen_saturn 일어

sengoku blade - sengoku ace episode ii (japan) (disc 2) (omake cd) 전국 블레이드 Disc2 RetroArch mednafen_saturn 일어

assault suit leynos 2 (japan) 중장기병 레이노스 2 RetroArch mednafen_saturn 일어

chou jikuu yousai macross - ai oboete imasu ka (japan) (disc 1) 초시공요새 마크로스 - 사랑 기억하고 있습니까 RetroArch mednafen_saturn 일어

magical night dreams cotton 2 (japan) 코튼 2 RetroArch mednafen_saturn 일어

greatest nine '98 summer action (j) (gs-9202) 프로야구 그레이티스트 나인 '98 - 썸머 액션 RetroArch mednafen_saturn 일어

Princess Crown (J-K) 프린세스 크라운 (한글판) RetroArch mednafen_saturn 한국어

nbajamte NBA 잼 토너먼트 에디션 [32X] RetroArch picodrive_32x

chaotixju 너클즈 카오틱스 [32X] RetroArch picodrive_32x

doomju 둠 [32X] RetroArch picodrive_32x

metalhdju 메탈 헤드 [32X] RetroArch picodrive_32x

vrdxu 버추어 레이싱 디럭스 [32X] RetroArch picodrive_32x

cyberb 사이버 브롤 / 코스믹 카네기 [32X] RetroArch picodrive_32x

stellar 섀도우 스쿼드론 - 스텔라 어절트 [32X] RetroArch picodrive_32x

swau 스타워즈 아케이드 [32X] RetroArch picodrive_32x

spidwebf 스파이더맨 - 웹 오브 파이어 [32X] RetroArch picodrive_32x

sharrierju 스페이스 해리어 [32X] RetroArch picodrive_32x

aburnerju 에프터버너 컴플리트 [32X] RetroArch picodrive_32x

kolibri 콜리브리 [32X] RetroArch picodrive_32x

tempo 템포 [32X] RetroArch picodrive_32x

pitfall 핏폴 - 마얀의 모험 [32X] RetroArch picodrive_32x

Super Mario World (1991,Nintendo,AT)(K) 슈퍼 마리오 월드 (한글판) RetroArch snes9x 한국어

Super Mario - Yoshi Island (K)(V1.2) 슈퍼 마리오 월드 2: 요시 아이랜드 (한글판) RetroArch snes9x 한국어

kirbyss 카비 슈퍼 스타 RetroArch snes9x 영어

taekwonk 태권도 (한글판) RetroArch snes9x 한국어

Firemen, The (K) 파이어맨 (한글판) RetroArch snes9x 한국어

nights 나이츠 인투 드림스 RetroArch ss yabause 일어

death crimson (t-23202g) 데스 크림슨 RetroArch ss yabause 일어

layer section ii (japan) 레이어 섹션 RetroArch ss yabause 일어

myst (korea) 미스트 (한글판) RetroArch ss yabause 한국어

burning rangers (japan) 버닝 레인저 RetroArch ss yabause 일어

Shining Force 3 Senario 1 (K) 샤이닝 포스 3 시나리오1: 왕도의 거신(한글판) RetroArch ss yabause 한국어

Shining Force 3 Senario 2 (K) 샤이닝 포스 3 시나리오2: 노려진 신자 (한글판) RetroArch ss yabause 한국어

Shining Force 3 Senario 3 (K) 샤이닝 포스 3 시나리오3: 빙벽의 사신궁 (한글판) RetroArch ss yabause 한국어

sonic r (japan) (1m) 소닉 R RetroArch ss yabause 일어

thunder force v (japan) 썬더포스 V RetroArch ss yabause 일어

choaniki 초형귀 - 궁극… 남의 역습! RetroArch ss yabause 일어

fighters megamix (japan) 파이터즈 메가믹스 RetroArch ss yabause 일어

fighting vipers (korea) 파이팅 바이퍼즈 (한글판) RetroArch ss yabause 한국어

Panzer Dragoon (korea) 팬저 드래군 (한글판) RetroArch ss yabause 한국어

panzer dragoon zwei (japan) 팬저 드래군 2 쯔바이 RetroArch ss yabause 영어

1942 (USA, Europe) 1942 RetroArch vbam_gbc

NBA Jam 2001 (USA, Europe) NBA 잼 2001 RetroArch vbam_gbc



SD Hiryuu no Ken EX (Japan) (SGB Enhanced) (GB Compatible) SD 비룡의 권 EX RetroArch vbam_gbc

WWF Attitude (USA, Europe) WWF 애티튜드 RetroArch vbam_gbc

Game & Watch Gallery 2 (USA, Europe) (SGB Enhanced) (GB Compatible) 게임앤와치 갤러리 2 RetroArch vbam_gbc

Game & Watch Gallery 3 (USA, Europe) (SGB Enhanced) (GB Compatible) 게임앤와치 갤러리 3 RetroArch vbam_gbc

Gex 3 - Deep Pocket Gecko (USA) 겍스 3 RetroArch vbam_gbc

Galaga - Destination Earth (USA) 겔러그 RetroArch vbam_gbc

Dejiko no Mahjong Party (Japan) 데지코의 마작 파티 (한글) RetroArch vbam_gbc

Donald Duck - Goin' Quackers (USA) (En,Fr,De,Es,It) 도날드 덕 - 고인 퀘커스 RetroArch vbam_gbc

Doraemon - Aruke Aruke Labyrinth (Japan) (GB Compatible) 도라에몽 RetroArch vbam_gbc

Doraemon Kart 2 (Japan) (SGB Enhanced) (GB Compatible) 도라에몽 카트 2 RetroArch vbam_gbc

