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의 장점을 알아보는 심리테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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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실제로 보았을 때 가장 감동적이며 마음을 울리는 건 어
떤 장면인가요?Q8

심리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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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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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빠르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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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센타 
배합

피부 정돈 성분!

2종 

●흡수가 느린 상태 ●흡수가 빠른 상태

젤이 미스트 상태로 변하여 피부 밀착력은

더욱 높아지고 미용성분이 잘 흡수됩니다.

촉촉한 상태의 젤 타입인 미스트.

▶
※이미지 ※이미지

미스트 타입

피부조직피부조직

젤 타입

<에뜨벨라> CL 젤 콜라겐 미스트 제품번호

제품번호

<에뜨벨라> CL 젤 콜라겐 미스트

<에뜨벨라> CL 젤 프라센타 미스트<에뜨벨라> CL 젤 프라센타 미스트

35
배합

%

￥￥ 세금
별도

주문전화 0120-9999-19 03-5812-8989무
료

유
료0120-9999-19 03-5812-8989

프라센타젤프라센타젤탄생탄생탄생

%35
배합

PLACEN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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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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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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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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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을 트레이닝화일상 생활을 트레이닝화

보디 리파인

5,720￥5,720￥
세금 별도

셀프 케어 시리즈

상품명: 보디 리파인 180정

주문전화 0120-9999-19 03-5812-8989무
료

유
료0120-9999-19 03-5812-8989

HMB
칼슘

<1,500mg>

다이어트
서포트�성분

<11종류>

프로테어
글리칸

<미용�성분>

다이어트 중에도 피부는 가꿔야 한다!

11종류의 다이어트 서포트 성분 배합

1일 당 6정 ※용량: 55g(310mgX180정)

B30867상품번호

크리아틴 호루스코리

코엔자임Q10

난소화성 덱스트린

후추추출물

L-시트룰린

L-오르니린

a리포산 블랙진저

통갓알리

L-카르니틴

주문전화 0120-9999-19 03-5812-8989무
료

유
료0120-9999-19 03-5812-8989

흡수효과

에이징 케어 효과

필링 효과

플라즈마 청정

플라즈마가 피부의 흡수력을 높히고 
미용성분을 피부 깊숙한 곳까지 전해줍니다. 
또한, 이온을 투입, 일렉트로포레이션을 넘은 
고침투력으로 매끈한 피부를 만듭니다.

플라즈마의 효과와 자극에 의해서 피부의 
생기와 탄력을 향상시킵니다. 젊음이 넘치는 
듯한 생기와 윤기가 넘치는 피부로 케어 
해드립니다. 

플라즈마 이온에 의한 효과로 피부결이 
정돈되며, 얼룩졌던 피부색 또한 정돈됩니다. 

플라즈마가 세균분자구조를 분해함으로써
강력한 청정력을 발휘합니다.

■사이즈：가로50×세로50×높이170mm
■중량：약200g  ■정격전압：AC100-240V 50/60Hz 
■충전시간 : 약90분 ■사용시간 : 60분
■원산지 : 한국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케어를

해보아도
거친 피부결이

나아지지
않는 분 미용피부과를

정기적으로
다니고 계신 분

피부 늘어짐
주름, 모공 등

실제 나이보다
더 나이들어
보이는 분

피부에
투명감이 없고

쇠퇴함을
실감 하는 분

프라즈마쿠루프라즈마쿠루 プラズマクルプラズマクル프라즈마쿠루 プラズマクル

54,000
\54,000
\ (소비세 별도)

B30863

상품명: 프라즈마쿠루

3가지 모드로
집중 케어!!

3가지 모드로
집중 케어!!

정돈 모드

흡수 모드 청정 모드

&&에이징
케어

피부정돈
케어

상단부 사진상단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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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을 트레이닝화일상 생활을 트레이닝화

보디 리파인

5,720￥5,720￥
세금 별도

셀프 케어 시리즈

상품명: 보디 리파인 180정

주문전화 0120-9999-19 03-5812-8989무
료

유
료0120-9999-19 03-5812-8989

HMB
칼슘

<1,500mg>

다이어트
서포트�성분

<11종류>

프로테어
글리칸

<미용�성분>

다이어트 중에도 피부는 가꿔야 한다!

