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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kor class of lies kordramas

파트 클래스 거짓말 제목에 주석 을 편집 : 위장 교사; 드라마, 학교, 법률, 미스터리 에피소드: 16 네트워크: OCN 방송 기간: OCN 방송 기간: 17-7월-2019~9월~2019일정: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11시 사운드트랙: 클래스 거짓말 OST 이것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이 나쁜 학교에서 강렬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가벼운 처벌을 비판하는 드라마입니다. 기무혁(윤균상)은 승률이 높은 변호사다. 그가 걱정하는 것은 돈뿐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살인 사건으로 인해 변호사로서의 명성은 바닥에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좋은 이름을 되찾기 위해 그는 고등학교에 몰래 들어가 임시 교사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비밀 학생이 노출하려고합니다. 이에 따라 기무혁은 하소현 경(최수록)과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그는 학생들을 사랑하는 체육 교사입니다. 기무혁과 하소현은 비밀 학생들과 마주한다. 배급관계 상자 4 VIP 학생 춘명 교사 춘명 부모 김민상 유양기 (아버지 범진; 의
원) 유성주 : 이도진 (아버지 기훈; 송하 로펌의 PDTe) 서지영, 우은혜(어머니 태라) 이진아 역으로 윤종옥(범진의 어머니) 무혁 기타 카메오와 특별 출연 [에피소드 AGB 닐슨(%) Nacional Seúl 17-Julio-2019 1 1.814 2.452 18-Julio-2019 2 2.413 2.760 24-Julio-2019 3 2.686 2.913 25-Julio-2019 4 2.495 2.515 31-Julio-2019 5 3.008 2.806 01-Agosto-2019 6 3.135 3.413 07-Agosto-2019 7 2.975 3.505 08-Agosto-2019 8
3.579 3.976 14-Agosto-2019 9 3.547 3.668 15-Agosto-2019 10 3.563 3.985 21-Agosto-2019 11 3.683 3.562 22-Agosto-2019 12 3.805 4.141 28-Agosto-2019 13 3.529 3.911 29-Agosto-2019 14 3.544 4.188 04-Septiembre-2019 15 4.257 4.760 05-Septiembre-2019 16 4.781 4.665 Promedio 3.301% 3.576% Fuente: AGB Nielsen Korea Enlaces Sitio Oficial Daum HanCinema Asian Wiki Galería *Nota:
Algunos de los enlaces son de afiliados, lo que significa que, sin costo adicional para ti, Fandom ganará una comisión si haces clic y realizas una subscripción. 연결 콘텐츠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CC-BY-SA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목: 거짓말의 클래스는 또한 로 알려진: 씨 임시 /비밀 교사 장르: 법률, 범죄, 학교 에피소드: 16 방송 네트워크: OCN 방송 기간: 2019-7 월-17-2019-9월-05 방송 시간: 수요일과 목요일
11pm Synopsis 이 학교에서 강렬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가벼운 처벌을 비판하는 드라마입니다. 기무혁(윤균상)은 높은 상을 수상한 변호사다. 그가 걱정하는 것은 돈뿐입니다. 고등학교 살인 사건 때문에 그는 다루고있습니다. 평판 변호사는 바위 바닥을 안타. 변호사로서의 좋은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 그는 고등학교에 몰래 들어가 기강제라는 임시 교사로 일하기 시작한다. 그는 학생들이 비밀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
