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의 성격의 장점을 알아보는 심리테스트입니다.

A. 당신의 성격 장점은? 남들보다 성숙하고 지혜로운 성격의 당신! 사람들은 사물을 전체적으로 조
망할 줄 아는 당신을 높이 평가하며 당신에게 조언을 구하고는 합니다. 또한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 어려운 상황도 어려움 없이 제어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속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집단의 조화
를 이루어 냅니다. 리더십이 빛나는 지혜로운 당신.

B. 당신의 성격 장점은? 온화하고 친절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당신! 관대하고 자상한 타입으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함께 들어주고 고민하며,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러한 성격을 통해서 사람들은 
당신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고는 합니다. 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좋은 평판이 자자하지
만 당신은 겸손한 태도로 자신을 특별하다 생각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당신 자체를 알아보고 가치있
게 여깁니다. 사랑과 겸손이 넘치는 천사표 당신.

C. 당신의 성격 장점은? 타인을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고 귀 기울여 들어주는 당신! 중재자 역할에 
잘 어울리며, 어느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뛰어난 판단력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성보다는 감성이 
더 발달해 있고, 부드러운 성격이지만 필요할 때에는 누구보다 냉철한 판단을 내리고는 합니다. 주
위 사람들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당신을 아끼고 소중히 생각합니다. 타인을 존중할 줄 알며 배려심
이 넘치는 당신.

D. 당신의 성격 장점은? 근면하고 성실하며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는 당신!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천재성을 드러내며 두각을 나타내고는 합니다. 또한 책임감과 동료애가 깊어 주위 사람들과 함께 목
표를 향해 도전해 나아갑니다. 남들보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쉽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
니다. 언제나 몸과 마음이 안정적이고 평온한 당신은 자신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위 사람들에
게도 나눠주는 인간 비타민 타입입니다. 늘 밝고 긍정적이며 천재성을 띄는 당신.

E. 당신의 성격 장점은? 유쾌하며 유머러스한 성격의 당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 
때문인지 언제나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매우 좋아서 친구관계를 깨
는 것을 누구보다 싫어하는 당신, 또한 매력적인 입담을 가지고 있어서 주위의 이목을 단번에 집중
시키곤 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한 당신은 어딜 가나 분위기 메이커 스타일! 활력과 엔돌핀
이 넘치는 당신.

심리테스트

손을 쫙 폈을 때, 가장 유사한 모양을 선택해주세요Q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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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 롤러K
フェイスローラーK

깔끔한 얼굴
아름다운 피부와

깔끔한 얼굴
아름다운 피부와

주문전화 0120-9999-19 03-5812-8989무
료

유
료0120-9999-19 03-5812-8989

ponit 2

ponit 4
ponit 3

■사이즈： 약18×7.5×3.5cm
■중량： 약238g
■소재： ABS수지, 동 
   알루미늄, 백금도금

방수기능 탑제로
욕실에서도 사용가능!

마이크로 카렌트
(약전류)로 피부에 탄력을!

초보자도 사용하기
편한 간단한 조작과 기능

(소비세별도)

B30362상품번호

마이크로카렌트 탑재 페이스롤러는
자신의 얼굴의 신경쓰이는 부분을
집중 케어합니다. 프로 맛사지
사의 기술을 담기위해 130
도로 회전하는 롤러를 채
용, 편안한 자극을 주는
프로 미용기기입니다. 

집에서 하는 에스테 집에서 하는 에스테 

ponit 1
독자의 [팔자 모양]
롤라로 확실한 맛사지 

상품명: 페이스 롤러K

약 130°

3,980\3,980\
￥1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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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 롤러K
フェイスローラーK

깔끔한 얼굴
아름다운 피부와

깔끔한 얼굴
아름다운 피부와

주문전화 0120-9999-19 03-5812-8989무
료

유
료0120-9999-19 03-5812-8989

ponit 2

ponit 4
ponit 3

■사이즈： 약18×7.5×3.5cm
■중량： 약238g
■소재： ABS수지, 동 
   알루미늄, 백금도금

방수기능 탑제로
욕실에서도 사용가능!

마이크로 카렌트
(약전류)로 피부에 탄력을!

초보자도 사용하기
편한 간단한 조작과 기능

(소비세별도)

B30362상품번호

마이크로카렌트 탑재 페이스롤러는
자신의 얼굴의 신경쓰이는 부분을
집중 케어합니다. 프로 맛사지
사의 기술을 담기위해 130
도로 회전하는 롤러를 채
용, 편안한 자극을 주는
프로 미용기기입니다. 

집에서 하는 에스테 집에서 하는 에스테 

ponit 1
독자의 [팔자 모양]
롤라로 확실한 맛사지 

상품명: 페이스 롤러K

약 130°

3,980\3,980\
￥1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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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루나아베루나

각질 제거에서 피부정돈까지 한 번에!

피부표면을 매끈매끈하게

물로 자극하여 정돈하는 아쿠아 필링!

0120-9999-190120-9999-190120-9999-19

03-5812-898903-5812-898903-5812-8989

무
료

유
료

주/ 문/ 전/ 화 

■사이즈：가로210×세로164×높이339mm
■중량：약2.5kg 
■정격전압：AC100-240V 50/60Hz 
■부속품：전용화장수(프로피스프라임라인필링)
BHA+A500mLx1本
핸드피스 헤드 2개, 헨드피스 캡 2개, AC 어댑터
■원산지 : 한국

잘 닦이지 않는

모공에 남아있는 화장

늘어난 모공과

블랙헤드

쌓인 각질로 인한

칙칙해진 피부

피질, 수분 밸런스 붕괴로

인한 건조와 여드름

B30840

상품명: 아베루나 아쿠아 필링

(소비세별도)

38,000\38,000\

에스테 살롱의
아쿠아 필링기술을 그대로!!