11종류의 다이어트 서포트 성분 배합

1일 당 6정 ※용량: 55g(310mgX180정)

B30867상품번호

크리아틴 호루스코리

코엔자임Q10

난소화성 덱스트린

후추추출물

L-시트룰린

L-오르니린

a리포산 블랙진저

통갓알리

L-카르니틴

주문전화 0120-9999-19 03-5812-8989무
료

유
료0120-9999-19 03-5812-8989

흡수효과

에이징 케어 효과

필링 효과

플라즈마 청정

플라즈마가 피부의 흡수력을 높히고 
미용성분을 피부 깊숙한 곳까지 전해줍니다. 
또한, 이온을 투입, 일렉트로포레이션을 넘은 
고침투력으로 매끈한 피부를 만듭니다.

플라즈마의 효과와 자극에 의해서 피부의 
생기와 탄력을 향상시킵니다. 젊음이 넘치는 
듯한 생기와 윤기가 넘치는 피부로 케어 
해드립니다. 

플라즈마 이온에 의한 효과로 피부결이 
정돈되며, 얼룩졌던 피부색 또한 정돈됩니다. 

플라즈마가 세균분자구조를 분해함으로써
강력한 청정력을 발휘합니다.

■사이즈：가로50×세로50×높이170mm
■중량：약200g  ■정격전압：AC100-240V 50/60Hz 
■충전시간 : 약90분 ■사용시간 : 60분
■원산지 : 한국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케어를

해보아도
거친 피부결이

나아지지
않는 분 미용피부과를

정기적으로
다니고 계신 분

피부 늘어짐
주름, 모공 등

실제 나이보다
더 나이들어
보이는 분

피부에
투명감이 없고

쇠퇴함을
실감 하는 분

프라즈마쿠루프라즈마쿠루 プラズマクルプラズマクル프라즈마쿠루 プラズマクル

54,000
\54,000
\ (소비세 별도)

B30863

상품명: 프라즈마쿠루

3가지 모드로
집중 케어!!

3가지 모드로
집중 케어!!

정돈 모드

흡수 모드 청정 모드

&&에이징
케어

피부정돈
케어

상단부 사진상단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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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통으로 
제일 간단하게
100% OK!

전화 한통으로 
제일 간단하게
100% OK!

전화 한통으로 
제일 간단하게
100% OK!

080-4152-1117
★금융채권등록 제1010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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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통으로 
제일 간단하게
100% OK!

전화 한통으로 
제일 간단하게
100% OK!

전화 한통으로 
제일 간단하게
100% OK!

080-4152-1117
★금융채권등록 제101056호★

월간비지  | 93



출장 스탭 모집

080-6884-0479

나이: 어려보이면 나이불문

(동안인 분들 대환영)/ 수입: 100~ 300

시즈오카에서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손님이 많은 가게

초보자, 아르바이트 대환영

인터넷 완비/ 운전사 있음/ 야스미 자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미세입니다

나이: 어려보이면 나이불문

(동안인 분들 대환영)/ 수입: 100~ 300

시즈오카에서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손님이 많은 가게

초보자, 아르바이트 대환영

인터넷 완비/ 운전사 있음/ 야스미 자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미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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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보톡스

처진 얼굴, 넓은 턱, 처진 입술, 목주름
손 주름, 팔자 주름, 고양이 주름, 눈밑 주름

금실효과 10년~15년 유지금실효과 10년~15년 유지

금실 매선금실 매선금실 매선 주름을 펴�드립니다주름을 펴�드립니다
등�여러가지  방법으로등�여러가지  방법으로

호르몬 분비 촉진· 임파액 순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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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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 스탭 모집

090-4248-0837

나이: 20-45세까지/ 수입: 80~120이상
・요일 알바가능・초보자 가능・위치: 오카치마치・카마타

단골손님 많음/ 수입되는 가게

店 長 募 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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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6109-1225카톡ID: lkm403

