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님의 말:
제로님 바쁘신가요.
[kayzero/아영] 과제中님의 말:
무슨 일이신가요.
N 님의 말:
할말이
있으실거라고 생각해요.
[kayzero/아영] 과제中님의 말:
N님께서 제게 하실 말씀아 아니고요?
N 님의 말:
그렇게 말씀해도 되겠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라는 말입니다.
[kayzero/아영] 과제中님의 말:
제가 N님께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은 이미 없는 것 같습니다.
N 님의 말:
진현님과 대화하고 왔습니다, 그분과의 대화내용은 공개로 돌리기로했기 때문에 
어자피 보실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급하는 일이지만.
[kayzero/아영] 과제中님의 말:
말씀하세요.
N 님의 말:
다른분들에게 어떻게 비치는건 제 알바 아니지만 이말은 해야겠네요. 네 제로님한테 거짓말했어요. 쿨베님 안계실때 위로하고 그런거때문에 상처받으셨다고요. 
거짓말해서 상처받으셨다고요. 네 그런게 잇으면 저한테 말씀하셔야죠. 이야기는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달라지는거 모르세요.
덕분에 일이 그렇게 커진거고, 쿨베님이 아니라 제 진심을 묻고싶으셨던거면
쿨베님 갠비의 덧글이야기가 아니라 까놓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있는지 물어봤어야죠.
그렇게 뱅뱅 돌려놓고서 배려라는 말이 나오시나요.
[kayzero/아영] 과제中님의 말:
저는 용서를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N님에게 그 날 이후로 한번도 쿠르베님과 연락이 되느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게 직접적으로 거짓말을 하실 것인지, 아닐것인지의 기회를요.
N님께서는 거짓말을 선택하셨습니다.
배신감이야 느껴졌죠, 하지만 그 떄 까지 N님은 제게 직접적으로 거짓말 한 건 없으셨죠.
정말로 거짓말 한게 누구인지, 지금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끝나셨으면 창 닫겠습니다.
N 님의 말:
예니님이 창끝나고 갔다고 해서 저도 창끝나고 가는게 아니에요.
[kayzero/아영] 과제中님의 말:
그게 지금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N 님의 말:
네 제로님에게 거짓말은 했고, 제로님이랑 따로떨어져서 거짓말한거 자체는 저도 부인할생각이 없어요.
[kayzero/아영] 과제中님의 말:
예, 그럼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뭔가요?
N 님의 말:
네 거기에 나와서 다른분들한테 제이야기로 왜 징징대시냐 그말입니다.
[kayzero/아영] 과제中님의 말:
상처 받은걸 상처 받았다고도 말 못합니까?
N 님의 말:
말돌리는거 할줄 몰라서 죄송하네요, 비꼬는게 아니라 순수한 진심이니까
상처받은걸 운영자 대화로 돌린거에서 공론화로 만든건 제로님이에요.
제로님이 정말 위로받고싶고 그랬더라면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kayzero/아영] 과제中님의 말:
음... N님 지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그 회의에서 그 이야기가 N님을 공론화 시키고자 나왔던 것이 아닌, 그 회의의 안건에 원인으로 나왔던겁니다.
안건을 꺼냈으면 원인도 마땅히 드렸어야죠.
N 님의 말:
그래서 원인이 뭔가요. 애초에 제가 다리가 되어 제로님이 쿨베님이랑 대화했던거자체가
[kayzero/아영] 과제中님의 말:
그 이전에 저를 기만해주셨던 시간들이 원인이었습니다.
N 님의 말:
문제가 됐던거라면 저한테 그 이야기 자체를 꺼내지 마셨어야죠.
저한테 와서 쿨베님 댓글 이야기를 꺼내고 그게 제 덧글이고 아이피가 제꺼라는 증거까지 나온이상
저도 바보같이 아니라고 말하진 않았곗ㅈ.
[kayzero/아영] 과제中님의 말:
그 기만을 확정 지은건 N님이시구요.
쿠르베님과의 대화는 또다른 문제가 되었습니다.
N 님의 말:
그거야말로 저한테와서 이야기해야할게 아니구요?
쿠르베님과 대화는 별개죠.
[kayzero/아영] 과제中님의 말:
네 별개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N님께서 일방적으로 연결시켜주셨던 쿠르베님 대화 이야기는 꺼내지 마세요.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왜 N님께서 제게 말을 하지 않고 쿠르베님과 연락을 하며 저를 기만했던 것을 다른 분들께 이야기 했냐... 같은데요.
N 님의 말:
무슨말씀 하시는지 모르곘는데요 그부분은.
아.
네
맞아요
[kayzero/아영] 과제中님의 말:
그것이 제 회의의 안건의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N 님의 말:
잠깐 창이 여러개라 헷갈렸네요.
애초에 그 회의의 안건으로 들어간자체가 전 짜증나는겁니다.
쿨베님과 연락하는것도 별개면 거기에
제가 왜 들어가야하는거죠?
죄송한데 쿨베님 언급하면서 학교앞까지 갈까라고 말했던건
제로님이었구요.
[kayzero/아영] 과제中님의 말:
예 안건은 쿠르베님 관련이 아니라 제 관련이었고
N 님의 말:
전 그래서 제로님이 연결을 원하시는줄 알았고 쿨베님한테 여쭤봤던겁니다.
[kayzero/아영] 과제中님의 말:
그 안건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참으로
미스 언더스탱딩이라고밖에 말씀 드릴수가 없구요
N 님의 말:
예니님이 말장난하는 사람이 싫다고 한 이유를 알겠네요.
애초에 할말 다 하셨다고 했으니 저랑 하실말도 없으시곘죠.
[kayzero/아영] 과제中님의 말:
물론 없습니다. 제가 N님께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드리고 싶은 말씀도 없구요.
N 님의 말:
네 그러면 우리 앞으로 영원히 안봤으면 좋곘네요.
[kayzero/아영] 과제中님의 말: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먼저 해 주셔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