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리테스트

▶당신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신이 취하는 태도를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입니다.

당신에겐 세살 정도의 아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아이와 정원에당신에겐 세살 정도의 아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아이와 정원에
서 놀고 있었는데, 밖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가 들렸서 놀고 있었는데, 밖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가 들렸
습니다. 이때, 싸우는 소리를 듣게 된 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습니다. 이때, 싸우는 소리를 듣게 된 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
니까?니까?

Q2

②

① 아무런 변화없이 놀았다.

② 울기 시작했다.

③ 싸움을 보러갔다.

④ 집으로 들어갔다.

심리테스트

1. 아무런 변화없이 놀았다.1. 아무런 변화없이 놀았다.
당신에게 생각지도 않은 위기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 침착한 성격의 당신은 위기상황에 당황하당신에게 생각지도 않은 위기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 침착한 성격의 당신은 위기상황에 당황하
지 않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무렇지 않은 듯 차근차근 해결방법을 찾으려 대응하는 타지 않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무렇지 않은 듯 차근차근 해결방법을 찾으려 대응하는 타
입입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바로 그 상황이 가장 적절한 비유이겠군요. 본입입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바로 그 상황이 가장 적절한 비유이겠군요. 본
인 뿐만 아니라 주위에 걱정거리가 있거나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도 많인 뿐만 아니라 주위에 걱정거리가 있거나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도 많
은 당신입니다.은 당신입니다.

2. 울기 시작했다.2. 울기 시작했다.
무엇이든 하지 못합니다. 결국,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아무일도 해결하지 못하는 타입입니다. 아무무엇이든 하지 못합니다. 결국,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아무일도 해결하지 못하는 타입입니다. 아무
일도 못하고 그저 안절부절 못합니다. 멍하니 어떻게 해야하나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허다하네요. 일도 못하고 그저 안절부절 못합니다. 멍하니 어떻게 해야하나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허다하네요. 
스스로는 이런 위기 상황에 전혀 대처를 하지 못합니다. 결국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아무일도 해결하스스로는 이런 위기 상황에 전혀 대처를 하지 못합니다. 결국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아무일도 해결하
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실패하고 맙니다.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실패하고 맙니다.

3. 싸움을 보러갔다.3. 싸움을 보러갔다.
당신에게 생각지도 않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당신은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갖은 노당신에게 생각지도 않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당신은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갖은 노
력을 다합니다만.. 그렇다고 딱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력을 다합니다만.. 그렇다고 딱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리
는 타입입니다. 나서지 말고 남의 도움을 기다리시는 게 최선일지도 모릅니다.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는 타입입니다. 나서지 말고 남의 도움을 기다리시는 게 최선일지도 모릅니다.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의 문제일 때는 가만히 있는 게 나을지도 모르니까요.상태의 문제일 때는 가만히 있는 게 나을지도 모르니까요.

4. 집으로 들어갔다.4. 집으로 들어갔다.
당신에게 생각지도 않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나는 모르는 일이야!", "난 못본거야! 난 못들은당신에게 생각지도 않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나는 모르는 일이야!", "난 못본거야! 난 못들은
거야!" 하며 위기 상황을 애써 외면하고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 행동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을 거야!" 하며 위기 상황을 애써 외면하고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 행동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고 느낀다면 뒤도 안돌아보고 도망가는 타입입니다. 자신과 관련있는 상황에서도 줄곧 벗어날 수 있다고 느낀다면 뒤도 안돌아보고 도망가는 타입입니다. 자신과 관련있는 상황에서도 줄곧 
이렇게 대응한다면 언젠가 큰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항상 신경쓰는 습관을 길러보세요.이렇게 대응한다면 언젠가 큰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항상 신경쓰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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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입니다.