날씬하고 어려보이는 여성분
덴쪼 이모  모집/ 교포환영/ 관광비자OK

인터넷 한국TV 시청가능 

♥위치: 아이치켄 오카자키 ♥나이: 만40세까지 ♥수입: 100보장가능(면접 후)

스타일 좋으신 분들 환영/ 한국TV, 인터넷 사용 가능/ 덴쪼 모집

스탭에게 최선을 다하는 가게입니다

미모에 자신있는 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96 | 광고문의 T. 03-6273-9900



에스테 여스탭 모집
위치: 토치기 (온천지대)

시간: 3시~ 12시
수입: 60~ 80만엔

날씬하고 어려보이면 OK
초보자 • 교포환영

090-5351-4366

스탭 모집
위치: 토치기켄 우쯔노미야시

영업시간: 13:00~24:00

30~40대 맛사지

잘하는 호리호리한 분

열심히 일하면 수입은 맞혀드립니다

서비스 일체없는 

오일 맛사지 가게입니다

가게서 일할 때 마스크 제공합니다

080-5531-0607

맛사지가게 매매
시즈오카켄 후지역 3분

매매가: 180만
야칭: 17만(관리비포함)

맛사지룸2/ 아카스리실1/ 대기실1
주방/ 스미꼬미큰방1

단골 보유/ 현재 성업 중
깨끗하고 조용함 2층

마다카시 가능/ 동시스탭모집

080-6927-2738

������

�������������

위치: 사이타마켄
오오미야역20분
보증금: 132만엔

방1/ 아카스리목욕탕2
마사지실4

손님대기실1/ 주방
스탭모집

03-6273-9900
080-3699-2191

일반 마사지가게 매매
위치: 치바켄 치바역 2분

매매가: 110만엔/ 야찡: 8만8천엔 

본인이 직접 일하실 분

방1/ 침대2

아주아주 아담하고 깨끗한 가게

손님걱정 없음 아주많음

개인사정으로 아쉽지만 내놓습니다

080-1343-8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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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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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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여스탭�모집
위치: 아이치켄/ 나이: 20대~40대

수입: 90~130이상
어려보이면 OK/ 알바�환영/교포�환영

초보자�대�환영/ 맛사지�가르쳐�드립니다
각�방�넓고�깨끗한�고급�에스테

마음�편히�전화주세요

070-4106-7070

에스테 스탭 모집

090-2938-0174 080-5786-5768

위치: 나고야에서30분
시간: 2시~2시
수입: 80~130만엔
나이: 45세까지/ 덴쪼 모집

♥

아카스리/ 오일림파/ 아카스리
위치: 도쿄�오오츠카역

오전10 시~오후10 시까지
오후9시~오전9시�까지

야근반 70% 지급 /료�무료
50대�후반까지/ 시간조정가능

080-2349-4321

에스테 스탭 모집
★수입: 60-70★교포 환영★

★위치: 치바 카츠타다이★
 ★同时也招蒙古女孩★

★날씬한 분 환영합니다★
���-����-����

에스테 스탭 모집

090-3855-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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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지정일: 일요일 (가게가 휴식)
새로 오픈한 가게

★뚱뚱한 분 사절★

위치: 사이타마켄 가스가베역 앞
3~4일도 가능

수입: 40~50/ 밥해줌

070-6457-3584

맛사지사 급구

스낙크 서울 스탭모집
위치: 군마켄 누마다

��대 중반까지
초보자 환영/ 오픈 미세
080-1692-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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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销售浴裙销售浴裙

https://blog.naver.com/cutyhaejin1https://blog.naver.com/cutyhaejin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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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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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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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 스탭 모집
위치:도치기켄

나이: 25~45/ 수입: 60~100

능력에 따라 더 이상도 가능

아카스리/ 오일 맛사지 

잘 하시는 분 연락 주세요

080-5682-4695

위치: 시즈오카시 시미즈구

수입:50~60/시간:1시~12시

나이:40초반 까지

(전화상담/보장도 가능)