연 의 주연 윤균 상 기무혁 / 기강제 주금새로 하소현 최유화, 차현정 4대 학생 이준영, 차현진 최규진, 차현정 4대 학생 이준영, 유범진, 한태김명지 역 김동엽: 정해인: 정해인, 안병호 권수현, 서윤아 신재휘 역(손준백명, 이태석, 서현주, 정혜영 서윤아, 조미주 김예원, 윤진 장로 윤진장로 윤지욱 역 김명민 은 유양기(유범진의 아버지) 서지영(한태라의 어머니) 박원석 지찬으로 박원석 지찬, 최민지혁 역으로 김수희 위지윤역으로 양상배 이
은수 김진, 윤경민 차중원(차) 박은경 카메오 이준혁, 용돌리 마스크 제작 크레딧 제작사 용돌리 마스크 제작 크레딧 제작사 김태원석, 스튜디오드래곤, 스튜디오드래곤, 스튜디오드래곤, JS 사진감독: 성용일 각본가 : 장홍철 에피소드 2019-07-17 1 1.814 - 2019-07-18 2 2.413 - 2019-07-24 3 2.686 - 2019-07-25 4 2.49 200 19-07-31 5 3.008 - 2019-08-01 6 3.135 - 2019-08-07 7 2.975 - 2019-08-08 8 3.579 - 2019-08-08-8 9 3
.547 - 2019-08-15 10 3.563 - 2019-08-21 11 3.683 - 2019-08-22 12 12 3.805 - 2019-08-28 13 3.529 - 201999-08-29 14 3.544 - 2019-09-04 15 4.257 2019-09-05 16 4.781 출처: TNmS 미디어 코리아&amp;AGB 닐슨 코리아 (전국) *** 참고 : 이 드라마는 유료 TV 채널에서 방송된다, 유료 TV 채널에 방송, 유료 TV 채널에 방송, 무료 TV 채널보다 시청자수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낮은 등급에 놀라지 마십시오. 포스터 관련 사
진 (공식 사이트에서 다른 사진) 공식 사이트 트레일러:- - 공식 웹 사이트 - 트레일러 I - 트레일러 II - 트레일러 III - 트레일러 IV Viki.com 현재 사용자 평가에서 온라인 시계: 88/100 (1644 투표) 당신은 프로필 드라마투표 자바 스크립트를 활성화해야합니다: 클래스 거짓말 (영어 제목) / 씨. 임시 (영어 시작) 수정 된 로마화: Miseuteo Kikanjke 한글: 23:00 한국어: 한국: 아시아위키 개인 © 기무혁 (윤균상)에 의해 한국의 줄거리 개요는 높
은 승률을 가진 변호사입니다. 그가 걱정하는 것은 돈뿐입니다. 그가 다루고있는 고등학교의 살인 사건 덕분에 변호사로서의 명성은 바위 바닥을 쳤습니다. 변호사로서 자신의 좋은 이름을 되찾기 위해 그는 고등학교에 몰래 들어가 임시 교사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밝히라. 이 과정에서 기무혁은 하소현(김새록)과 연동한다. 그는 학생들을 사랑하는 p.e. 교사입니다. 기무혁과 하소현은 학생들의 비밀을 마주
한다. 댓글 씨 임시 옥의 수지를 인수합니다. &amp; ( 목 ). 11:00 p.m. 시간 슬롯은 이전에 저장 나를 점령 2 그리고 2019년 9월 18일에 러닝 메이트 : 인권에 이어. Osades Yoon Gyun-Sang Keum Sae-Rok Ki Moo-Hyeok Ha So-Hyun Täiendavad valatud liikmed: Haagised Episode Ratings Date Episode AGB Üleriigiline Seoul 2019-07-17 1 1,814% 2,452% 2019-07-18 2 2,413% 2,760% 2019-07-24 3
2,2.2.2.2.2.2.2.2.2.2.2.2.2.2.2.4.2.2.2.2.2.4.2.2.2.2.2.2.2.2.4.2.2.4.2.2.2.2.2.4.2.2.2.2.2.2.4.2.2.4.2.2.2.2.2.2.2.2.2.2.2.2.2.2019-2019-07-24 3 2,7%3 2,2.2.2.2.2.2.2.2.2.4.2.2.2.2.2.2.2.2.2.2019-07-24 3 686% 2,913% 2019-07-25 4 2,495% 2,515% 2019-07-31 5 3,008% 2,806% 2019-08-01 6 3.135% 3.413% 2019-08-07 7 2,975% 3.505% 2019-08-08 8 3,579% 3.976% 2019-08-14 9 3.547% 3.668% 2019-08-
15 10 3.563% 3.985% 2019-08-21 11 3.683% 3.562% 2019-08-22 12 3.805% 4.141% 2019-08-28 13 3.529% 3.911% 2019-08-29 14 3.544% 4.188% 2019-09-04 15 4.257% 2019-09-05 16 4.781% 4.665% 출처: AGB 닐슨 외부 모뎀 링크, 그것은 비밀이다. 그의 이모는 그가하는 것처럼 주문을 캐스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24일째되는 날, 그는 첫 번째 그는 결코 사용되지 않
