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2

심리테스트

동물원에 간 당신! 어떤 동물이 가장 먼저 보고 싶은가요?

▶당신이 연애 스타일을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입니다.

1) 사람들과의 교류와 친목을 좋아하는 당신! 낯선 사람이나 처음 보는 사람에게 큰 경계심이 없
고, 사람들을 사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편이네요. 연애 스타일에도 이런 
성향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자유로운 연애를 즐기며 연애와 친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네요. 둥글둥
글한 성격덕분에 연인과 싸우지 않고 잘 만나며 친구 같은 연인 사이를 유지하네요. 하지만 헤어진 
후 쉽사리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편이니 홧김에 전 연인에게 연락하여 실수하지 않게 주의하세요.

2) 생각이 너무 많은 당신! 많은 생각이 오히려 연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스타일이에요. 사
소한 서운한 점을 말하는것은 오히려 독이라 생각해 혼자 담아두는 편. 이렇게 문제를 혼자 해결
하려고 하면 추후에 더 큰 문제를 몰고 올 수 있어요. 참아왔던 것들이 한번에 터지면 돌이킬 수 없
으니,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해결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세요.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더 원만한 연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3) 당신은 사귀기 시작하면 연인에게 올인하는 편! 때문에 연애가 시작되면 친구들이랑 연락에 소
원한 경우가 많네요.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익숙해 많은 사랑을 주고, 상대방도 그걸 온전히 느끼
며 감사해해요. 하지만 금전적으로나 심신적으로나 너무 연인에게 주게 되면 결국에는 스스로 피
곤해지니 주의해야 해요. 이렇게 모든걸 바쳐 연애하는 경우, 헤어진 후에도 미련이 없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고 친구로서 쿨하게 지내기도 하네요.

4)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스타일! 한번 시작하면 한 사람만 보
는 일편단심 사랑꾼이며, 배려심 깊고 상대방의 입장도 다 이해해주는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연인
을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당신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편이에
요. 또한 상대방의 상황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기를 바라죠. 하지만 당신의 사랑과 관심이 상대방
에게는 집착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① 모르는 번호면 어때? 일단 받는다

③ 강제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른다

② 진동이 끝날 때까지 받지 않는다

④ 전화가 끊긴 후 누구세요? 라고 문자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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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생각하는 인생 최고의 가치를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입니다.

1) 언제나 활발하고 유쾌한 에너지가 넘치는 당신은 인간관계에서 친밀함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
시는군요! 당신이 연애를 한다면 '사랑만 있으면 그 무엇도 필요치 않아.'라고 생각하는 최고의 로
맨티시스트 타입. 연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그 밖의 주의 사람들 등... 당신을 둘러싼 사람들
과의 관계 속에서도 친밀함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당신이 아끼고 자
신의 사람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보여준 사소한 반응에 대해서 크게 상심하고 아쉬움을 느끼는 경
우가 생기기도 하니 주의하세요.

2) 당신은 진실됨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스타일입니다. 거짓과 위선은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당
신! 아무리 자신이 피해를 입고 힘든 상황에 처해진다 해도, 그것이 진실과 정의를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정의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타입입니다.  연애를 할 때는 호기심과 상대방
에 대한 의심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물론 정의와 진실이 좋기는 하지만 적당
히, 유연하게 문제를 헤쳐나가는 법도 중요시 생각해주세요.

3) 당신은 스스로 마음 한구석에 고독이란 방을 만들어 놓으셨군요.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굉장
히 중요시하는 스타일입니다. 얇고 넓은 인간관계나,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정신 사나운 장소는 좋
아하지 않는 당신, 번거롭고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
니다. 여유롭고 소소한 시간과 인생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당신.
연애는 귀찮아, 왜 애인이 필요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당신을 잘 알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사람을 만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 행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당신, 온화한 성격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누구와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합니다. 다소 언짢은 일이 있어도 항상 얼굴에 미소를 유지하는 당신, 또한 배려
심이 깊고 관대한 성격으로 다른 사람들의 고민과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는 합니다. 
당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늘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당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발맞춰 목표를 향해 나아가네요. 하지만 때로는 늘 웃음이 많고 밝은 당신을 이용
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종종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Q3 시한부 판정을 받은 당신 앞에 천사가 나타나 수명을 7일 늘려준다고 하
면 당신의 반응은?