Donkey Kong Country (USA, Europe) (En,Fr,De,Es,It) (Sample) 동키콩 컨트리 RetroArch vbam_gbc

Duke Nukem (USA) (En,Fr,De,Es,It) 듀크 뉴켐 RetroArch vbam_gbc

Dragon Quest I & II (Japan) (SGB Enhanced) (GB Compatible) 드래곤 퀘스트 I & II (한글) RetroArch vbam_gbc

Dragon Quest III - Soshite Densetsu e... (Japan) 드래곤 퀘스트 III (한글) RetroArch vbam_gbc

Dragon Ball Z - Legendary Super Warriors (USA) 드래곤볼 Z - 전설의 슈퍼 전사들 RetroArch vbam_gbc

Lion King, The - Simba's Mighty Adventure (USA, Europe) 라이온 킹 RetroArch vbam_gbc

Rampage 2 - Universal Tour (USA, Europe) 램페이지 2 - 유니버셜 투어 RetroArch vbam_gbc

Love Hina Party (Japan) 러브 히나 파티 (한글) RetroArch vbam_gbc

Rayman 2 (USA) (En,Fr,De,Es,It) 레이맨 2 RetroArch vbam_gbc

Rainbow Islands (Europe) (En,Fr,De,Es,It) 레인보우 아이슬란드 RetroArch vbam_gbc

Lode Runner - Domudomu Dan no Yabou (Japan) (GB Compatible) 로드 러너 RetroArch vbam_gbc

Looney Tunes (USA) (GB Compatible) 루니 툰 RetroArch vbam_gbc

Looney Tunes Racing (USA) (En,Fr,De,Es,It,Nl) 루니 툰 레이싱 RetroArch vbam_gbc

Return of the Ninja (USA) 리턴 투 닌자 RetroArch vbam_gbc

Ghosts'n Goblins (USA, Europe) (GB Compatible) 마계촌 RetroArch vbam_gbc

Mario Golf (USA) 마리오 골프 RetroArch vbam_gbc

Mario Tennis (USA) 마리오 테니스 RetroArch vbam_gbc

Marvin Strikes Back! (USA) (En,Fr,Es) 마빈 스트라이크 백! RetroArch vbam_gbc

Macross 7 - Ginga no Heart o Furuwasero!! (Japan) 마크로스 7 RetroArch vbam_gbc

Magical Drop (USA) 매지컬 드롭 RetroArch vbam_gbc

Magical Chase GB - Minarai Mahoutsukai Kenja no Tani e (Japan) 매지컬 체이스 GB RetroArch vbam_gbc

Magical Tetris Challenge (USA) 매지컬 테트리스 챌린지 RetroArch vbam_gbc

Mega Man Xtreme 2 (USA, Europe) 메가맨 익스트림 2 RetroArch vbam_gbc

Metal Gear Solid (USA) 메탈기어 솔리드 RetroArch vbam_gbc

Mortal Kombat 4 (USA, Europe) (SGB Enhanced) (GB Compatible) 모탈 컴뱃 4 RetroArch vbam_gbc

Mr. Driller (USA) 미스터 드릴러 RetroArch vbam_gbc

Mickey's Racing Adventure (USA, Europe) (En,Fr,De,Es,It) 미키의 레이싱 어드밴처 RetroArch vbam_gbc

Mickey's Speedway USA (USA, Europe) (En,Fr,De,Es) 미키의 스피드웨이 RetroArch vbam_gbc

Bionic Commando - Elite Forces (USA, Australia) 바이오닉 코만도 - 엘리트 포스 RetroArch vbam_gbc

Biohazard Gaiden (Japan) 바이오해저드 외전 RetroArch vbam_gbc

Batman - Chaos in Gotham (USA) 배트맨 - 카오스 인 고담 RetroArch vbam_gbc

Batman Beyond - Return of the Joker (USA) 배트맨 비욘드 - 조커의 귀환 RetroArch vbam_gbc

BattleTanx (USA) 배틀 탱크 RetroArch vbam_gbc

Bust-A-Move Millennium (USA, Europe) 버스트 어 무브 밀레니엄 RetroArch vbam_gbc

Beyblade - Fighting Tournament (Japan) 베이블레이드 - 파이팅 토너먼트 RetroArch vbam_gbc

Bomberman Max - Red Challenger (USA) 봄버맨 맥스 - 레드 챌린저 RetroArch vbam_gbc

Blade (USA, Europe) 블래이드 RetroArch vbam_gbc

Hiryuu no Ken - Retsuden GB (Japan) 비룡의 권 - 열전 GB RetroArch vbam_gbc

Beatmania GB 2 - Gotcha Mix (Japan) (SGB Enhanced) (GB Compatible) 비트매니아 GB 2 RetroArch vbam_gbc

Samurai Kid (Japan) 사무라이 키드 RetroArch vbam_gbc

Super Robot Taisen - Link Battler (Japan) (SGB Enhanced) (GB Compatible) 슈퍼 로봇대전 - 링크 배틀러 RetroArch vbam_gbc

Super Mario Bros. Deluxe (USA, Europe) 슈퍼 마리오 브로스 디럭스 RetroArch vbam_gbc

Super Chinese Fighter EX (Japan) 슈퍼 차이니즈 파이터 EX RetroArch vbam_gbc

Snoopy Tennis (USA) (En,Fr,Es) 스누피 테니스 RetroArch vbam_gbc

Adventures of the Smurfs, The (Europe) (En,Fr,De,Es,It,Nl) 스머프의 모험 RetroArch vbam_gbc

Star Wars - Yoda Stories (USA, Europe) (GB Compatible) 스타워즈 - 요다 스토리 RetroArch vbam_gbc

