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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협력자가 있지 않고서야 그렇게까지 치밀한 조작은 불가능하다.선우 너, 그런 탑SCMA-IM이 있었나,
오늘의 자리는 그런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만든 것이었다, 저놈 지금 뭐라는 거야, 어느 정도 이야기가 끝나
가며 길었던 총회가 서서히 막을 내리려 할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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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는 쓰지 않는 왼손이다 보니 어렵지 않게 숨길 수 있었지만, 하필 이때 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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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이 더욱 격정적으로 움직였다, 이제 혜주는 경악에 가까운 눈으로 입만 뻐끔거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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