심리테스트

① 살려주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③ 고작 7일 동안 뭘 할 수 있겠어

② 어차피 죽을 운명...살아났어도 절망적이네요

④ 남은 일주일이라도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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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심리테스트

하늘을 올려다 본 당신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가진 가장 큰 본능을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입니다.

1) 「리더십」
이 좋은 것을 왜 아직까지 숨기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카리스마와 부드러움을 겸비한 리더십을 가
지고 있습니다. '나라면 이렇게 했을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지금은 앞장서기 보다
는 뒤에서 조용히 사태를 파악하고 있네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인가요? 

2) 「개그본능」
이 재미있고 유쾌한 것을 어떻게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배꼽을 빠지게 할 
정도의 개그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의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 번도 웃지 않은 경험
이 많으시죠? 이게 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개그본능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본인 스스
로가 제일 웃기지만, 분위기상 스스로 억제하고 있네요. 

3) 「터프함」
이 박력있는 것을 어떻게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거칠지만 끈기 있는 터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성미 넘치는 터프함을 발휘하고 싶은 때가 한, 두 번이 아니군요. 배려심이 
많아 당신의 터프함을 보여주기 보다는 부드러운 모습으로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4) 「진지함」
이 좋은 것을 왜 아직까지 숨기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는 진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의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 번도 웃지 않은 경험이 많으시죠? 이게 다 당신
이 가지고 있는 진지함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으로부터 진지충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 숨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사려깊으며 논리적인 생각을 매우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① 새 ②태양 ③ 달 ④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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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에 전화번호 등록을 원하시는 업체는 03-6273-9900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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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자마트

03-5808-1771

다양한 사이즈의 간판 및 메뉴판
라이타, 찌라시 제작!

•리드재팬

029-304-6633
090-6566-0125 (한국어)

25년전통, 업계신뢰도 NO.1
중고차 매매센터

•주식회사 마하로

0550-70-5577 / 090-3085-3883

시즈오카 골프장 예약 및 숙박!
여행자 게스트하우스 운영!

•뉴스토리

03-6302-1640
명품 고가 매입 및 최저가 판매!

•KM GLOBAL

03-3204-2923 / 090-1040-4010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결혼상담!
비밀보장

•다모아 결혼 상담소

03-6871-9212

한국 & 전세계 할인항공권을!
추천할인 상품 갱신 중

•저스트 여행사

03-5838-1212 / 090-6486-3325

손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용제일주의! 국제, 국내 이사

•에이스 글로벌 익스프레스

06-6775-9191 / 090-5460-8893
인터넷 + 전기 + 가스 동시 신청 가능

•주식회사 허브넷

03-3368-8571

초고속 인터넷 신청접수 및 
무선인터넷 렌탈

•한솔 텔레콤

03-6868-5757 / 080-7009-9311

와이파이・유심・휴대폰 렌탈전문점
070 인터넷 전화

•에이스 종합통신

이사・인터넷

4

0120-820-104

김장김치처럼 신선한 맛을
자랑하는 옥김치

•순농원 옥 김치

06-6244-3800•장터 오사카점
03-3232-9330•장터 신오오쿠보점

식품

5

03-5812-6575

비자 고민! 세무 상담! 번역!
재일 한국인의 든든한 벗

•바로바로 시스템

03-6384-2755 / 090-7801-8044

비자 불허가 후의 재신청, 전문분석과
대응!

•후타바 컨설팅 사무소

비자・법률 (행정서사)

여행사 9

090-8947-3998

아무것도 묻지않고 귀신같은 점사로 한국
에서도 이름난 대명신당

•천신대명신당

종교・무속인

10

090-4240-7663

손세정기 및 아이디어 상품
다이아몬드 페인팅

•비즈카페

06-6775-9191
코로나 예방 손 소독용 알콜

•허브넷

쇼핑

인테리어

기타

비지에 전화번호 등록을 원하시는 업체는 03-6273-9900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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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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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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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도쿄 코이와
일급: 18000엔 이상/ 시급: 4000엔 이상

참신한 용모 20세 ~ 35세/ 면접 후 시간 페이 조절가능
숙소인터넷/ 오쿠리 차량완비

예약손님 없어도 출근가능
크라브 유경험자 · 무경험자도 환영

코로나 지장없이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영업하고 있음

카카오톡 ID: youngks0908
문의는 오전 11시이후로 부탁드립니다!