Star Wars Episode I - Obi-Wan's Adventures (USA) 스타워즈 에피소드 I - 오비완의 모험 RetroArch vbam_gbc

Street Fighter Alpha - Warriors' Dreams (USA) 스트리트 파이터 알파 RetroArch vbam_gbc

Spider-Man 2 - The Sinister Six (USA, Europe) 스파이더 맨 2 RetroArch vbam_gbc

Space Invaders (USA, Europe) (GB Compatible) 스페이스 인베이더 RetroArch vbam_gbc



Aladdin (USA) 알라딘 RetroArch vbam_gbc

R-Type DX (USA, Europe) (GB Compatible) 알타입 DX RetroArch vbam_gbc

Alone in the Dark - The New Nightmare (USA) (En,Fr,Es) 어둠속에 나홀로 - 뉴 나이트메어 RetroArch vbam_gbc

Earthworm Jim - Menace 2 the Galaxy (USA, Europe) (GB Compatible) 어스웜 짐 RetroArch vbam_gbc

X-Men - Mutant Academy (USA, Europe) 엑스맨 - 돌연변이 아카데미 RetroArch vbam_gbc

X-Men - Wolverine's Rage (USA) 엑스맨 - 울버린의 분노 RetroArch vbam_gbc

Gold and Glory - The Road to El Dorado (USA) 엘도라도로 가는 길 RetroArch vbam_gbc

Elevator Action EX (Europe) (En,Fr,De,Es,It) 엘리베이터 액션 EX RetroArch vbam_gbc

All-Star Baseball 2001 (USA) 올스타 베이스볼 2001 RetroArch vbam_gbc

Wario Land 3 (World) (En,Ja) 와리오 랜드 3 RetroArch vbam_gbc

Worms Armageddon (USA) (En,Fr,Es) 웜스 아마겟돈 RetroArch vbam_gbc

Yu-Gi-Oh! Duel Monsters 4 - Battle of Great Duelist - Kaiba Deck (Japan) 유희왕 듀얼 몬스터즈 4 - 해마덱 (한글) RetroArch vbam_gbc

Alice in Wonderland (USA)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RetroArch vbam_gbc

Densha de Go! 2 (Japan) 전차로 고! 2 RetroArch vbam_gbc

Legend of Zelda, The - Link's Awakening DX (USA, Europe) (SGB Enhanced) (GB Compatible) 젤다의 전설: 꿈꾸는 섬 DX (한글) RetroArch vbam_gbc

Legend of Zelda, The - Oracle of Seasons (USA, Australia) 젤다의 전설: 이상한 나무열매 대지의 장 (한글) RetroArch vbam_gbc

Legend of Zelda, The - Oracle of Ages (USA, Australia) 젤다의 전설: 이상한 나무열매 시공의 장 (한글) RetroArch vbam_gbc

Chessmaster (USA, Europe) (GB Compatible) 체스마스터 RetroArch vbam_gbc

Chase H.Q. - Secret Police (USA) (SGB Enhanced) (GB Compatible) 체이스 H.Q. - 비밀 경찰 RetroArch vbam_gbc

Cardcaptor Sakura - Itsumo Sakura-chan to Issho (Japan) (GB Compatible) 카드캡처 사쿠라 RetroArch vbam_gbc

Kirby - Tilt 'n' Tumble (USA) 커비 - 틸트 앤 텀블 RetroArch vbam_gbc

Columns GB - Tezuka Osamu Characters (Japan) (SGB Enhanced) (GB Compatible) 컬럼스 GB RetroArch vbam_gbc

Konami GB Collection Vol.2 (Europe) (GB Compatible) 코나미 GB 콜렉션 Vol.2 RetroArch vbam_gbc

Q-bert (USA) 큐-버트 RetroArch vbam_gbc

Classic Bubble Bobble (USA) (SGB Enhanced) (GB Compatible) 클래식 버블 보블 RetroArch vbam_gbc

International Track & Field - Summer Games (Europe) 트랙앤 필드 - 하계 올림픽게임 RetroArch vbam_gbc

Tiny Toon Adventures - Buster Saves the Day (USA) 티니 툰 어드벤처 - 버스터 세이브스 더 데이 RetroArch vbam_gbc

Powerpuff Girls, The - Bad Mojo Jojo (USA) 파워퍼프 걸스 - 배드 모조 조조 RetroArch vbam_gbc

Saban's Power Rangers - Time Force (USA, Europe) 파원 레인저스 - 타임 포스 RetroArch vbam_gbc

Puzz Loop (Japan) (GB Compatible) 퍼즈 루프 RetroArch vbam_gbc

Prince of Persia (USA, Europe) (En,Fr,De,Es,It) (GB Compatible) 페르시아의 왕자 RetroArch vbam_gbc

Pocket Monsters Geum (Korea) 포켓 몬스터 금 (한글) RetroArch vbam_gbc

Pocket Monsters Eun (Korea) 포켓 몬스터 은 (한글) RetroArch vbam_gbc

Pocket Puyo Puyo Sun (Japan) (SGB Enhanced) (GB Compatible) 포켓 뿌요뿌요 썬 RetroArch vbam_gbc

Puchi Carat (Europe) (SGB Enhanced) (GB Compatible) 푸치 캐롯 RetroArch vbam_gbc

Frogger 2 (USA) 프로거 2 RetroArch vbam_gbc

Project S-11 (USA) 프로젝트 S-11 RetroArch vbam_gbc

Ganbare Goemon - Seikuushi Dynamites Arawaru!! (Japan) 힘내라 고에몽 RetroArch vbam_gbc

