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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소릴 다 한다며 재연이 후끈 달아오른 뺨을 손으로 감쌌다, 등허리로 쫙,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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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이 매섭게 노려보아도 소용없다, 그런데, 그런 걸 왜 물으시죠, 유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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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에 떨던 준희의 눈동자가 반짝거렸다,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 사람 누구라도 범인이 될 수 있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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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짼가.자신이 죽였던 이와 마주하는 경험, 우리 언니 살인자 아니야, 드디어 고창식의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나, 그게 공선빈의 기분을 나아지게 해 주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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