고급 크라브 여스탭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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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스탭 모집
나이: 스타일 좋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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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 좋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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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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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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도쿄부근
스타일 좋고 욕심 많으신 분

전화 많이 주세요
숙소 완비/ 깨끗한 1인1실

위치: 도쿄부근
스타일 좋고 욕심 많으신 분

전화 많이 주세요
숙소 완비/ 깨끗한 1인1실

運転手募集

위치: 동경 코이와/ 시급: 1500엔~
시간: 오후8시~오전5시까지
원하는 날짜 ・ 시간 근무 가능

월급은 전액 당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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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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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호 광고
01월        일까지 입니다15

접수와 입급은

※15일 3시 이후에는 접수,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에스테�여스탭�모집에스테�여스탭�모집

070-4106-7070070-4106-7070

위치: 아이치켄/ 나이: 20대~40대
수입: 90~140이상/ 스타일�좋으면 OK
알바�환영/ 교포�환영/ 초보자�대�환영

맛사지�가르쳐�드립니다/ 각�방�넓고�깨끗한�고급�에스테
마음�편히�전화주세요/ 진짜�바쁜�가게

출장 스탭 모집
위치: 효고켄/ 수입: 150만엔~200만엔

나이: 20세~43세 까지/ 시간: 11시~4시

1인 1실 료 있음/ 일인 일실

큰 코스 많음/ ☆교포 대환영/ 運転手 募集 
080-4516-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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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여스탭 모집

080-5983-8800

출장 여스탭 모집

080-5983-8800

♥ 운전사 숙소 별도 
♥ 사무실 별도・ 가족적인 분위기
♥ 손님들 순하고 큰 코스 잘나옴

♥ 코로나 확진자 없는 안전한 지역
♥ 나이: 20세-40세
♥ 40세 이상도 어려보이면 OK
♥ 수입:100만엔 이상
♥ 깨끗한 1인 1실
♥ 료, 와이파이, 인터넷 완비
♥ 운전사 숙소 별도 
♥ 사무실 별도・ 가족적인 분위기
♥ 손님들 순하고 큰 코스 잘나옴

♥ 코로나 확진자 없는 안전한 지역
♥ 나이: 20세-40세
♥ 40세 이상도 어려보이면 OK
♥ 수입:100만엔 이상
♥ 깨끗한 1인 1실
♥ 료, 와이파이, 인터넷 완비

에스테 스탭 모집
●위치: 나고야
●수입: 100이상 
●나이: 20~ 40까지

090-6109-1225
카톡ID: lkm403

날씬하고
스타일 좋은 여성분 

교포환영
관광비자OK 

인터넷 한국TV 시청가능

10년된 가게로 안전한 가게입니다!

면접 후 보장♥나이: 40세까지

스타일 좋고 날씬하면 OK

위치: 도치기켄♥수입: 90-150만엔

뚱뚱하신 분 죄송합니다♥일 방 자는 방 따로

자는 방 1인 1실♥빠칭코 ・ 오사케사절

야스미 정해놓고 야스미 가능함

아르바이트 구함♥교포언니분만 전화주세요

세금내고 하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 할 수 있는 가게입니다

목욕탕에서 아카스리 경험있으신 분

맛사지 전문점에서 일하셨던 분

초보자분도 전화주세요 오후2시~ 새벽2시까지

교포환영♥데리바리 스탭도 구합니다

10년된 가게로 안전한 가게입니다!

면접 후 보장♥나이: 45세까지

스타일 좋고 날씬하면 OK

위치: 도치기켄♥수입: 90-150만엔

뚱뚱하신 분 죄송합니다♥일 방 자는 방 따로

자는 방 1인 1실♥빠칭코 ・ 오사케사절

야스미 정해놓고 야스미 가능함

아르바이트 구함♥교포언니분만 전화주세요

세금내고 하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 할 수 있는 가게입니다

목욕탕에서 아카스리 경험있으신 분

맛사지 전문점에서 일하셨던 분

초보자분도 전화주세요 오후2시~ 새벽2시까지

교포환영♥데리바리 스탭도 구합니다

급한 돈 무보증으로
빌려드립니다

090-8890-6691090-8890-6691

다른곳보다 저렴하게

힘들어 하지말고 전화주세요

대출금액: 5 万 ~300 万엔

즉시대출・비밀보장

전화1통으로 OK(출장가능)

다른곳보다 저렴하게

힘들어 하지말고 전화주세요

대출금액: 5 万 ~300 万엔

즉시대출・비밀보장

전화1통으로 OK(출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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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통역 가능자 (영어,일어,한국어, 중국어)