Night Trap 32X Disc-1 (USA) 나이트 트랩 Disc 1 32X CD (미국판) SEGA CD Fusion 영어

Night Trap 32X Disc-2 (USA) 나이트 트랩 Disc 2 32X CD (미국판) SEGA CD Fusion 영어

Lunar Silver Star Story (J-K) 루나 실버 스타 스토리 (한글판) SEGA CD Fusion 한국어

Lunar Eternal Blue (J-K) 루나 이터널 블루 (한글판) SEGA CD Fusion 한국어

Supreme Warrior - Ying Heung Disc-1 32X (USA) 슈프림 워리어 - 잉흥 Disc 1 32X CD (미국판) SEGA CD Fusion 영어

Supreme Warrior - Ying Heung Disc-2 32X (USA) 슈프림 워리어 - 잉흥 Disc 1 32X CD (미국판) SEGA CD Fusion 영어

Corpse Killer 32X (USA) 콥스 킬러 32X CD (미국판) SEGA CD Fusion 영어

GigaWing 2 (Japan) 기가 윙 2 (일본판) SEGA Dreamcast 일어

Resident Evil - Code Veronica v1.000 (2000)(Capcom)(NTSC)(US)(Disc 1 of 2)[!] 레지던트 이블 - 코드 베로니카 (일본판) SEGA Dreamcast 일어

Bangai-O (USA) 반가이오 (미국판) SEGA Dreamcast 영어

Sword of the Berserk - Gut's Rage (Japan) 베르세르크 - 천년제국의 매편 상실화의 장 (일본판) SEGA Dreamcast 일어

Psyvariar 2 - The Will to Fabricate v1.001 (2004)(Success)(NTSC)(JP)(en)[!] 사이바리마 2 - 더 윌 투 패브리케이트 (일본판) SEGA Dreamcast 일어

Sonic Adventure v1.007 (1998)(Sega)(NTSC)(JP)[!][HDR-0001-0017 1M1, 1MB3] 소닉 어드벤처 (일본판) SEGA Dreamcast 일어

Elemental Gimmick Gear (K) 엘레멘탈 기믹 기어 (한글판) SEGA Dreamcast 한국어

Jet Grind Radio (USA) 젯 셋 라디오 (미국판) SEGA Dreamcast 영어

Streets of Rage 2 Return of Fighter 2019 (USA)(Hack) 베어너클 II - 리턴 오브 파이터 2019 SEGA Genesis

Streets of Rage 2 SailorMoon (USA)(Hack) 베어너클 II - 세일러문 버전 SEGA Genesis

Street of Rage 2 with Street Fighter (USA)(Hack) 베어너클 II - 스트리트 파이터 류 버전 SEGA Genesis

Street of Rage 2 with Street Fighter Bison (USA)(Hack) 베어너클 II - 스트리트 파이터 사천왕 버전 SEGA Genesis

Streets of Rage 2 - Chunli (USA)(Hack) 베어너클 II - 스트리트 파이터 춘리 버전 SEGA Genesis

Streets of Rage 2 Shiva (USA)(Hack) 베어너클 II - 시바 버전 SEGA Genesis

Streets of Rage 2 Ultra 2018 (USA)(Hack) 베어너클 II - 울트라 2018 SEGA Genesis



Streets of Rage 2 Wof (USA)(Hack) 베어너클 II - 천지를 먹다 버전 SEGA Genesis

Streets of Rage 3 - Chunli Version 3 (USA)(Hack) 베어너클 III - 춘리 버전 SEGA Genesis

Shining Force (K) [!] 샤이닝 포스 1 (한글판) SEGA Genesis

Shining Force ii (K) [!] 샤이닝 포스 2 (한글판) SEGA Genesis

Yoshi in Sonic the Hedgehog 2 (USA)(Hack) 소닉 2 - 요시 버전 SEGA Genesis

Super Street Fighter II - Colors, PCM Fix (USA)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II SEGA Genesis

Ys III - Wanderers from Ys (K) [!] YS III - 이스 세계의 방랑자 (한글판) SEGA Mega Drive

Gley Lancer (K) 그레이 랜서 (한글판) SEGA Mega Drive

Langrisser II (1994,NCS,RPG)(J)(T+Eng) 랑그릿사 II (영문판) SEGA Mega Drive

Langrisser II (J) edit ver 랑그릿사 II (일본판) 능력치 개조버전 SEGA Mega Drive

Landstalker - Koutei no Zaihou (K) [!] 랜드스토커 (한글판) SEGA Mega Drive

Rent A Hero (J) [T Eng] 렌타 히어로 (영문판) SEGA Mega Drive

Monster World IV (J) [f1][T-Eng_DeJap+Demiforce] 몬스터 월드 IV (영문판) SEGA Mega Drive

Musha Aleste - Full Metal Fighter Ellinor (K) [!] 무사 알레스트 (한글판) SEGA Mega Drive

Valis III (K) 바리스 III (한글판) SEGA Mega Drive

Valis SD (K) 바리스 SD (한글판) SEGA Mega Drive

Vixen 357 (1992)(NCS)(JP)(en-ja) 빅센 357 (영문판) SEGA Mega Drive

Shining and the Darkness (K) [!] 샤이닝 다크니스 (한글판) SEGA Mega Drive

Sonic3&k 소닉 3 & 너클즈 SEGA Mega Drive

Super Fantasy Zone (K) 슈퍼 판타지존 SEGA Mega Drive

Alisia Dragoon (K) [!] 알리시아 드래곤 (한글판) SEGA Mega Drive

Advanced Daisenryaku (1991,Sega,SM)(J) [T+Eng65%] 어드벤스드 대전략 SEGA Mega Drive

Exile - Toki no Hazama he (K) 엑자일 (한글판) SEGA Mega Drive

El Viento (K) [!] 엘비엔토 (한글판) SEGA Mega Drive

Twinkle Tale (K) 트윙클 테일 (한글판) SEGA Mega Drive

Phantasy Star II (K) 판타지 스타 2 (한글판) SEGA Mega Drive

Phantasy Star - The End of the Millenium (K) [!] 판타지 스타 4 (한글판) SEGA Mega Drive

prince of persia 2 - the shadow and the flame (euro) (prototype) 페르시아의 왕자 2 (프로토타입) SEGA Mega Drive PAL