1. 꽃1. 꽃
당신은 단순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기 보다는 거짓말당신은 단순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기 보다는 거짓말
을 잘 못합니다. 당신에게 거짓말이란 없는 일을 지어내는 것은 조금 피곤한 일입니다. 머리 아을 잘 못합니다. 당신에게 거짓말이란 없는 일을 지어내는 것은 조금 피곤한 일입니다. 머리 아
프게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는 당신에겐 거짓말은 그야말로 어려운 일! 그래서 당신은 평소 솔직프게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는 당신에겐 거짓말은 그야말로 어려운 일! 그래서 당신은 평소 솔직
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뿐인데, 주위에선 당신을 우직하고 착실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네요. 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뿐인데, 주위에선 당신을 우직하고 착실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네요. 

2. 손수건2. 손수건
당신은 너무 정직한 사람입니다. 너무 있는 그대로 상황을 전달해 융통성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당신은 너무 정직한 사람입니다. 너무 있는 그대로 상황을 전달해 융통성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
곤 합니다. 거기다 소극적인 성격이 더해져.. 평소 남들에 비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곤 합니다. 거기다 소극적인 성격이 더해져.. 평소 남들에 비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
니다. 특별히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상황에 맞게 가끔씩은 하얀 거짓말을 해보는 것니다. 특별히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상황에 맞게 가끔씩은 하얀 거짓말을 해보는 것
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간혹 누군가에게는 하얀 거짓말을 하는 편이 더 안전하고 선물같은 상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간혹 누군가에게는 하얀 거짓말을 하는 편이 더 안전하고 선물같은 상
황이 될지도 모릅니다.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3. 깜짝 상자3. 깜짝 상자
당신은 눈하나 깜짝 안하고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치 거짓말을 하당신은 눈하나 깜짝 안하고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치 거짓말을 하
는 것이 타고난 사람처럼 당신에겐 아주 쉬운 일이며, 또 상대방들도 당신의 거짓말에 잘 속아 는 것이 타고난 사람처럼 당신에겐 아주 쉬운 일이며, 또 상대방들도 당신의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나쁜 거짓말은 가급적 자제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나쁜 거짓말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당장은 좋을 것 같아도 언젠가는 스스로에게 다 돌아온다주시길 바랍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당장은 좋을 것 같아도 언젠가는 스스로에게 다 돌아온다
는 사실을 기억하세요.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4. 귀금속4. 귀금속
당신은 비교적 정직한 편에 속하지만 때에 따라 가끔씩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중 당신은 비교적 정직한 편에 속하지만 때에 따라 가끔씩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중 
특히 돈과 연애에 관련된 일이라면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특히 돈과 연애에 관련된 일이라면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
나 원래 나쁜 거짓말에는 소질이 없는 편이라 당신의 거짓말은 대부분 누군가를 해하려는 의도나 원래 나쁜 거짓말에는 소질이 없는 편이라 당신의 거짓말은 대부분 누군가를 해하려는 의도
에서 나온다기 보다는 허세끼를 주체하지 못하고 뽐내게 될 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에서 나온다기 보다는 허세끼를 주체하지 못하고 뽐내게 될 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신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같은 것이군요.신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같은 것이군요.

① 꽃

② 손수건

③ 깜짝 상자

④ 귀금속

심리테스트

Q3 오늘은 당신의 생일입니다. 친구에게 2개의 상자를 생일 선물로 오늘은 당신의 생일입니다. 친구에게 2개의 상자를 생일 선물로 
받았습니다. 먼저 한 상자를 열어보니 평소 당신이 원하던 선물받았습니다. 먼저 한 상자를 열어보니 평소 당신이 원하던 선물
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자도 열어보았는데, 무엇이  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자도 열어보았는데,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들어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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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당신은 친구들과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당신은 친구들과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친구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친구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화장실에 다녀온 친구의 표정이 좋지 않은데, 화장실에서 무슨일화장실에 다녀온 친구의 표정이 좋지 않은데, 화장실에서 무슨일
이 있었던 것일까요?이 있었던 것일까요?