세람분출구

진공흡인구

<아베루나 전용 화장수>
프로스비 프라임

필링 BHA+A 포함!

<아베루나 전용 화장수>
프로스비 프라임

필링 BHA+A 포함!

피부에 쌓인 각질이 신경쓰이시나요?

모공에 쌓인 피지 흡입은 물론 수분 공급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피부에 쌓인 각질이 신경쓰이시나요?

모공에 쌓인 피지 흡입은 물론 수분 공급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노페물 제거

수분 공급

ABELUNAABELUNA

아쿠아 필링아쿠아 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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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루나아베루나

각질 제거에서 피부정돈까지 한 번에!

피부표면을 매끈매끈하게

물로 자극하여 정돈하는 아쿠아 필링!

0120-9999-190120-9999-190120-9999-19

03-5812-898903-5812-898903-5812-8989

무
료

유
료

주/ 문/ 전/ 화 

■사이즈：가로210×세로164×높이339mm
■중량：약2.5kg 
■정격전압：AC100-240V 50/60Hz 
■부속품：전용화장수(프로피스프라임라인필링)
BHA+A500mLx1本
핸드피스 헤드 2개, 헨드피스 캡 2개, AC 어댑터
■원산지 : 한국

잘 닦이지 않는

모공에 남아있는 화장

늘어난 모공과

블랙헤드

쌓인 각질로 인한

칙칙해진 피부

피질, 수분 밸런스 붕괴로

인한 건조와 여드름

B30840

상품명: 아베루나 아쿠아 필링

(소비세별도)

38,000\38,000\

에스테 살롱의
아쿠아 필링기술을 그대로!!

세람분출구

진공흡인구

<아베루나 전용 화장수>
프로스비 프라임

필링 BHA+A 포함!

<아베루나 전용 화장수>
프로스비 프라임

필링 BHA+A 포함!

피부에 쌓인 각질이 신경쓰이시나요?

모공에 쌓인 피지 흡입은 물론 수분 공급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피부에 쌓인 각질이 신경쓰이시나요?

모공에 쌓인 피지 흡입은 물론 수분 공급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노페물 제거

수분 공급

ABELUNAABELUNA

아쿠아 필링아쿠아 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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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전화 0120-9999-19 03-5812-8989무
료

유
료0120-9999-19 03-5812-8989

●사이즈：세로17×가로4.5×두께3.5cm
●중량：약90g　●충전시간：약2∼3시간
●진동주파수：약25KHz　●소비전력：5W
●가동시간：약60분(풀충전시)
●재질：플라스틱·스테인레스
●부속품：본체 캡, AC어댑터,미니USB케이블

6,000\6,000\

부속품

스토어에서 체험가능
東京・大阪・福岡

1년
보증

B27443상품번호

초당 24만번의 진동으로 피부의 더러움과
모공에 남아있는 오래된 각질 등 깔끔하게 제거합니다.
초당 24만번의 진동으로 피부의 더러움과
모공에 남아있는 오래된 각질 등 깔끔하게 제거합니다.

스킨클리너 플러스

모공
케어

각질
케어

EMS 기능과 이온 도입기능을 더한

업무용 스킨 스크러버가 가정으로!

무선타입으로 언제어디서나 간편하게!

EMS 기능과 이온 도입기능을 더한

업무용 스킨 스크러버가 가정으로!

무선타입으로 언제어디서나 간편하게!

업무용 스킨 스크러버 미안기에

이온도입과 EMS기능을 플러스!

업무용 스킨 스크러버 미안기에

이온도입과 EMS기능을 플러스!

(세금별도)

상품명: 스킨클리너 플러스

전화 한통으로 
제일 간단하게
100% OK!

전화 한통으로 
제일 간단하게
100% OK!

전화 한통으로 
제일 간단하게
100% OK!

080-415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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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전화 0120-9999-19 03-5812-8989무
료

유
료0120-9999-19 03-5812-8989

●사이즈：세로17×가로4.5×두께3.5cm
●중량：약90g　●충전시간：약2∼3시간
●진동주파수：약25KHz　●소비전력：5W
●가동시간：약60분(풀충전시)
●재질：플라스틱·스테인레스
●부속품：본체 캡, AC어댑터,미니USB케이블

6,000\6,000\

부속품

스토어에서 체험가능
東京・大阪・福岡

1년
보증

B27443상품번호

초당 24만번의 진동으로 피부의 더러움과
모공에 남아있는 오래된 각질 등 깔끔하게 제거합니다.
초당 24만번의 진동으로 피부의 더러움과
모공에 남아있는 오래된 각질 등 깔끔하게 제거합니다.

스킨클리너 플러스

모공
케어

각질
케어

EMS 기능과 이온 도입기능을 더한

업무용 스킨 스크러버가 가정으로!

무선타입으로 언제어디서나 간편하게!

EMS 기능과 이온 도입기능을 더한

업무용 스킨 스크러버가 가정으로!

무선타입으로 언제어디서나 간편하게!

업무용 스킨 스크러버 미안기에

이온도입과 EMS기능을 플러스!

업무용 스킨 스크러버 미안기에

이온도입과 EMS기능을 플러스!

(세금별도)

상품명: 스킨클리너 플러스

전화 한통으로 
제일 간단하게
100% OK!

전화 한통으로 
제일 간단하게
100% OK!

전화 한통으로 
제일 간단하게
100% OK!