wwfroyal WWF 로얄 럼블 SEGA NAOMI

cspike 건 스파이크 SEGA NAOMI

gunsur2 건서바이버 2: 바이오해저드 SEGA NAOMI

gwing2 기가 윙 2 SEGA NAOMI

gundmct 기동전사 건담: 연방 Vs 지온 SEGA NAOMI

ggx 길티기어 X SEGA NAOMI

ggxxrl 길티기어 XX 샤프리로드 SEGA NAOMI

ggxxsla 길티기어 XX 슬래시 SEGA NAOMI

ggxxac 길티기어 XX 액센트 코어 SEGA NAOMI

ninjaslt 닌자 어절트 SEGA NAOMI

asndynmt 다이나마이트 형사 EX SEGA NAOMI

doa2m 데드 오어 얼라이브 2 밀레니엄 SEGA NAOMI

deathcox 데스 크림슨 OX SEGA NAOMI

mamonoro 마모루군은 저주받아 버렸다 SEGA NAOMI

mvsc2 마블 Vs. 캡콤 2 SEGA NAOMI

virnbao 버추어 NBA SEGA NAOMI

vstrik3c 버추어 스트라이커 3 SEGA NAOMI

vtenis2c 버추어 테니스 2 SEGA NAOMI

vf4cart 버추어 파이터 4 SEGA NAOMI

vf4evoct 버추어 파이터 4 에볼루션 SEGA NAOMI

vonot 버추얼온 오라토리오 탱그램 SEGA NAOMI

bdrdown 보더 다운 SEGA NAOMI

puyoda 뿌요뿌요 다! SEGA NAOMI

puyofevp 뿌요뿌요 피버 SEGA NAOMI

pjustic 사립 저스티스 학원 2 SEGA NAOMI

senkosp 선광의 윤무 SP SEGA NAOMI

sstrkfgt 세가 스트라이크 파이터 SEGA NAOMI

spawn 스폰 SEGA NAOMI

slasho 슬래시아웃 SEGA NAOMI

azumanga 아즈망가 대 퍼즐 버블 SEGA NAOMI

ausfache 아카츠키 전광전기 Ausf. Achse SEGA NAOMI

wldrider 와일드 라이더스 SEGA NAOMI



wrungp 웨이브 러너 GP SEGA NAOMI

initdv3e 이니셜 D 아케이드 3 SEGA NAOMI

ikaruga 이카루가 SEGA NAOMI

illvelo 일매틱 엔벨로프 SEGA NAOMI

zerogu2 제로 건너 2 SEGA NAOMI

zombrvn 좀비 리벤지 SEGA NAOMI

cvs2 캡콤 Vs. SNK 2 밀리언에어 파이팅 2001 SEGA NAOMI

capsnk 캡콤 Vs. SNK 밀레니엄 파이트 2000 SEGA NAOMI

cvsgd 캡콤 Vs. SNK 밀레니엄 파이트 2000 프로 SEGA NAOMI

crzytaxi 크레이지 택시 SEGA NAOMI

cleoftp 클레오파트라 포춘 플러스 SEGA NAOMI

pstone2 파워 스톤 2 SEGA NAOMI

hotd2 하우스 오브 더 데드 2 SEGA NAOMI

hmgeo 헤비 메탈 지오매트릭스 SEGA NAOMI

Phantasy Star (K) [!] 판타지스타 (한글판) SMS 한국어

Alex Kidd in Miracle World (Korea) 알렉스 키드 - 미라클 월드 (한글판) SMS_alex 한국어

Raiden 3 라이덴 3 Taito Type X

Raiden 4 라이덴 4 (Keyboard Only) Taito Type X

Shikigami no Shiro III 식신의 성 3 Taito Type X

KOF Sky Stage 킹오파 스카이 스테이지 Taito Type X

Homura 호무라 Taito Type X

Haunted Museum II 혼티드 뮤지엄 2 Taito Type X_Haunted Museum II

The BishiBashi 더 비시바시 (Keyboard Only) Taito Type X_The BishiBashi

Trouble Witches AC 트러블 위치즈 AC Taito Type X_Trouble Witches AC

GG 골든 건 Tekno Parrot

DariusBurst 다라이어스 버스트 어나더 크로니클 Tekno Parrot

SuggoiArcanaHeart2Nesica 대단해! 아르카나 하트 2 Tekno Parrot

DirtyDrivin 더티 드리빈 (후원자용) Tekno Parrot

DOA5 데드 오어 얼라이브 5 얼티밋 아케이드 Tekno Parrot

Daytona3 데이토나 챔피언쉽 USA Tekno Parrot

Rambo 람보 (후원자용) Tekno Parrot

LGI 렛츠고 아일랜드 Tekno Parrot

LGI3D 렛츠고 아일랜드 3D Tekno Parrot

LGJ 렛츠고 정글 Tekno Parrot

LuigisMansion 루이지의 맨션 아케이드 (후원자용) Tekno Parrot

MKDX 마리오 카트 아케이드 GP DX Tekno Parrot

VT4 버추어 테니스 4 Tekno Parrot

BlazBlueContinuumShift 블레이블루 - 컨티뉴엄 시프트 Tekno Parrot

PPQ 뿌요뿌요!! 퀘스트 아케이드 Tekno Parrot

SenkoNoRondeDuo 선광의 윤무 DUO Tekno Parrot

SR3 세가 랠리 3 Tekno Parrot

segartv 세가 레이스 TV (후원자용) Tekno Parrot

SSASR 소닉 세가 올스타 레이싱 아케이드 Tekno Parrot

StarWars 스타워즈 - 배틀 포드 Tekno Parrot

SpicaAdventure 스피카 어드벤처 Tekno Parrot

or2spdlx 아웃런 2 SP SDX Tekno Parrot

abc 애프터 버너 클라이맥스 Tekno Parrot

UDX 언더 디피트 HD+ Tekno Parrot

OG 오퍼레이션 고스트 Tekno Parrot