심리테스트

▶당신이 참지 못하는 상황이 언제인지를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입니다.

1. 사용이 금지된 화장실이어서1. 사용이 금지된 화장실이어서
당신은 인간관계에서의 신뢰를 아주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당신은 인간관계에서의 신뢰를 아주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정말 
사소한 거짓말에도‘그동안 날 속여왔던거야?’라는 생각에 심한 배신감에 사로잡힙니다. 만사소한 거짓말에도‘그동안 날 속여왔던거야?’라는 생각에 심한 배신감에 사로잡힙니다. 만
약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들키는 날엔 상대방이 화를 피하기 어려울 듯 싶습니다.약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들키는 날엔 상대방이 화를 피하기 어려울 듯 싶습니다.

2.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서2.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서
당신은 기본적으로 더러운 꼴을 못보는 타입으로 청결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당신은 기본적으로 더러운 꼴을 못보는 타입으로 청결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
히 지저분해 보이는 사람이나 불결해 보이는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히 지저분해 보이는 사람이나 불결해 보이는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
런 사람과의 자리를 피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신에게 신체 접촉런 사람과의 자리를 피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신에게 신체 접촉
을 하려한다거나, 접촉이 생긴다면 당신은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뚜껑이 열려 버립니다.을 하려한다거나, 접촉이 생긴다면 당신은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뚜껑이 열려 버립니다.

3.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3.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당신은 남들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것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당신은 당신에 대한 당신은 남들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것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당신은 당신에 대한 
사소한 일까지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게 싫습니다. 당신에 대한 좋은 이야기라도 남의 입에 오르사소한 일까지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게 싫습니다. 당신에 대한 좋은 이야기라도 남의 입에 오르
내리는 게 싫은데, 험담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결국 당신의 이야기를 하고 다닌 당사자내리는 게 싫은데, 험담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결국 당신의 이야기를 하고 다닌 당사자
와의 다툼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와의 다툼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오랫동안 사람이 나오질 않아 기다려서4. 오랫동안 사람이 나오질 않아 기다려서
당신은 약속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약속엔 크고 작은 게 없이 무조건 꼭 지켜야 하당신은 약속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약속엔 크고 작은 게 없이 무조건 꼭 지켜야 하
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당신이기에 스스로는 자신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절대 하지 않습니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당신이기에 스스로는 자신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절대 하지 않습니
다.  만약 누군가 당신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거나, 약속 시간에 늦고 대수롭지 않은 태도를 다.  만약 누군가 당신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거나, 약속 시간에 늦고 대수롭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면 당신의 인내심은 한계를 넘어 버립니다. 결국 약속을 어긴 상대방에겐 강한 응징으로 보인다면 당신의 인내심은 한계를 넘어 버립니다. 결국 약속을 어긴 상대방에겐 강한 응징으로 
갚아 줍니다.갚아 줍니다.

① 사용이 금지된 화장실이어서

②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서

③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④ 오랫동안 사람이 나오질 않아 기다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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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테스트

★금융채권등록 제101056호★

Q5 당신은 프로야구의 광팬입니다. 최근 당신이 응원하는 선수가 슬당신은 프로야구의 광팬입니다. 최근 당신이 응원하는 선수가 슬
럼프에 빠져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선수럼프에 빠져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선수
는 왜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을까요?는 왜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당신이 어떤 타입에게 라이벌 의식을 갖는지를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입니다.