침실은 따로 있고

서비스 일체 없음

오일 정체 
아카스리사 구함

090-1494-3787

에스테 스탭 모집에스테 스탭 모집
위치: 동경 오오타쿠 카마타

시간: 8시~3시/ 수입: 70~90

2시~3시까지

일 하실 분도 구함

아르바이트 가능

출퇴근 가능/ 매매도함: 300만엔

위치: 동경 오오타쿠 카마타

시간: 8시~3시/ 수입: 70~90

2시~3시까지

일 하실 분도 구함

아르바이트 가능

출퇴근 가능/ 매매도함: 300만엔

080-5436-8586080-5436-8586

스낙크, 整体
스탭모집
후쿠시마켄 

가게두곳 
20세~45세까지
 맛사지, 스타일 

자신 있으신 분 환영
080-8869-7888

에스테 매매
위치: 도쿄 카마타

매매가: 200만엔

야칭: 17만엔

아카스리1/ 방4/ 대기실

동시 스탭 모집/ 알바도 구함

080-2020-0085

일반마사지매매

090-5595-0694

위치: 치바켄
2층가게 3층살림가능

야찡: 7만엔/ 권리금: 140만엔
침대3/ 아카스리1

코스 큼, 계약조건 간단함
꼭 사실 분 전화요망

일반 에스테 급매매
위치: 도쿄 오카치마치 역에서1분

매매가: 200만엔/ 야찡: 11만엔
아담하고 깨끗한 가게
주방/ 방2/ 아카스리실
손님대기실 /스탭대기실

동시 스탭모집
현성업중 10년이상된 가게

070-7477-6570

일반 에스테 매매
위치: 나고야

1층가게 큰길옆 전기간판보고
손님이 많이 오심

매매가: 300만엔/ 야칭: 11만엔
아카스리1/ 큰 휴게실
시설완비/방2/대기실
인테리어가 잘되어있음 

동시 스탭모집합니다

090-5333-0815

일반 에스테 매매
위치: 사야마시

이케부쿠로에서 40분 거리
매매가: 130만 (절충가능)

야칭: 7만/ 배드3개
아카스리 배드1개

080-9678-3456

일반 맛사지 매매
위치:치바켄

매매가:180만엔
야찡:22만엔

아카스리실/ 방4
대기실2/ 휴게실2

깨끗하고 오래된가게

080-5013-4916

에스테 매매
(스탭모집)

나고야에서 40분 거리
가게 싸게 운영해 보실 분

침대4, 아카스리실
샤워실별도, 손님대기실

카운타, 주차장 살림방넓음

080-6911-3003

일반 맛사지점 매매
위치: 사이타마
신린코엔역앞

매매가: 100만엔 절충가능
야칭: 6만엔

배드2개/ 아카스리1
깨끗한 미세

080-8857-5112

일반�에스테�매매
개인사정으로(급)

싸게�운영해�보실�분
이케부쿠로에서

전철 10분�역에서 3분
침대4/ 大아카스리 1, 2층

깨끗하고�시설�완비
자세한�내용은

전화�부탁합니다
090-3855-8919

에스테 스탭 모집
위치: 오사카
수입: 60~70

나이: 50세까지

날씬한 분・덴쪼구함

080-8347-7179

에스테 매매
위치: 토치기켄

매매가: 120만엔

야칭: 7만엔/ 주차장있음
스탭모집/ 나이상관없음

080-8740-8723

일반 맛사지 매매
위치: 이바라켄
매매가: 70만엔
야칭: 93000엔

룸3/ 아카스리1/ 주차장

080-2252-0555
오후12시 이후 전화주세요

출장 스탭 모집

080-8857-5112

위치: 우에노 근방/ 나이: 55세 까지

스타일 좋은 분 환영

담배 안피우는 분 환영

출장 맛사지 에스테 위치: 동경 킨시쵸

스낙크 위치: 동경 코이와

두곳 동시 모집
나이: 21~50/ 시간: 19시~5시
수입: 60~80/ 일본사람 경영

090-8700-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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