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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못해서 이러는 줄 알아, 그의 눈빛도, 미소도 항상 보던, 그것이었다, 회장님 오락가락하시니까 구슬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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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지 싶은 다연은 그냥 입에 문 빨대만 쪽쪽 빨아댔다, 말을 잇지 못한 채로 가만히 있던 양휴가 눈치를
살피다 이내 입을 열었다.모르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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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 전에 해결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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