1. 연습을 게을리해서1. 연습을 게을리해서
당신은 리더십이 강한 타입으로 누군가를 따르기 보다 먼저 행동하고 그룹을 이끄려고 하는 성당신은 리더십이 강한 타입으로 누군가를 따르기 보다 먼저 행동하고 그룹을 이끄려고 하는 성
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사람이나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접하게 되면 라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사람이나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접하게 되면 라
이벌 의식을 갖기 쉽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보다 앞서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무리를 이끌거이벌 의식을 갖기 쉽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보다 앞서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무리를 이끌거
나 상황을 진두지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왠지 자신의 자리를 빼앗긴 듯한 생각이 들어 상대나 상황을 진두지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왠지 자신의 자리를 빼앗긴 듯한 생각이 들어 상대
방에게 라이벌 의식을 느끼게 됩니다.방에게 라이벌 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2. 실연을 당해서2. 실연을 당해서
당신은 본인의 외모에 꽤나 자신이 있고 주위에서도 인기가 많은 자타공인 멋쟁이입니다. 그래당신은 본인의 외모에 꽤나 자신이 있고 주위에서도 인기가 많은 자타공인 멋쟁이입니다. 그래
서 비주얼이 좋은 사람이나 인기가 많아 보이는 사람에게 라이벌 의식을 가지기 쉽습니다. 만약 서 비주얼이 좋은 사람이나 인기가 많아 보이는 사람에게 라이벌 의식을 가지기 쉽습니다. 만약 
당신보다 외모로 주목을 받거나 인기를 얻게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면 당신에게서 질투심이 당신보다 외모로 주목을 받거나 인기를 얻게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면 당신에게서 질투심이 
폭발하는 건 시간문제로 보여집니다.폭발하는 건 시간문제로 보여집니다.

3. 몸상태가 좋지 않아서3. 몸상태가 좋지 않아서
당신은 노력이 부족한 것에 비해, 가지고 있는 것을 약간은 과하게 과시하는 성향이 강한 타입당신은 노력이 부족한 것에 비해, 가지고 있는 것을 약간은 과하게 과시하는 성향이 강한 타입
입니다. 그런 당신은 겸손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라이벌 의식을 가지기 쉽습니다. 당신입니다. 그런 당신은 겸손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라이벌 의식을 가지기 쉽습니다. 당신
은 자신과는 반대인 타입, 즉 열심히 노력하면서 겸손하기까지 한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도 심하은 자신과는 반대인 타입, 즉 열심히 노력하면서 겸손하기까지 한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도 심하
게 의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부러움에서 오는 적개심이 라이벌 의식으게 의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부러움에서 오는 적개심이 라이벌 의식으
로 나타나는 듯 보입니다.로 나타나는 듯 보입니다.

D. 걱정거리가 있어서D. 걱정거리가 있어서
당신은 평소 생각이 깊은 타입으로 빠르고 냉정한 판단을 내려 행동하는 사람에게 라이벌 의식당신은 평소 생각이 깊은 타입으로 빠르고 냉정한 판단을 내려 행동하는 사람에게 라이벌 의식
을 가지기 쉽습니다. 누군가 당신 앞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보인다면 당신의 라이벌 의식이 발동을 가지기 쉽습니다. 누군가 당신 앞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보인다면 당신의 라이벌 의식이 발동
하게 됩니다. 이는 상대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론 지고싶지 않은 마음으로,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는 상대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론 지고싶지 않은 마음으로, 상대를 적으로 간주
하기 보다는 선의의 경쟁자와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그렇게 자신도 같이 발전하고자 하려는 무하기 보다는 선의의 경쟁자와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그렇게 자신도 같이 발전하고자 하려는 무
의식도 작용을 하는 듯 합니다.의식도 작용을 하는 듯 합니다.

① 연습을 게을리해서

② 실연을 당해서

③ 몸상태가 좋지 않아서

④ 걱정거리가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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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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한통으로 
제일 간단하게
100% OK!

전화 한통으로 
제일 간단하게
100% OK!

전화 한통으로 
제일 간단하게
100% OK!