080-415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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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권등록 제101056호★

안심설계
자동OFF
기능추가

7단계
온도조절 長さ178cm

幅68cm

7단계 온도조절이 가능한
타이머 전기 매트

종래제품에서는 PVC코팅 전열선을 사용하였지만 실리콘과 PVC의 이중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약제가 열선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중절연 열선구조로 더욱 안심

쿠션이 풍부하게 들어가 편안합니다!쿠션이 풍부하게 들어가 편안합니다!

약 30°~50°까지 7단계 온도조절기능으로 여러기호에 대응합니다!

Lv1〜2 Lv3〜5 Lv6〜7

Lv1～2는 딱 기분좋은 

온도로 사용자에게 릭렉스한 

기분을 전해줍니다.

릴렉스
최고 레벨인 7단계에서는 

온도가 55°~６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파라피시트나 타올시트와의 

겸용하여 땀 배출을 촉진

시킵니다.

다이어트
추운겨울철 오일맛사지. 

휴대가 가능하고 쿠션이 

뛰어나 매트대신 이용할 수도 

있으므로 출장형의 

살롱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위대책

종래품 신상품
실리콘

전열선

PVC

0120-9999-190120-9999-190120-9999-19

03-5812-898903-5812-898903-5812-8989

무
료

유
료

주/ 문/ 전/ 화 

일반 전기매트보다 쿠션성이 UP! 매트의 중간에 고급 폴리우레탄을 사용하였고

고급감있는 PVC재료사용으로 포근함을 줍니다.

일반 전기매트보다 쿠션성이 UP! 매트의 중간에 고급 폴리우레탄을 사용하였고

고급감있는 PVC재료사용으로 포근함을 줍니다.

￥7,400￥7,400
B28543 (일반)

B30052 (유공)
오염에 강하고

청소가 간편한 소재
플러그가 잘 빠지지 않도록

잠금기능을 도입

상품명: 타이머 기능 히트 매트 레귤러

유공/ 무공



★금융채권등록 제101056호★

안심설계
자동OFF
기능추가

7단계
온도조절 長さ178cm

幅68cm

7단계 온도조절이 가능한
타이머 전기 매트

종래제품에서는 PVC코팅 전열선을 사용하였지만 실리콘과 PVC의 이중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약제가 열선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중절연 열선구조로 더욱 안심

쿠션이 풍부하게 들어가 편안합니다!쿠션이 풍부하게 들어가 편안합니다!

약 30°~50°까지 7단계 온도조절기능으로 여러기호에 대응합니다!

Lv1〜2 Lv3〜5 Lv6〜7

Lv1～2는 딱 기분좋은 

온도로 사용자에게 릭렉스한 

기분을 전해줍니다.

릴렉스
최고 레벨인 7단계에서는 

온도가 55°~６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파라피시트나 타올시트와의 

겸용하여 땀 배출을 촉진

시킵니다.

다이어트
추운겨울철 오일맛사지. 

휴대가 가능하고 쿠션이 

뛰어나 매트대신 이용할 수도 

있으므로 출장형의 

살롱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위대책

종래품 신상품
실리콘

전열선

PVC

0120-9999-190120-9999-190120-9999-19

03-5812-898903-5812-898903-5812-8989

무
료

유
료

주/ 문/ 전/ 화 

일반 전기매트보다 쿠션성이 UP! 매트의 중간에 고급 폴리우레탄을 사용하였고

고급감있는 PVC재료사용으로 포근함을 줍니다.

일반 전기매트보다 쿠션성이 UP! 매트의 중간에 고급 폴리우레탄을 사용하였고

고급감있는 PVC재료사용으로 포근함을 줍니다.

￥7,400￥7,400
B28543 (일반)

B30052 (유공)
오염에 강하고

청소가 간편한 소재
플러그가 잘 빠지지 않도록

잠금기능을 도입

상품명: 타이머 기능 히트 매트 레귤러

유공/ 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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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デリバリー )에 관심있는
공동경영자 대 모집 중
출장(デリバリー )에 관심있는
공동경영자 대 모집 중

일본어로
부탁드립니다

여성스탭 20~23세까지 동시모집여성스탭 20~23세까지 동시모집

접수:pm15:00~00:00까지
담당자:亀田 (카메다)
접수:pm15:00~00:00까지
담당자:亀田 (카메다)

080-4449-9498080-4449-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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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출장 여스탭 모집
나이: ~32세/ 고수입 보장(180~)

지역: 오사카/ 쿄토/ 시가

※나이 얼굴 몸매 자신있는 여성 분 환영 1인1실

매너도 챙겨오세요~/ 주말알바, 야간알바 가능

사진 면접 필수 (라인ID: pala0601)

日本人ドライバー募集

090-1072-2772

고급 출장 여스탭 모집고급 출장 여스탭 모집

090-1072-2772090-1072-2772

위치: 도쿄 코이와♥나이: 20세이상 35세까지
시간: 7시 30분부터 12시 20분（시간조절가능)

시급: 4,000엔부터♥일급: 18,000엔부터（시급/ 일급 조정 가능)

오쿠리 차량 운행♥숙소 완비♥인터넷 사용 가능

카카오톡 ID: ksy7678

문의는 오전 11시이후로 부탁드립니다!

고급 크라브 여스탭 모집

★우에노 지점 9월 17일 오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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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여성분 모집

090-9382-4806

출장 여성분 모집

090-9382-4806

나이: 20~40세(어려보이면 OK)
수입: 130~150★1인 1실
★일본어 필수★사진 면접
스타일 좋고 일 잘하는
언니들만 전화주세요~

나이: 20~40세(어려보이면 OK)
수입: 130~150★1인 1실
★일본어 필수★사진 면접
스타일 좋고 일 잘하는
언니들만 전화주세요~

日本人
運転手募集

아르바이트
가능

★신규오픈★

직업상관없이 누구라도 대출가능★에스테 클럽 아가씨 우선

한국어 가능함

080-4292-1313

즉시 대출 이자 0.3~3.5%

080-4292-1313 비밀보장 100%
중국교포 OK
비자문제 상관없음

마음 편히 전화주세요!10만엔~500만엔한달 이자 0% 캠페인

우리 파이넌스우리 파이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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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여직원 대 모집출장 여직원 대 모집

100% 일본 손님만

깨끗한 료, 친절한 기사 항상 대기중입니다!