카운셀러 및 사무 가능자

사이타마켄 사야마시
에스테 정체 맛사지 하실분 모집

1. 국제결혼 카운셀러 모집

2. 에스테 스탭모집

3. 결혼 상담

1. 국제결혼 카운셀러 모집

2. 에스테 스탭모집

3. 결혼 상담
초혼 및 재혼 하실 분 회원모집

090-6303-8935090-6303-8935
090-8176-5991
라인 miran135

출장 스태프 모집출장 스태프 모집
위치: 치바시 사카에쵸(栄町)
수입: 100万円~/ 나이: 20대~40대
열심히 하면 그 이상도 가능
스타일 좋으면 괜찮습니다
비자 필수/ 편하게 전화주세요
슬슬바빠지니 빨리오셔서 같이 일 합시다 (2명 선착순)

위치: 치바시 사카에쵸(栄町)
수입: 100万円~/ 나이: 20대~40대
열심히 하면 그 이상도 가능
스타일 좋으면 괜찮습니다
비자 필수/ 편하게 전화주세요
슬슬바빠지니 빨리오셔서 같이 일 합시다 (2명 선착순)
090-8176-5991
라인 miran135

에스테 스탭 모집
위치: 나고야에서 40분거리
시간: 2시~2시/ 가게두개 있음

수입: 80~130만엔
나이: 45세까지

090-2938-0174 080-5786-5768♥

아줌마�부동산�소개
야끼니꾸 / 이자카야 / 에스테

정체맛사지 (각종공장) 파실�분
좋은�가격에�소개�해�드립니다

일자리�소개도 OK, 주방장, 찬모�보조, 건설현장
아카스리(초보가능), 각종공장

점포임대 ・ 매매도�상담환영
카카오톡: seong94441

090-8890-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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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탭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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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926-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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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탭 모집
위치:도치기켄

나이: 30~40/ 수입: 80~90
나이 있어도 날씬하면 OK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마음편하게 지내실 분
인터넷완비/ 식비없음/ 전화부탁 해용

090-8890-6691

에스테 스탭모집
위치: 카나가와켄

시간: 1시~2시/ 나이: 50세까지

수입: 60~70이상 보장

090-9240-5288

에스테 스탭모집
�������������

��������
	���
�������������� ��
080-2672-4356(토요타시)
090-6659-2392(가와구찌)

일반�맛사지�스탭�모집

080-3617-6467

기후시�나고야역에서 30분�거리
나이: 40대�후반까지/ 수입: 40만엔�부터

영업시간: 12시~24까지
보장가능/ 교포환영

주3,4일�아르바이트�가능

아카스리・아로마
맛사지사 구함

위치: 후쿠시마 미나미소우마시
수입: 50~70

비자있는 분/ 숙소 완비

080-6649-8111

위치:이바라키켄
기본급 있음

080-2378-6888

데이트 스나크 스탭 모집 스낙크 스탭모집
위치: 토쿄 니시아라이/ 나이: 45세미만

시간: 7시30~12시30분

일급: 12,000엔부터(시급/ 일급조정가능)

오쿠리차량운행/ 숙소완비

070-2825-1998

20대에서 60대까지

수입: 30~50/ 오일, 정체하실 수 있는 분 

위치는 신오오쿠보역에서 1분/ 아르바이트도 가능

가족처럼 일 하실 분/ 식사해결 됩니다

여성 스탭 모집합니다

090-2568-0707

오일맛사지 코스 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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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销售浴裙销售浴裙

https://blog.naver.com/cutyhaejin1https://blog.naver.com/cutyhaej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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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시즈오카켄 미시마
야칭: 26만엔/ 마다카시도 가능

동시 에스테 스탭 모집/ 나이: 45세까지
수입: 50-60만엔/ 착하고 일 잘 하시는 분

080-5676-1622

일반 맛사지 가게매매에스테 매매
위치: 이바라키켄 카미스시

매매가: 140만엔/ 야칭:66,000엔

방3개/ 아카스리1/ 주방/ 대기실

단골손님 많음/ 2월말 한국귀국으로 급매

070-2633-5990

에스테�급�매매
위치: 동경에서�시간

매매가: ���만엔/ 야칭: ������엔
시설완비/ 현재�성업중/ 마다카시�가능

장사하기�편한�곳/ 지금이�찬스!
동시�스탭모집/ ��세까지/ 면접�후�보장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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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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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스낙크 정체 가게매매
코로나없는 노미야골목