080-415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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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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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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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테・맛사지
아카스리 재료 총판

평일・토/ 일요일・축일 9 : 30 ~18 : 30

월~토

9:30~18:30

축일

9:3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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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호 광고
04월        일까지 입니다15

접수와 입급은

※15일 3시 이후에는 접수,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출장스탭모집
위치오사카나이중반까지

수입만엔부터
초보자알바도환영해요

일인일실



출장스탭모집
위치오사카나이중반까지

수입만엔부터
초보자알바도환영해요

일인일실



���-����-�������-����-����

10년된 가게로 안전한 가게입니다!
면접 후 보장♥나이: 45세까지/ 스타일 좋고 날씬하면 OK

위치: 도치기켄 오야마♥수입: 90-150만엔
뚱뚱하신 분 죄송합니다♥빠칭코 · 오사케사절

일 방 자는 방 따로 자는 방 1인 1실/ 야스미 정해놓고 야스미 가능함♥아르바이트 구함
세금내고 하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 할 수 있는 가게입니다

세금내는 미세/ 10년된 가게로 세금 내면서 안전한 가게입니다
손님 수준이 높으신 분들만 오시는 바쁜 가게로서, 참신하신 직원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꼭 전화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오후 2시부터/ 코로나 체크 설치 있음

10년된 가게로 안전한 가게입니다!
면접 후 보장♥나이: 45세까지/ 스타일 좋고 날씬하면 OK

위치: 도치기켄 오야마♥수입: 90-150만엔
뚱뚱하신 분 죄송합니다♥빠칭코 · 오사케사절

일 방 자는 방 따로 자는 방 1인 1실/ 야스미 정해놓고 야스미 가능함♥아르바이트 구함
세금내고 하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 할 수 있는 가게입니다

세금내는 미세/ 10년된 가게로 세금 내면서 안전한 가게입니다
손님 수준이 높으신 분들만 오시는 바쁜 가게로서, 참신하신 직원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꼭 전화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오후 2시부터/ 코로나 체크 설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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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간사이
수입: 120만엔~150만엔
나이: 20세~43세 까지

시간: 11시~4시
큰 코스 많음☆교포 대환영

運転手募集 

출장 스탭 급 모집
가족처럼 함께 하실 분 환영

위치: 나가노켄

수입: 120~/ 1인1실

나이: 스타일 좋고 동안이면 OK

야스미 근무시간 조절가능

궁금한 점은 문의 주세요

090-9662-0088

출장 스탭 모집

080-8630-9491

수입: 80~100

가게 7개

단골이 많으므로

두달벌기 딱 좋음

나이: 20~35세 까지
수입: 150부터

뚱뚱한 분/ 비자없는 분 사절
스타일 좋으신 분/ 교포 대환영

깨끗한 맨션 1인1실
인터넷 완비

공주님들 수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티오 이상 받지 않습니다

나이: 20~35세 까지
수입: 150부터

뚱뚱한 분/ 비자없는 분 사절
스타일 좋으신 분/ 교포 대환영

깨끗한 맨션 1인1실
인터넷 완비

공주님들 수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티오 이상 받지 않습니다

080-2790-3408080-2790-3408

카톡으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카톡으로 편하게
문의주세요VIP7770VIP7770VIP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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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176-5991

라인 miran135

출장 스태프 모집출장 스태프 모집
위치: 치바시 사카에쵸(栄町)
수입: ���万円~
나이: ��대까지
열심히 하면 그 이상도 가능
스타일 좋으면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한두번 알바도 가능
편하게 전화주세요
빨리오셔서 같이 일 합시다

위치: 치바시 사카에쵸(栄町)
수입: ���万円~
나이: ��대까지
열심히 하면 그 이상도 가능
스타일 좋으면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한두번 알바도 가능
편하게 전화주세요
빨리오셔서 같이 일 합시다

090-8176-5991

라인 miran135

아카스리 스탭 모집
지역: 야마가타켄 야마가타시 

スーパー銭湯

시간: 11시~21시/ 수입: 20만~30만

타올 세탁이 없어 안심

맛사지 할 수 있으신 분 환영

이외 이와테켄에서도 모집중

090-1939-5895
㈱マインドプラス

명리학으로 보는 운세
운세를 보는 이유는

천기일보처럼 변화무쌍한

하루아침을 모르는 未知의 미래

길흉을 예측하고, 흉일때는 조심하고

안정적이고 지혜롭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혼자만 앓고 있던 고민을 덜고 싶으신 분