가게 규정, 손님에 대한 매너를 철저히 지키는 조건 하에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드리는 데 있어 100% 가게가 약속드립니다.

위치: 동경 중심

나이: 20~35세
         (진짜 나이로 부탁합니다) 

시간: 11:00~ 02:00

비자필수

위치: 동경 중심

나이: 20~35세
         (진짜 나이로 부탁합니다) 

시간: 11:00~ 02:00

비자필수

경찰 届け証있는 가게
경찰 문제 근심 無

경찰 届け証있는 가게
경찰 문제 근심 無

안전한 미세
안전한 미세

학생, 주부
OL대환영
학생, 주부
OL대환영

고수입 약속 합니다

매너없는 분 절대 사절

070-3976-3296070-3976-3296

���-����-����

사진�있으신�분은�지참해주세요! 보장 90만엔♥나이: 40세까지
위치: 도치기켄♥수입: 90-150만엔♥날씬하시고�서비스에�자신�있으신�분
뚱뚱하신�분�죄송합니다♥빠칭코�사절♥일�방�자는�방�따로�자는�방 1인 1실
1층�올바디�아가씨도�구함♥나이: 45세까지♥아르바이트�구함 (주말만도�가능)
세금내고�하는�안전하고
편안하게�일�할�수�있는�가게입니다

출장 여스탭 모집

���-����-����

출장 여스탭 모집

���-����-����

위치 : 쯔꾸바
수입 : 최소���~무제한
관광, 단기알바, 주말알바 환영
스타일 좋고 성격좋은 분 대환영

日本人 運転手
 募集中

월간비지  | 109



위치: 동경도내/ 수입: 150~고수입 보장
나이: 20~35세/ 아르바이트 가능

중국교포/ 한국분 환영/ 료/ 와이파이/ 인터넷 완비
오래된 가게/ 단골손님 많음

위치: 동경도내/ 수입: 150~고수입 보장
나이: 20~35세/ 아르바이트 가능

중국교포/ 한국분 환영/ 료/ 와이파이/ 인터넷 완비
오래된 가게/ 단골손님 많음

출장 여스탭 모집

090-3109-9722

080-6599-3888 위챗: aroma600080-6599-3888 위챗: aroma600

♥지역: 시코쿠

♥수입: 180~250

 bebe2277

♥지역: 시코쿠

♥수입: 180~250

 bebe2277

고급 출장 스탭 모집

090-1000-1590

고급 출장 스탭 모집

090-1000-1590

♥나이: 35세까지

♥깨끗한 료 완비

♥나이: 35세까지

♥깨끗한 료 완비

고급 출장 스탭 모집

090-1000-1590
日本人店長求人 ・・・日本人店長求人 ・・・ 寮完備 ・ 受付可能な方優待 ・ 週１～２回休み寮完備 ・ 受付可能な方優待 ・ 週１～２回休み

비자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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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458-4269090-6458-4269

출장 스탭 모집출장 스탭 모집
★위치: 오오사카 신오오사카 부근
★수입 40~50만엔
★나이: 20~50까지(여성분만)
★영업시간: 12시~25시
★とてもお洒落で素敵なお店です。
★仕事内容は指圧、 アロマ、 
    フェイシャルマッサージです。
★大阪では有名なお店です！
　宜しくお願いします

リラクゼーションサロン
스탭모집

店長募集：日本語が堪能で
店舗管理に自信がある方。

080-2446-3788

위치: 도치기켄/ 1인1실(무료)
수입: 150~300/ 나이: 20~39세

스타일 좋은신 분 환영
일본인 경영자/ 신규오픈 미세
경찰 허가있는 안전한 미세

마음편히 일 하고
싶은분 연락주세요

운전사모집/ 에스테 점장
하실 수 있으신 분

위치: 도치기켄/ 1인1실(무료)
수입: 150~300/ 나이: 20~39세

스타일 좋은신 분 환영
일본인 경영자/ 신규오픈 미세
경찰 허가있는 안전한 미세

마음편히 일 하고
싶은분 연락주세요

운전사모집/ 에스테 점장
하실 수 있으신 분

출장 여성분 모집

080-4941-6905

출장 여성분 모집

080-4941-6905

출장 스탭 모집

090-2202-0426

위치: 사이타마

수입: 130~ 150

영업시간: 12시~4시30분

나이: 20~35세 

어려보이고 스타일 좋고 

일 잘하시는 분 만 연락주세요

한국 중국교포 대환영

1인 1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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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 스탭 모집
나이: 20~40세 까지

수입: 90~120

면접 후 보장 있음

차비 드립니다

이쁜분들 전화 많이주세요

여성 아르바이트 구함

090-7573-4290

스낙크 여직원 모집
위치: 이바라키 켄

나이: 40대 까지

어려보이고 스타일 좋은 분 환영

뚱뚱하신 분 비자없는 분 사절

월급은 면접 후 조절가능

090-7233-0913

스낙크 여직원 모집

090-7233-0913

1)일반 2)에스테 3)출장 동시모집
♥장소: 東京(교통편리)

♥수입: 1)일반 2)에스테 

          (店2개 70万보장있음)

♥(출장1日4万이상 보장)

♥나이: 1)일반 2)에스테 어려보이면 OK

♥출장나이: 43세까지

♥아르바이트OK (시간조절가능)