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법으로 인한 사랑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우주는 갑자기 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그가 그것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베어바이크 남자의 헬멧바로 까지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모두를위한 빛이지만 지금은 그를 위해 너무 귀엽다! 모뎀의 진정한 사랑은 보스이며, 빛은 단지 가짜 판타지입니다. 적어도 그가 스스로에게 말할 거야. 보스에 대한 그의 사랑은 빛이 그에게 들어갈 때 아무 데도 가
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아직 엉망되지 않은 것처럼, 가족 마법의 거품은 사라지고 찾을 수있는 곳이 없다! 이러한 거품을 다시 가져와서 모뎀은 실제로 단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다소 운명인 빛, 보스, 그리고 자신의 숨겨진 비밀을 해명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EP1의 예고편 보기 에피소드보기. 매직 밀크 티 패밀리 EP2. 새로운 보스 klik cc 디 비디오 플레이어 지카 자막 tidak muncul를 충족. 드라마 이니 베르세리타 텐탕 서랑 펜
가카라 양상화 석석 양 자투 신타 카레나 사투 카수스. 디아 멘자디 전문가 테탭 디 세콜라 메넨가 양 terikat pada kasus itu untuk mendapatkan kembali kehormatannya. Meskipun dia pergi ke ruang kelas untuk alasan egois, dia mulai melihat kejahatan yang terjadi dan dia menangani masalah sendiri untuk membantu melindungi korban dari teman sebaya mereka. 드라마 ini akan menyoroti realitas remaja yang
menghadapi sedikit atau tidak ada akibat setelah melakukan kejahatan karena mereka adalah remaja, tidak memberperlindungan bagi mere yang menjadi korban kejahatan ini. 스트리밍 논톤 클래스 거짓말 (2019) 전체 에피소드 서브 인도, 스트림 클래스 거짓말 (2019) 자막 유도, 논톤 클래스 거짓말 (2019) 480p 720p 360p, 클래스 거짓말 (2019) Mp4 서브 , klass 거짓말 (2019) MKV 서브 인도, 클라스 거짓말 (2019)
스트리밍 스트리밍 인도네시아, 논톤 클래스 거짓말 (2019) 서브 인도, 스트리밍 클래스 거짓말 (2019) 서브 인도, 거짓말의 클래스 (2019)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 에피소드 3, 에피소드 4, 에피소드 5, 에피소드 6, 에피소드 7, 에피소드 8, 에피소드 8, 에피소드 9, 에피소드 10, 에피소드 11, 에피소드 12 서브 Indo, 클래스 거짓말의 전체 에피소드 (2019) 블루 레이 부제 인도네시아, 다운로드 인도네시아어 클래스 219 / 다운로드 클래
스 거짓말 (2019) 배치 자막 인도네시아, 스트리밍 클래스 거짓말 (2019) 자막 인도네시아, 스트리밍 클래스 거짓말 (2019) 자막 인도네시아 드라크신도, 코르드라마, 인덕시, 나라시카, 드라마인도, 논톤 클래스 거짓말 (2019) 전체 에피소드 서브 인도, 다운로드 배치 유도, 스트리밍 480p 720p 360p, Mp4 서브 인도, 클래스 거짓말 (2019) 전체 부제 인도네시아, 논톤 (2019) 전체 부제 인도네시아, 논톤 , 스트리밍 클래스 거짓말 (2019)
서브 인도, 거짓말의 MrClass (2019)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 에피소드 3, 에피소드 4, 에피소드 5, 에피소드 6, 에피소드 7, 에피소드 8, 에피소드 9, 에피소드 10, 에피소드 12 서브 인도, 블루레이 자막 인도네시아, 다운로드 BD 자막 인도네시아, 다엠로드 클래스 거짓말 (2019 로트 자막 인도네시아, 자막 인도네시아, 자막 스트리밍 인도네시아 drakorindo에 위치, 클래스에 위치 , 클래스 거짓말 drkorindo, 다운로드 클래스 거짓말, 미
스 트라마 클래스 거짓말, 다운로드 클래스 거짓말 드라코린도, 논톤 드라마 클래스 거짓말, 드라마 클래스 거짓말, 논톤 클래스 거짓말, 123drakor 클래스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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