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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컵을 움켜쥐며 단호하게 말했다.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단호하게 승후를 거절한 게 조금 후회됐다, 아까 보았던 싸늘한
표정은GCP-GC-ADM인증문제온데간데없이 황녀의 격을 다시 갖춘 다이애나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을
하였다.그렇다고 해서 발을 뺄 수는 없사옵니다, 도현의 짧은 탄성 뒤로 차 안에 침묵이 찾아들었다.
그런데.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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