♥090-5116-1090

♥店長모집

120~150만엔 거짓없음
나이: 20~35세까지

관광비자 한국・중국에서
금방 오신 초보자 환영

풍속허가 있는 안전한 가게
단골이 많고 손님 매너가 좋고 굵은 손님

사장 클라스 많습니다

070-6555-6735

에스테 스탭 모집
●위치: 도요하시
●수입: 120이상 
●나이: 20~ 40까지

090-6109-1225
카톡ID: lkm403/ 덴쪼 이모모집

날씬하고 어려보이는 아가씨 
교포환영/ 관광비자OK 

인터넷 한국TV 시청가능 

●수입: 90~100이상
●나이: 20~45세           
●위치: 야마나시켄
●시간: 3시~3시
●올바디 가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편하게 일하실 분

덴쪼
구함

에스테 여스탭 모집

080-3366-7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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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 스탭모집

080 -6312-1536

위치: 시코쿠 타카마쯔
수입: 60~80(70보장가능)
전화 많이 주세요 덴쪼구함

���������

070-2290-8042

�����������������������������
������
��	���������
������������� ��

��������������
店長이모수시모집

일반 맛사지사 모집
(서비스없음)
위치: 이바라키켄 츠쿠바 4점포 
수입: 월25~30만/ 료 있음

090-4715-3766

080-5400-2333

에스테 스탭 모집
위치: 도쿄 카와구찌역에서 2분 
40세까지/아카스리 맛사지 가능한 분
수입: 60만엔이상/ 면접 후 70보장
시간: 12:30~1시까지/출퇴근 가능
사우나, 경찰문제없음/ 교포분 연락주세요

일본인
경영

에스테 스탭 모집

080-5084-2488

★올바디 가게★ 100% 보장 중
위치: 아이치켄♥수입: 100~150보장

나이: 40세까지♥혼방 없음
시간: 3시에서 3시까지

보통 맛사지사, 아카스리 전문으로 하시는 분 모집

�������������

������������
위치: 나고야역에서 10분 거리
나이: 35세~45세 까지/ 시간: 오후1시~ 심야12시까지
수입: 45-60만 좌우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에 가족처럼 일 할 사람

교포 환영

090-7785-3838

에스테 스탭 모집

뚱뚱한 분 죄송합니다 덴쪼모집

수입: 80만엔 이상
나이: 40대 어려보이면 OK

销售浴裙销售浴裙

에스테 스탭 모집
위치: 도치기켄 오야마역10분

시간: 2시~2시/ 나이제한 없음

(어려보이면 OK)/ 맛사지 잘 하시는 분 환영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열심히 일해주실 분

080-9880-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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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스리・ 지압・경락교육 및
100%취업알선(출장맛사지)

기쁨 소개소★남녀 각종 직업 소개

   ゆうちょ銀行 10100-49212651

야키니쿠・에스테・스낙크 매매알선・결혼비자소개
(스낙크, 크라브, 에스테 특별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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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 스탭 모집
위치: 카메아리역 1분
수입: 60~90만엔
나이: 45세까지/ 시간: 14시~2시
2달전 리뉴얼오픈 가게

090-1424-6030 090-6037-6030

골기/ 오일림파/ 정체 맛사지
위치: 치바/ 서비스 일체 없음

맛사지 잘 하시는 분 환영

070-1231-6888

일반맛사지 스탭모집
(데이트 있음)・오카치마치 40세까지 

・오전11시~밤12시/ 수입90만엔 이상

・요일 알바가능/ 초보자가능

※혼방가게아님/ 카톡:kim1713

080-3573-1713

에스테 스탭 모집
男店長募集

일반 스탭 모집

090-6107-8038

장소: 이와끼시
수입: 35만~/ 나이: 상관없음

맛사지 잘 하는 덴쪼구함

에스테 스탭 모집
★수입: 60-70★ ★교포 환영★

★위치: 치바 카츠타다이★
 ★同时也招蒙古女孩★

★날씬한 분 환영합니다★
���-����-����

에스테 여스탭 모집

070-4106-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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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명: 아이
한달 28일 기준 700만원 개런티
장기, 단기, 알바가능 데이트 없음

20~38세미만미세명: 아이
한달 28일 기준 700만원 개런티
장기, 단기, 알바가능 데이트 없음

20~38세미만

(괌)1671-688-0116

괌 한국클럽에서 일하실 분

010-8981-9356(괌)1671-688-0116

괌 한국클럽에서 일하실 분

010-8981-9356

20대에서 60대까지

수입: 30~50/ 오일, 정체하실 수 있는 분 

위치는 신오오쿠보역에서 1분/ 아르바이트 구함

가족처럼 일 하실 분/ 식사해결 됩니다

스타프 여자 모집합니다

090-2568-0707

오일맛사지 코스 많음

스낙크 여직원 모집

090-7411-3331

위치: 이바라키켄/ 일급: 10000엔~

20~ 45세 까지/ 비자 있으신 분

술 약하신 분OK/ 무개념X

빠칭코/ 뚱뚱이주정뱅이X

03-6883-6690 ・ 080-4175-0979

보충수강

여성 전용 아카데미 30년
경력

스탭구함•은경락골기·몸·얼굴·장 ·예약 환영 
학원생 모집♥가게주숙 가능함
(小顔コルギ、銀カッサ経絡、アロマリンパ、整体、교정)
 인증서발급  타카다노바바역  北口오른쪽 3분
초보자 환영/ 銀カッサ판매(은괄사 실습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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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테 스탭 급 모집

070-2686-3191

나이: 20대~40대/ 수입: 70
위치: 도쿄도/ 교포환영

★여자덴쪼모집★
예쁜아가씨들 전화주세요!