마음 편히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

운세 정확도 높은 편입니다

보고 싶은 분 연락주세요

070-4153-5130 (무속인 아님)

中野店�東京�
홀•주방 아르바이트 모집합니다

• 위치: 中野駅(北口) 3分
• 영업시간: 11:00~23:00
• 시급: 1,100円~  
            연수기간 한달(1,050円)
• 교통비 10,000円까지 지급
• 식사, 유니폼, 앞치마 제공 

새마을식당

연락처:070-8520-8113

카톡:semaurunakano8

위치: 도쿄 쇼쿠안도오리<多もあ>

ホットペーパー참고

시간: 오전 10시~새벽05시

시간, 요일 조절 가능

골기, 오일 맛사지, 정체 하실 수 있는 분

090-1795-0286

에스테 스탭 모집

090-7573-4290

나이: 20~45세 까지
수입: 80~120

편하게 일 하실 분 전화 많이주세요
아르바이트 스탭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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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 스탭 모집

080-4923-7798

위치: 이바라기켄
수입: ��~��/ 나이: ��세까지 

스타일 좋으면 OK/ 일 잘 하시는 분

수입: ��~���이상
시간: �시~�시/ 올바디 가게

나이: ��~��대 / 위치: 야마나시켄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편하게 일하실 분

에스테스탭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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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치바켄/ 나이: ��대까지
수입: ��만엔부터/ 시간, 요일�조절가능

아르바이트�가능/ 올바디가게
코스�배당금�큼/ 덴쬬구함

에스테�스탭�모집

���-����-����

에스테스탭모집
위치: 치바켄

나이 관계 없이 일 잘하시는 분

080-3358-1344

��������
위치: 후쿠시마켄 이와키시

나이: 45세 까지

나이 있어도 스타일 좋은 분 환영

수입: 70~100정도/ 성격좋고 상냥한 분

�������������

20대에서 60대까지

수입: 30~50/ 오일, 정체하실 수 있는 분 

위치는 신오오쿠보역에서 1분/ 아르바이트도 가능

가족처럼 일 하실 분/ 식사해결 됩니다/ 마사지 가르쳐드림

여성 스탭 모집합니다

090-2568-0707

오일맛사지 코스 많음

에스테 스탭 모집

090-2938-0174 080-5786-5768

위치: 나고야에서 40분거리
시간: 2시~2시/ 수입: 70이상

가게두개 있음
나이: 스타일 좋으면 O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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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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맛사지 등
위치: 토치기켄 아시카가시

나이: ��~��세/ 급여: ��만엔~/ 휴무일: 화요일
☆스타일 좋으신 분 환영☆

☆아르바이트OK☆



위치: 니시가와구찌
나이: 40세까지

사우나입니다/ 아카스리 맛사지

080-5400-2333

에스테 스탭 모집
나이: 20~45세/ 수입: 80~90이상

날씬하고 돈 욕심 많고  일 잘하시는 분

면접 후 70만 보장(교통비 지급)

경찰문제 걱정 없음

마음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가게/ 店長모집

090-2988-5932

여성 일반 맛사지 모집여성 일반 맛사지 모집

070-7547-8569070-7547-8569

정체, 오일, 얼굴 가능한분 
위치: 신오쿠보 역앞/ 수입: 30~50/ 시간: 24시간

연령 불문/ 출퇴근, 숙식 가능 
큰 코스, 손님 많습니다

부적: 철리운을 땡기는 부적
한장에 1000엔
각종 직업 소개

080-3099-5006 

행복 소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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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맛사지아카스리스탭모집