wmmt5 완간 미드나이트 맥시멈 튠 5 Tekno Parrot

ID8 이니셜 D 아케이드 스테이지 8 Tekno Parrot

ChaseHQ2 체이스 H.Q.2 Tekno Parrot

KingofFighters98UnlimitedMatch 킹 오브 파이터즈 '98 얼티매이트 매치 Tekno Parrot

KingofFightersXIII 킹 오브 파이터즈 XIII Tekno Parrot

TetrisTheGrandMaster3TerrorInstinct 테트리스 - 더 그랜드 마스터 3 Tekno Parrot

2Spicy 투 스파이시 (후원자용) Tekno Parrot

Transformers 트랜스포머 - 휴먼 얼라이언스 Tekno Parrot

FightingClimax 파이팅 클라이맥스 Tekno Parrot

HOTD4 하우스 오브 더 데드 4 Tekno Parrot

ProjectDiva 하츠네 미쿠 - 프로젝트 디바 아케이드 Tekno Parrot



VF5B 버추어 파이터 5 (M) Tekno Parrot_VF5B

Wii Music (K) Wii 뮤직 (한글판) Wii 한국어

New Super Mario Bros Wii 2 - The Next Levels (USA) 뉴 슈퍼 마리오 브로스 Wii 2 (미국판) Wii 영어

Dairantou Smash Brothers X (K) 대난투 스매시 브라더스 X (한글판) Wii 한국어

Mario Kart Wii (K) 마리오 카트 Wii (한글판) Wii 한국어

Mario-Sonic at the Olympic Games (K) 마리오와 소닉 2008 베이징 올림픽 게임즈 (한글판) Wii 한국어

Mario & Sonic at the London 2012 Olympic Games (K) 마리오와 소닉 2012 런던 올림픽 (한글판) Wii 한국어

Misestone Shotting Collection (K) 마일스톤 슈팅 컬렉션 (한글판) Wii 한국어

Case Closed - The Mirapolis Investigation (K) 명탐정 코난 - 추억의 환상 (한글판) Wii 한국어

Kirby's Return To Dreamland (K) 별의 커비 Wii (한글판) Wii 한국어

Samurai Spirits Rokuban Shoubu (K) 사무라이 스피리츠 여섯번의 승부 (한글판) Wii 한국어

Super Mario Galaxy (K) 슈퍼 마리오 갤럭시 1 (한글판) Wii 한국어

SpongeBob - Globs of Doom (K) 스펀지밥과 친구들 (한글판) Wii 한국어

Onechanbara - Bikini Zombie Slayers (USA) 오네찬바라 - 비키니 좀비 슬레이어즈 (미국판) Wii 영어

Wario Land Shaking (K) 와리오랜드 셰이킹 (한글판) Wii 한국어

WALL-E (K) 월-E (한글판) Wii 한국어

Zack & Wiki - Quest For Barbaros' Treasure (K) 잭&위키 ~발바로스의 보물~ (한글판) Wii 한국어

Sin & Punishment- Star Successor (USA) 죄와 벌 2 - 우주의 후계자 (미국판) Wii 영어

WarioWare Smooth Moves (K) 춤춰라 메이드 인 와리오 (한글판) Wii 한국어

Kirby's Epic Yarn (K) 커비 에픽 얀 (한글판) Wii 한국어

Kung Fu Panda (K) 쿵푸 팬더 (한글판) Wii 한국어

Tatsunoko vs. Capcom- Ultimate All-Stars (USA) 타츠노코 VS 캡콤 울티메이트 올스타즈 (미국판) Wii 영어

Harry Potter and the Half Blood Prince (K) 해리포터와 혼혈왕자 (한글판) Wii 한국어

K-POP Dance Festival (K) K-POP 댄스 페스티발 (한글판) Wii_gcz 한국어

Wii Play - Motion (K) Wii 리모컨플러스로 즐기는 버라이어티 게임 박스 (한글판) Wii_gcz 한국어

Wii Sports Pack for Revolution (K) Wii 스포츠 (한글판) Wii_gcz 한국어

Wii Sports Resort (K) Wii 스포츠 리조트 (한글판) Wii_gcz 한국어

Big Brain Academy - Wii Degree (K) Wii로 다함께! 말랑말랑 두뇌교실 (한글판) Wii_gcz 한국어

Mobile Suit Gundam - MS Sensen 0079 (J) 기동전사 건담 - MS 전선 0079 (일본판) Wii_gcz 일어

New Super Mario Bros Wii (K) 뉴 슈퍼 마리오 브로스 Wii 1 (한글판) Wii_gcz 한국어

Donkey Kong Country Returns (USA) 동키콩 컨트리 리턴즈 (미국판) Wii_gcz 영어

Dragon Ball - Revenge of King Piccolo (USA) 드래곤볼 - 천하제일 대모험 (미국판) Wii_gcz 영어

Disney Epic Mickey 2 - The Power of Two (K) 디즈니 에픽 미키 2 (한글판) Wii_gcz 한국어

LEGO Batman 2 - DC Super Heroes (K) 레고 배트맨 2 - DC 슈퍼 히어로즈 (한글판) Wii_gcz 한국어

Mario Power Soccer (K) 마리오 파워 축구 (한글판) Wii_gcz 한국어

Mario Party 9 (K) 마리오 파티 9 (한글판) Wii_gcz 한국어

Mario & Sonic at the Olympic Winter Games (K) 마리오와 소닉 밴쿠버 동계 올림픽 (한글판) Wii_gcz 한국어