가족처럼 일 하실 아가씨 환영합니다

에스테 스탭 모집
위치: 오사카/ 수입: 90~130만엔
나이: 20~40세 미만
날씬하고 어려보이는 분 보장가능
교포분 환영

090-5788-2727

에스테 스탭모집
위치: 미에켄

수입: 50~60만엔
날씬하고 어려보이면 됨 

교포환영

090-1126-3313

에스테 스탭 모집

090-4401-7799

에스테 스탭 모집

090-4401-7799

위치: 시즈오카켄/ 수입: 70~80

나이: 45세까지/ 교포환영

★뚱뚱하신 분 죄송합니다.

위치: 시즈오카켄/ 수입: 70~80

나이: 45세까지/ 교포환영

★뚱뚱하신 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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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千葉県 (上野～ 30分程 )
영업시간:오후6시~아침3시

수입: 60만엔 전후/ 나이: 45세 까지

주2~3일 아르바이트 대 환영

위치: 千葉県 (上野～ 30分程 )
영업시간:오후6시~아침3시

수입: 60만엔 전후/ 나이: 45세 까지

주2~3일 아르바이트 대 환영

나이: 20세~30세중반 (어려보이시는 분)학생환영

위치: 사이타마/ 근무시간, 날짜, 출퇴근

(원하시는대로 다 맞춰드림) 

문의전화라도 괜찮으니 가볍게 전화주세요 

★출장 여스탭 모집★

Tel: 070-2633-4040카톡ID: kh09101001

★출장 여스탭 모집★

Tel: 070-2633-4040카톡ID: kh09101001

에스테 스나크 스탭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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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666-5168

일반 맛사지 직원 모집
위치: 東京新宿大久保駅0分

나이: 55세까지/ 주숙가능
얼굴 오일 맛사지를 잘 하시는 분 우선

배워서 취직할 분도 모집
080-9289-5588

에스테 스탭 모집

080-2627-0699

위치: 나고야에서30분
시간: 2시~2시
수입: 80~130만엔
나이: 45세까지/ 덴쪼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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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같은 분위기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오래오래 같이 열심히 일하실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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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맛사지 스탭모집
아카스리/ 아로마/ 림파 전문점

위치: 칸다(東京역에서 한 정거장)
리뉴얼 오픈 하였습니다
교포 분 대 환영 합니다

080-9271-7788

스나크  스탭 모집
위치: 千葉市内 료 완비

수입: 10000엔~/ 시간: 20:00~1:00
나이:젊고어려보이면OK 

비자없는 분 사절
우리아게 할수있는 분 6/4으로나눔 

080-3709-8355

에스테 스탭모집
이바라키켄 반도시 이와이

일반에스테 45세 까지 
아카스리 맛사지 잘 하시는 분

뚱뚱하고 배나오신분 죄송합니다

090-4427-0111

나이: 20-45세까지/ 수입: 80~120이상

위치: 동경도내 가게 여러곳

단골손님 많음/수입되는 가게

에스테 스탭 모집

090-4248-0837
店長
募集 090-9613-5047

일반 에스테 스탭모집
위치: 간사이 지역

월수입: 60~70/ 시간: 12시~12시

나이: 50세미만 보장가능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에스테 스탭 모집
위치: 토치기켄 아시카가시

나이: 20~42/ 수입: 100~150
면접 후 보장가능/ 명의 덴쪼이모 구함
성실하게 일하실 분만 연락주세요

090-5439-6869

(일반마사지) 아카스리 

080-9724-9394

수입: 50~70/ 어려보이면 OK

야마노테선라인/ 편하게 일하세요^^

알바~숙식가능/ 시간 11~1시

위치: 토치기켄/ 나이: 45세이하
수입: 80~90만엔/ 면접후 보장가능/ 교포 환영

내 집처럼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가게
나이가 많아도 일 잘하고 날씬하고 어려보이면 OK

배나오고 뚱뚱한 분 죄송합니다

에스테 스탭 모집

080-6551-3339
담배 피우지 않는 덴쪼언니 구함

에스테�여스탭�모집

080-7793-3076

위치: 동경내(케이힌 토우후쿠센)

나이: 42세까지/ 수입: 70정도

맛사지 아카스리 자신있는 성실한 분

배나오신 분 죄송합니다/ 올바디/ 교포환영

에스테 매매 상담

대상:업주,창업주,초보자
小顔コルギ+얼굴경락+피부관리=15회
全身경락+림파마사지+은괄사=15회
*週2회(월,수) 1회120분 수업
45년 경력과 샵경영 노하우로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 실습 충실/ 샵경영전반 상담, 취업

080-1260-7206

수강생 모집(뷰티&힐링 동경 토시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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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시즈오카켄 미시마/ 매매가: 150만엔 
야칭: 31만엔/ 마다카시도 가능/ 보증금: 50만엔

(가격 상담 가능) 동시 에스테 스탭 모집
나이: 45세까지/ 수입: 50-60만엔

착하고 일 잘하시는 분
080-5676-1622    080-4787-9990

일반 맛사지 가게매매

에스테 매매
위치: 도치기켄

매매가: 100만엔/ 야칭: 7만7천엔

방3/ 대기실/ 아카스리실

아담한 가게입니다

동시 스탭 및 알바구함

080-6780-0950

에스테 매매
위치: 치바켄 기사라즈시
매매가: 100만엔/ 야칭: 6만엔
방3개/ 아카스리실/ 주방
스탭 대기실/ 손님 대기실

일본:090-4412-8518/ 080-1196-7828
한국:010-3924-1365

가게 매매
위치: 시즈오카켄 후지시
매매가: 220만/ 야칭17만
리라크제이션2층/ 방2/ 아카스리실1
대기실/ 휴게실 깔끔함/ 현재 성업중

070-2233-5835

에스테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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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173-3988

