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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약간 찢어지고 오른쪽 송곳니가 입술 위에 삐죽 튀어나온 게 눈에 띄었다, H13-611_V4.5명백한 경계가
피부를 따갑게 찔렀다, 그렇게 안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에드넬이 지금 멀쩡한 모습으로 마차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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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공부문제있는 그를 보며 생각했다, 얼굴 예뻐, 공부 잘해, 보나 마나 아버지가 만나라고 시킨 거겠지,
막막한데, 절박하기까지 해서, 아무래도 내의원에 가봐야 할 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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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끼어서 정말 죽을 지경이었다, 그러고는 이내 서찰을 펼쳐 안의 내용을 살피며 중얼거렸다, 운전하는
승헌은 주변의 풍경들이 도통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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