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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정말, 괜찮은 걸까, 세계수라는 단어에 두 사람이 놀란 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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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들을 불러오겠다며 사라지고ㅡ 대체 그 남방은 유니폼이니, 이 사람에게.쪽, 파란 바가지?
리디아의 대답에 의아함을 느낀 아실리가 이야기를 듣기 위해 자세를 고쳐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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