하루손님10~ 20명이상!
매매가: 200만엔

에스테 매매

080-4962-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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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매매(마다카시가능)
위치:이바라키겐 쭈꾸바

매매가:160만/야칭:75000
1층룸3/아카스리실/손님대기실

2층살림방3/빨래 건조실

090-2844-3462

일반 맛사지 매매
위치: 사이타마켄 역2분

방3/ 아카스리실/ 휴게실/ 대기실/주차장

15년 넘은 가게입니다

매매가: 180만엔/ 야칭: 12만엔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070-7534-6789

에스테 매매
위치: 시코쿠 다카마쓰역 도보 20분

매매가: 180만/ 야칭: 17만
1층/ 손님 대기실/ 방2

샤워실/ 아카스리실/ 휴게실
성업 중/ 동시 스탭모집

080-6288-1177

에스테 스탭 모집

080-8219-4755

나이: 20~45세/ 수입: 80~100이상
날씬하고 돈 욕심 많고 일잘하시는 분

70만 장기 보장(교통비 지급)
경찰문제 걱정 없음

마음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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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 매매
위치: 長野県上田市

오래 된 가게 단골손님 많음
매매가: 200만/ 야칭: 12.6만

마다카시도 가능/ 경찰문제 전혀없음
090-6198-0188

에스테 급 매매
위치: 나가노켄/ 나가노역에서 전철로 40분거리

매매가: 55만엔/ 야칭6만엔 
자세한건 전화로 문의요망

080-9560-7745

에스테 매매
위치: 도치기켄/ 현재 영업 중

매매가: 100만엔 (가격절충)/ 야칭: 7만5천엔
방3/ 아카스리1/ 대기실/ 주방
스탭 휴게실1/ 오래 된 가게입니다

090-1817-2441

에스테 매매
위치: 토치기켄/ 올바디 가게 

매매가: 180/ 야찡: 101,000
대기실1/ 방4/ 살림방/ 아카스리실 1/ 샤워실1

주방1/ 화장실2/ 주차장 완비/ 개인 사정으로 판매

080-3555-9905

지압 ・오일 가게 매매
위치: 오사카중심지(역에서1분거리)

방6/ 샤워실1/ 대기실1
매매가격: 260만엔

깨끗하고 시설이 좋습니다

090-6374-3636

에스테 매매
위치:愛知県/ 역에서 5분거리

아카스리2/ 방5/ 꼭 사실분만 연락부탁
동시 스탭모집

080-4523-6064

일반 맛사지 매매

080-4541-6011

위치: 나고야 시내

매매가: 100만엔

동시 스탭모집/ 위치: 아이치켄

에스테 매매
위치:미에켄 긴데쯔/ 히라타쵸역 3분

2층 단독건물/ 살림가능

매매가: 220/ 야칭: 20/ 가격 절충 가능

090-7349-5364

일반 맛사지 급 매매
위치: 후쿠이켄

매매가: 80만엔(레이낑포함)

야칭: 5만엔2층 살림가능 

080-6911-3003

에스테 매매

080-1120-4220

위치: 군마겐기류
매매가: 130만엔

야칭: 5만엔/ 방3/ 아까스리1
주방따로있음/ 깨끗한가게/ 주차장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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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맛사지 스탭모집
장소: 시즈오카

15분거리/ 수입: 보통
단골손님 많음

일하기 편한미세
가족같이 지낼수

있는분 환영

090-5637-6688

080-9686-7328

일반 스나크
스탭 모집

위치： 후쿠시마켄
         미나미소마
나이： 20대후반 부터
           40대 중반
가족같이 오래 일하실 분 연락주세요!

에스테 스탭 모집
위치: 치바현

나이: 45세까지
날씬한 분

수입: 70~90만
시간: 2시~2시

일 잘하시는 분 60보장

080-4803-5737

에스테 매매

080-4327-6868

위치:동경 소부센역1분
매매가: 220만엔

야칭: 10만8000엔
스탭방4개/ 손님 대기실/ 샤워실

아담하고 깨끗한 가게
경찰문제 120퍼센트 안심

에스테 스탭 모집에스테 스탭 모집
위치: 동경 오오타쿠 카마타

시간: 8시~3시/ 수입: 70~90

나이 어려보이시는 분

아르바이트 가능

시간조절 가능

출퇴근 가능

위치: 동경 오오타쿠 카마타

시간: 8시~3시/ 수입: 70~90

나이 어려보이시는 분

아르바이트 가능

시간조절 가능

출퇴근 가능

080-5436-8586080-5436-8586

사이타마켄 역 근처
기타센쥬 30분

오미야20분
서비스 없음

수입: 40~50/ 밥해줌
070-6457-3584

맛사지사 구함

�������������

���������
������

����
�	�������
����������

��� ������
���������

 ���������

일반 맛사지
스탭 모집

위치: 치바켄 松戸 
수입: 50만전후
아카스리 맛사지

잘 하시는 분 환영

080-5429-3582

일반 맛사지 매매

070-6569-6503

위치: 이바라기켄
닛뽀리에서 1시간
매매가: 70만엔

야칭: 5만엔
방2/ 아카스리1

주차장 넓음

에스테 스탭 구함
위치: 栃木県
수입: 50~
시간: 오후 3시~
새벽2시까지
날씬하고 어려보이면 OK

080-1813-6378
(오후 1시 이후 연락 부탁 합니다)

에스테
스탭 모집

080-5691-0058

*비자있는 분*교포전용*
위치: 동경/ 수입: 70이상
어려보이고 날씬하면 OK

휴식지정일: 일요일
(가게가 휴식)