Valhalla Knights - Eldar Saga (K) 발할라 나이츠 - 엘더 사가 (한글판) Wii_gcz 한국어

Sonic Colors (USA) 소닉 컬러즈 (미국판) Wii_gcz 영어

Super Mario Galaxy 2 (K) 슈퍼 마리오 갤럭시 2 (한글판) Wii_gcz 한국어

Super Paper Mario (K) 슈퍼 페이퍼 마리오 (한글판) Wii_gcz 한국어

Castle of Shikigami 3 (USA) 식신의 성 3 (미국판) Wii_gcz 영어

The Simpsons Game (USA) 심슨 게임 Wii (미국판) Wii_gcz 영어

Just Dance 3 (K) 저스트 댄스 3 (한글판) Wii_gcz 한국어

The Legend of Zelda - Skyward Sword (K) 젤다의 전설: 스카이워드 스워드 (한글판) Wii_gcz 한국어

The King of Fighters Collection - The Orochi Saga (K) 킹 오브 파이터즈 콜렉션 - 오로치 사가 (한글판) Wii_gcz 한국어

Animal Crossing- City Folk (K) 타운으로 놀러가요 동물의 숲 (한글판) Wii_gcz 한국어

Toshinden (J) 투진전 (일본판) Wii_gcz 일어

Pikmin (K) 피크민 (한글판) Wii_gcz 한국어

Rockman 9 (K) 록맨 9 - 야망의 부활 (한글판) Wii_wad 한국어

red-pro2 뉴 슈퍼 마리오 브로스. U WU 한국어

sigma3_cafe 닌자 가이덴 3 - 레이저즈 엣지 WU 영어

rs10_production 동키콩 컨트리 - 트로피컬 프리즈 WU 영어

douglas.master 레고 스타워즈 - 깨어난 포스 WU 영어

cafe_ITF_AppFramework_f 레이맨 레전드 WU 영어

BioRevHD 레지던트 이블 - 레벌레이션스 WU 한국어

Turbo 마리오 카트 8 WU 한국어

main 마리오 테니스 - 울트라 스매시 WU 영어

tenst 마리오 파티 10 WU 영어

PRJ_010 베요네타 2 WU 영어



ShovelKnight 삽질 기사 / 셔블 나이트 WU 영어

RedCarpet 슈퍼 마리오 3D 월드 WU 한국어

Block 슈퍼 마리오 메이커 WU 한국어

cross_f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 Wii U WU 영어

PRJ_030 스타 폭스 제로 WU 영어

gambit 스플래툰 WU 한국어

pj023 요시 울리 월드 WU 한국어

ProjectK 원더풀 101 WU 영어

OPU3 원피스 언리미티드 월드 레드 WU 영어

Kinopio 전진! 키노피오 대장! WU 한국어

spaceTravel 제노블레이드 크로니클스 X WU 영어

cking 젤다의 전설 - 바람의 지휘봉 HD WU 한국어

U-King 젤다의 전설 - 야생의 숨결 WU 한국어

Zelda 젤다의 전설 - 황혼의 공주 HD WU 한국어

Tekken 철권 태그 토너먼트 2 Wii U WU 영어

seven 터치! 커비 슈퍼 레인보우 WU 영어

project 패스트 레이싱 네오 WU 영어

ferrum_app 폿권 토너먼트 WU 영어

carrot 피크민 3 WU 영어

Stainless 환영이문록 #FE WU 영어

lens5_cafe 령 제로 - 누레가라스의 무녀 WU_1.15.10 한국어

OROCHI2_WiiU_EngRelease 무쌍 오로치 2 하이퍼 WU_1.15.10 영어

ProjectZ 젤다 무쌍 WU_1.15.10 영어

HMusou2_NA 진 북두무쌍 WU_1.15.10 영어

red-pro2 뉴 슈퍼 루이지. U WU_WU 한국어

7ordi 7 오디 MAME AD

ryouran VS 마작소녀 요란 MAME AD

bnstars1 VS 작사 뉴 브랜드 스타즈 MAME AD

wownfant WOW 뉴 판타지아 MAME AD

galpanic 갈스 패닉 MAME AD

galpani2 갈스 패닉 2 MAME AD

galpani3 갈스 패닉 3 MAME AD

galpani4 갈스 패닉 4 MAME AD

galpanis 갈스 패닉 S - 특별판 MAME AD

galpans2 갈스 패닉 S2 MAME AD

galpans3 갈스 패닉 S3 MAME AD

kotbinyo 꽃비녀 MAME AD

kotbinsp 꽃비녀 스페셜 MAME AD

fromanc2 대전 마작 파이널 로맨스 2 MAME AD

fromanc4 대전 마작 파이널 로맨스 4 MAME AD

fromancr 대전 마작 파이널 로맨스 R MAME AD

hotgmck 대전 핫기믹 MAME AD

hotgmck3 대전 핫기믹 3 디지털서핑 MAME AD

hotgmcki 대전 핫기믹 인테그럴 MAME AD

hgkairak 대전 핫기믹 쾌락천 MAME AD

danceyes 댄싱 아이즈 EKMAME

ddenlovrk 돈 덴 러버 : 오델로 MAME AD

tmmjprd 두근두근 마작 파라다이스 MAME AD

landbrk 땅 자르기, 랜드 브레이커 MAME AD

loverboy 러버 보이 MAME AD

luplup 러프 러프 퍼즐 / 장장 퍼즐 V.3.0 MAME AD

mjgtaste 마작 G-테이스트 MAME AD

hypreac2 마작 하이퍼 리액션 2 MAME AD

nmg5 멀티 5 MAME AD

missw96 미스 월드 '96 MAME AD

realbrk 빌리어드 아카데미 리얼 브레이크 MAME AD

