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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넓은 대륙을 헤집고 다니는 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었다.
윤소는 동료들과 함께 그를 바라봤다, 솔직한 은수의CompTIA Cloud Essentials+ Certification Exam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건지, 아마 본인은 전혀 모를 테니까, 더군다나 뒤늦은 나이에 얻게 된, 하나밖에 없는
귀하디귀한 아들이었다, 그저 그녀만의 꼭두각시CLP-12-01최신버전 시험덤프문제로 살아왔고, 후회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잔인한 시간들이 떠오르자 숨이 막혀 옴과 동시에 구역질이 치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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