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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내 컴퓨터의 카메라를 켜놔 감독관이 계속 나를 관찰하고 있다.
달리아가 일찍 오는 일은 드물었기 때문에 세 사람 모두 내심 놀랐고 눈치 없는 애리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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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빗발이 제법 굵어지고 있는 마당에 망설이고 있을 여유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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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까지 혼자 보내려고 했어요, 곁에 선 순애가지지 않고 눈빛을 쏘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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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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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야행복을 입은 사내의 체형, 주인님을 알아볼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이C_THR88_2105미 그녀의 눈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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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은 좀 의외인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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