suplup 슈퍼 러프 러프 퍼즐 / 장장 퍼즐 V.4.0 MAME AD

spbactn 슈퍼 핀볼 액션 MAME AD

suchie2 아이돌 작사 스치파이 2 MAME AD

suchie3 아이돌 작사 스치파이 3 MAME AD



wondstck 원더 스틱 MAME AD

kirarast 유성의 마작사 키라라 스타 MAME AD

mj4simai 작은아씨들 마작 4자매 MAME AD

jjparads 쟝쟝 파라다이스 MAME AD

jjparad2 쟝쟝 파라다이스 2 MAME AD

hotdebut 퀴즈 아이돌 핫 데뷔 MAME AD

finalgdr 파이널 고도리 MAME AD

sxyreac2 파칭코 섹시 리액션 2 MAME AD

pkgnsh 파칭코 은구슬 승부 MAME AD

fantsia2 판티지아 2 MAME AD

funybubl 퍼니 버블 MAME AD

pcktgalk 포켓 걸 (한글판) MAME AD

hanamai 하나노마이 MAME AD

hotpinbl 핫 핀볼 MAME AD

hexa 헥사 MAME AD

Senran Kagura Peach Ball 섬란 카구라 피치 볼 (M) PC Game

Omega Labyrinth Life 오메가 래버린스 라이프 PC Game

Senran Kagura Reflexions 섬란 카구라 리플렉션 PC Game

mahjong CD 마작 미소녀 중심파 MAME pcecd_gecd

pachislt CD 빠찡코 미소녀 겜블러 MAME pcecd_gecd

pachinko CD 빠찡코 미소녀 구마 네자매 MAME pcecd_gecd

cardangl 카드 엔젤스 MAME pcecd

Blonde Justice (USA) 블론드 저스티스 RetroArch 4DO

Coven, The (USA) 더 코븐 RetroArch 4DO

Immortal Desire (USA) 임모탈 디자이어 RetroArch 4DO

Love Bites (USA) 러브 바이트 RetroArch 4DO

Onee-san to Isshoo! Kise Kae Paradise (Japan) 오네상과 함께! 탈부착 파라다이스 RetroArch 4DO

Onee-san to Isshoo! Shanken Paradise (Japan) 오네상과 함께! 쟝껜 파라다이스 RetroArch 4DO

Twinkle Knights (Japan) 트윙클 나이츠 RetroArch 4DO

Virtual Cameraman Part 1 - Naomi Sawada & Anna Juri (Japan) 버추얼 카메라맨 파트 1 RetroArch 4DO

Virtual Cameraman Part 2 - Natsumi Kawai & Kimi Tachihara (Japan) 버추얼 카메라맨 파트 2 RetroArch 4DO

Virtual Cameraman Part 3 - Yumika Sugimoto (Japan) 버추얼 카메라맨 파트 3 RetroArch 4DO

Virtual Cameraman Part 4 - Shiori Fujitani (Japan) 버추얼 카메라맨 파트 4 RetroArch 4DO

Virtual Cameraman Part 5 - Yuri Andou (Japan) 버추얼 카메라맨 파트 5 RetroArch 4DO

Yakyuuken Special, The (Japan) 야구권 스페셜 RetroArch 4DO

cmast91 체리 마스터 '91 MAME AD

drgcityx 드래곤 시티 X지정 MAME fs5000-flop

mskinpan 마이티 배틀 스킨 패닉 MAME fs5000-flop

ssrendez 스타쉽 랑데부 MAME fs5000-flop

exterlin 엑스타리안 MAME fs5000-flop

The world is drawing to an Wend (K) 종말을 보내는 법 (한글판) MSX2+ Disk

pinksox1 핑크 삭스 1 MAME fs5000-flop

pinksox2 핑크 삭스 2 MAME fs5000-flop

pinksox3 핑크 삭스 3 MAME fs5000-flop

pinksox4 핑크 삭스 4 MAME fs5000-flop

pinksox5 핑크 삭스 5 MAME fs5000-flop

pinksox6 핑크 삭스 6 MAME fs5000-flop

pinksox7 핑크 삭스 7 MAME fs5000-flop

pinksox8 핑크 삭스 8 MAME fs5000-flop

pinksxmn 핑크 삭스 매니아 MAME fs5000-flop

pinksxm2 핑크 삭스 매니아 2 MAME fs5000-flop

pinksxm3 핑크 삭스 매니아 3 MAME fs5000-flop

spinksx1 슈퍼 핑크 삭스 1 MAME fs5000-flop

spinksx2 슈퍼 핑크 삭스 2 MAME fs5000-flop

peachup1 피치 업 1 MAME fs5000-flop

peachup2 피치 업 2 MAME fs5000-flop

peachup3 피치 업 3 MAME fs5000-flop

peachup4 피치 업 4 MAME fs5000-flop

peachup5 피치 업 5 MAME fs5000-flop

peachup6 피치 업 6 MAME fs5000-flop



peachup7 피치 업 7 MAME fs5000-flop

peachup8 피치 업 8 MAME fs5000-flop

peachsp1 피치 업 스페셜 1 MAME fs5000-flop

peachsp2 피치 업 스페셜 2 MAME fs5000-fl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