위치: 동경 하치오지
수입: 40좌우

나이: 40~50세/ 시간: 12~22:30
주2~3일 아르바이트도 환영



에스테스탭모집
위치동경에서한시간

나이세까지
진상없는일하기편한곳현성업중

가게매매도함

090-4626-4011

일반 마사지★아카스리 모집

080-6811-0811

♥위치: 동경 카마다♥
♥수입: 50~60♥

♥나이: 40세 미만♥
♥주2~3일 아르바이트도 가능♥

위치: 아이치켄/ 나이: 45세 까지

수입: 90~140이상/ 스타일 좋으면 OK

알바 환영/ 교포 환영

초보자 대 환영/ 혼방, 구찌없는 가게

맛사지 가르쳐 드립니다

진짜 바쁜 가게/ 이모구함

각 방 넓고 깨끗한 고급 에스테

마음 편히 전화주세요

에스테�여스탭�모집에스테�여스탭�모집

070-4106-7070070-4106-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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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 매매
위치: 세이부 이케부쿠로센/ 역에서 1분

매매가: 180만엔/ 야찡: 15만엔
방3/ 아카스리1/ 대기실/ 주방

동시 스탭 모집

080-3596-7881

아카스리/ 맛사지/ 에스테 스탭모집

(텐노온천)고베, 오사카, 나고야
스즈오카, 도쿄점에서
스탭 급 모집합니다

배우실 분도 환영합니다

090-1728-0703

스낙크 서울 스탭모집
위치: 군마켄 누마다

나이: 49세까지
초보자 환영/ 스타일 좋으면 OK

요리잘 하는 주방 이모구함

080-6028-6380

일반 맛사지 가게
서비스없음·위치나고야사카에
나이대까지
시간낮밤
비자있는분주숙환영
나고야에서년된손님많은가게
나고야사카에사는분

090-6362-4654

급모집

에스테 매매
위치: 오사카 아마가사키

매매가: 200/ 야칭: 16만엔

동시 스탭구함/ 덴쪼모집 

올바디/ 수입: 60~70

090-3700-0119

위치: 신주쿠

매매가: 470만엔/ 야칭: 23만엔

룸3 / 아카스리 침대3/ 대기실/ 내실

오래된 가게/ 단골 손님 많음

080-4128-4233

에스테 매매
위치: 치바켄 도미사토시

야칭: 20만엔/ 매매가: 250
가게 두개임/ 안으로 통함

090-5214-5888

에스테매매
위치: 板橋区 ときわ台駅 1분

매매가:280만(보증금132만포함)/ 야칭:18만
방4개/ 큰 아카스리실1개/ 주방
단골손님 많고 위치가 좋습니다

080-4618-6677

일반�맛사지�스탭모집

���-����-����

위치: 나고야역에서 ��분�기후시
나이: ��대�후반까지/ 교포�환영

수입: ��만엔�부터/ 영업시간: ��시~��시까지
주�, �일�아르바이트�구함/ �일 �만�천엔부터

즐겁게�같이�일하실�분

에스테스탭모집
나이: 20대~50대까지/ 스타일 좋으면 됩니다

수입: 60보장/ 시간: 1시~2시
마음편하게 돈 벌 수 있는 가게

오래된 가게라서 단골손님 많음
전화 많이 주세요

080-6386-5111카톡ID: japan-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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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 매매

090-2455-6633

위치: 야마나시켄

매매가: 140만엔

야칭: 95000엔

사실분만 연락주세요

맛사지점 에스테 매매

위치: 후쿠시마켄
아이즈와카마쯔

역앞/ 시내(점포2개)
매매가: 상담요망

중국어 가능
090-9423-7960

에스테매매
＜사정상급매＞
✿

🍀🍀위치: 치바켄(도쿄에서 30분거리, 조바센)

하차후 에끼에서1분거리 미세!

