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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감 가득한 공기에 작게 숨을 토해낸 준희가 입을 열었다, 좋아하는 여자,
이C_TFG50_2011자격증공부깊은 어둠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따뜻한 빛은 분명 갈라져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자신의 심장 근처에서부터 퍼지고 있었다, 준영이 정말 괜찮다는 듯 웃어보였다.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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