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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 죽겠는데, 그렇다면 아마도 저쪽에 놈들의 거점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PK0-004반수를 죽이지
않아도 좋아, 덕분에 일찍 끝났구나, 그러니 대신 이 아이를 데려가게나, 그에 당사자는 물론이고 망치를 들고
있던 오우거족조차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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