혼방없음
★뚱뚱한 분 사절★

에스테 스탭 모집
위치: 후쿠시마켄
아이즈 와까미쯔

수입: 80~100이상
30~50대

젊으신 분 환영
가게 2곳 운영

090-8785-7210

아카스리/정체
오일림파 맛사지

위치: 도쿄
오오츠카역 1분

낮10시~ 10시 까지
밤8시~ 8시 까지

료 무료/ 50대후반 까지

080-2349-4321

에스테 매매

0428-78-3108

위치: 東京都青梅市
매매가: 180만엔
야칭: 17만3천엔
방3/ 아까스리1

에스테 스탭 모집
위치: 토치기켄 小山市

나이: 30~45/ 수입: 60~90
※능력에 따라 더 이상 가능

아카스리/ 오일 맛사지
잘 하시는 분 연락 주세요

면접 후 보장

080-5682-4695

에스테 매매
위치: 東中野駅1분
(오오쿠보역 5분)
매매가: 98만엔
야칭: 6만5천엔

침대2개
샤워실 있어요

080-5039-2255

일반 맛사지가게 매매
위치: 시즈오카시 시미즈구

매매가: 350만엔
야칭: 13만엔

자세한건 전화상담
현재 성업 중

090-5495-5141

에스테
여스탭 모집

090-2642-5838

위치: 나가노켄
수입: ��~��

나이: ��세까지
뚱뚱한 아가씨

죄송합니다

스탭 구함 
가게맡아서

해보실 분을 찾습니다
직접 일 할 수 있으신 분중에
스타일 좋으신 분 환영해요

나고야에서 30분거리
매매상담도OK

080-6911-3003

위치: 시즈오카시 시미즈

수입: 60좌우

시간: 낮1시~밤12시

나이는 어려보이고

욕심 많으신 분

오래된 가게/ 서비스 일체 없음

오일 정체 
아카스리사 구함

090-1494-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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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 스탭 모집

080-6611-1008

위치: 사이타마켄 

수입: 40~50

가족같이 편하게

일 하실 분

출퇴근 가능

아르바이트가능

에스테 스탭 모집

090-3135-8869

위치: 치바켄
후나바시에서 10분
수입: 70만엔 정도

나이 42세까지
열심히 일 할수 있는 분
젊어보이고 날씬하신 분

일반 에스테 스탭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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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오일·아까스리사 모집

080-6755-0530

위치: 이바라켄/ 아라가와오끼  
수입: 30~40만좌우
서비스 일체 없음

일에 자신있고 열심히
하시는분 환영  

특히 정체 잘하시는 분 환영

출장 맛사지 에스테
아가씨 모집 

위치: 동경 킨시쵸
나이: 21~40

시간: 19시~5시
수입: 60~80
일본사람 경영

090-8700-4701

에스테 여스탭 구함
위치: 아이치켄

토요하시
나이: 40대 중반까지
수입: 80만이상
연락 바랍니다

080-6037-0999

에스테 분할매매
또는 마다카시 가능
동시 여스탭 모집

위치: 이바라키켄 카미스
나이/ 비자 상관없음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생활하기 편리함
오래계실 착한아가씨 환영

080-2378-0472

스낙크 스탭 모집
나이: 40세까지

료완비
아르바이트 가능

整体師募集
45歳まで

月40万円 以上
080-8869-7888

스나크 스탭모집

090-8737-6861

위치:나가노시・나가노역 도보 7분
시간: 8시~1시

(요일,시간 상담가능)
료 완비/ 나이제한 없음

가족처럼 일 하실 용모 단정한 분 모집
전화 많이 주세요!

에스테 스탭 모집
위치: 오사카
수입: 60~70

나이: 50세까지
날씬한 분

맛사지 가능한
덴쪼모집

080-8347-7179

급급급 아카스리
맛사지 스탭모집

080-3546-4246

위치: 동경도
다케노츠카

서비스 일체 없음
교포전용

열심히 일하실 분 환영

스낙크 여스탭 모집
위치: 고탄다

가족같은 분위기로
오래 일할 수 있는 분

교포환영
나이: ��세 까지
국적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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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 스탭 모집
위치: 시즈오카켄

누마즈
나이: 40세까지

(교포환영)
수입 70보장

뚱뚱하신분 죄송합니다

080-4195-9259

정체원 맛사지사 구함
얼굴 골기경험자/ 시간 조정가능 

주 3-4일 알바가능/ 월 수입 40만 이상
정체 다이어트/ 오일

아까쓰리/ 아루마린파/ 가능한 분
카마타 역에서 1분 거리

한국식 정체원

080-5051-4324

에스테
스탭 모집
위치: 사이타마

카와구치 근처

날씬하고 어려보이면 OK

★알바환영 ★수입보장

080-6539-5599

에스테 여스탭 모집
위치: 도쿄 카마타

수입: 50~60
어려보이는 분 환영
주 2, 3일 알바가능

시간: 2시~2시

080-2020-0085

에스테 일하실 분 구함
위치: 나리타

케이세이역에서
10분거리

수입: 60-70(보장)
나이: 40대까지

예쁘고 날씬한 아가씨
전화주세용

080-2135-8330

에스테 스탭 모집

090-5595-0694

위치: 이바라기켄
수입: 60~ 70만엔
나이: 53세 까지

영업시간: 6시~3시

맛사지 스탭 모집
위치: 이바라기켄

수입: 30정도
맛사지

잘 하시는 분 환영

080-2553-3827

일반 맛사지
스탭구함

오일/ 지압/ 아카스리
위치: 미야기켄
우케츠케 보며

일하실 분

080-1698-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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