스낙크: 90만엔/ 정체: 100만엔
아카스리 있음/ 에스테 가능 

스낙크+에스테 함께 하면 손님 많음/ 절충가능

080-8869-7888

에스테 매매
위치: 나가노켄 우에다시

야칭: 7만엔/ (전기세 물세포함)

방3/ 창고/ 대기실/ 아카스리실/ 주방/ 쉬는방

25년된 오래된가게/ 손님걱정 없음

080-1858-5170

에스테 매매
도쿄 千代田線 亀有駅 1분
매매가: 230만/ 야칭16만

(마다카시도 가능)
45세까지/ 날씬한 분/ 알바도 모집
070-4033-1001

에스테 매매
위치: 기후켄 모토스시

매매가: 180만엔/ 야찡: 8만2000엔
주차장넓음/ 오래된 가게

단골손님 많은가게/ 새로수리한 이쁜가게
꼭 필요한 분만 연락주세요

080-6128-8177

에스테 스탭 모집

080-4923-7798

위치: 이바라기켄 
수입: ��~��/ 나이: ��세까지

뚱뚱하고 배나오신 분 미안합니다
��년넘은 가게로 경찰문제 전혀없음 

위치: 치바켄/ 나이: 스타일�좋으면 OK
일은�일반�올바디�반반

열심히�일�하면서�맘�편하게 
같이�계실�분�연락주세요

에스테�스탭�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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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 스탭모집
위치: 닛뽀리역 1분

착하고 성실한 분

교포 환영

수입: 60~70좌우

시간: 11시부터

080-5031-4135
03-6806-7117

에스테 스탭 모집

080-1695-7203

위치: 도치키켄
나이: 50세까지

날씬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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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아르바이트 OK

수입: 70~90만엔 이상
동경 나고야 2곳

090-6618-7879

에스테 스탭모집
위치: 도치기켄 아시카가시

수입: 70정도
시간: 오후2시~오전2시
성실하고 애교있으신 분
일 할 수 있는 덴쪼 모집

야스미 가능

090-8749-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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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0-5407-4478

에스테 매매
위치: 도치기켄

매매가: 180만엔

야칭: 10만엔

방3/ 대기실/ 주차장

아카스리2/ 화장실2

0287-47-4209

에스테�매매

���-����-����

위치: 세이부�이케부쿠로센
역에서 �분

매매가: ���만엔
야찡: ��만엔

방�/ 아카스리�/대기실/ 주방
동시�스탭�모집

스낙크 정체 스탭모집
코로나 안전한 내집같은 깨끗한가게

スナック두곳: 40세 까지
주숙가능/ 료 무료
整体두곳: 50세 까지

코스크고 가격 높아 수입됨
서비스 일체 없음

스낙크/ 정체 함께 일하실 분 대환영
스낙크 정체 매매도 함/ 에스테 변경가능

080-8869-7888

위치: 사이타마켄
역근처

키타센쥬에서 30분
수입: 40~50만
3~4일도 가능

070-6457-3584

맛사지사 구함맛사지 아카스리 직원구함
야마가타켄 시골 사우나

나이: 65세까지
수입: 25만엔 정도
착하고 조용한 분

전화주세요/ 교포 대 환영

090-5594-3277

에스테 스탭모집
위치: 도요하시
수입: 60~70

나이: 50세까지
알바도 가능

080-5779-2522

080-4669-0678

에스테 여스탭 급 모집
위치: 동경JR

케이힌 토우호쿠센
스타일 좋으면 OK
나이: 20세~48세

수입: 50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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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0-4879-2680

위치: 도쿄도

가베시역에서 2분정도

가족과같이

일하실 분 교포환영

나이는 30에서 50초반까지입니다

예쁜언니들

전화많이주세요

에스테 스탭 모집
위치:도치기켄

수입:70 이상

나이:30~50세 까지

맛사지 잘하시는 분

뚱뚱한 분 사절

080-3557-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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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 맛사지 에스테
스낙크

위치: 동경 킨시쵸/ 아키하바라

두곳 동시 모집
나이: 21~50/ 시간: 19시~5시

수입: 60~80
일본사람 경영

03-3804-2260

에스테 스탭 모집
위치: 오사카
수입: 60~70

나이: 50세까지
날씬한 분・덴쪼구함
맛사지 가능한 분 만

연락주세요

080-8347-7179

에스테 스탭모집

090-9983-6792

위치: 오사카

수입: 60~70

나이: 50세까지

알바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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