🍀🍀매매가: 280/ 🍀🍀야칭: 10만엔

🍀🍀방4/ 아카스리1/ 주방/ 대기실 등

25평, 시설 최고급

🍀🍀마다카시도 가능

(경찰문제 없는 깨끗한 미세)

090-3202-1368🍀🍀

에스테 매매
위치: 토치기켄

매매가: 130만엔

야칭: 8만5천엔

동시 스탭 모집

080-1695-7203

에스테매매
위치: 나고야 역에서 15분

매매가: 130만엔
방 3개/ 샤워실 1개/ 아카스리실 1개

주차장/ 주방 있음
위치 좋음

동시 스탭 모집

080-8327-8892

위치: 이바라기켄
매매가: 150만/ 야칭: 7만

가격 절충 가능
아카스리/ 방4/ 대기실
주차장 있음/ 계약 간단

동시 스탭 모집

070-2831-6568

에스테 스탭모집

080-8917-8255

위치: 시즈오카켄 야이즈
나이제한 없음

아카스리/ 오일맛사지
잘 하시는 분 

스타일 좋으면 OK

에스테 스탭 모집
위치이와키시

시간까지

나이어려보이고

스타일좋으면됨

주숙가능알바도구함

090-2985-7840

에스테매매
마타카시가능

위치: 이바라키켄
고가역에서15분

매매가: 100만엔(가격 절충)
방5개/ 주방1개

손님 대기실1개/ 스탭 대기실1개
꼭 하실분만 전화 주세요

텐쵸, 스탭 모집

080-4342-4464

정체원 매매
위치군마켄다까사끼

매매가만

야칭만천엔

주차장있음

층가게

층살림집

080-5676-5553

일반 맛사지 매매
위치: 나고야에서 10분거리

매매가: 180만/ 야칭: 122000엔
방3개/ 아카스리실1/ 샤워실1/ 주차장 있음

개인사정으로 급 내 놓음
동시 스탭모집

080-6558-3388

에스테매매

080-6781-3366

위치:군마켄 이세사키시/ 야칭: 10만엔

오래된 가게라 안전/ 주차장 있음

아카스리/ 방3개/ 대기실/ 주방

꼭 연락주세요

에스테 매매
시즈오카켄

나가오카 온천지역
매매가: 100만엔 흥정가능

야칭: 99000엔
(수도세포함)

꼭 할 사람만 전화요망
090-6358-5788

出租営業房 (영업집세줌)
위치: 栃木県プル後 (토치기껜 수영장뒤쪽)

1 月税込 12 万円 / 2 階建て新しく内装済 (호화로운장식 )
営業 + 住まい + 駐車場二台

整体 , カフェ、飲食店 ~ ~ 可能
福島県会津若松繁華街営業中の
スナック、マツサジ売ります。

080-8869-7888080-4669-0678

에 스 테  매 매
위치: 동경JR 케이힌 토우호쿠센

가게 매매함
사실 분만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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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토치키켄/ 아시카가시

나이: 45세까지/ 수입: 70정도

맛사지 잘 하고 

스타일 좋은 분 급 모집

면접 후 보장 확실히 됨

에스테 스탭모집

070-4346-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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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시즈오카켄 미시마
나이: 50세 까지
수입: 40~55만엔

착하고 일 잘하시는 분

080-5676-1622

일반 맛사지
스탭모집

에스테 스탭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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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855-8919

위치: 시즈오카시 시미즈구
수입: 50~60/ 시간: 1시~12시

나이: 40초반 까지
(전화상담/ 보장도 가능)

서비스 일체 없음
코로나 안전한 가게 입니다

오일 정체
아카스리사 구함

090-1494-3787

정체원 맛사지사 구함
얼굴 골기경험자/ 시간 조정가능

영업시간: 24시간
저녁반, 아침반 모집합니다

주3-4일 알바가능/ 월 수입 40만 이상
정체 다이어트/ 오일

아까쓰리/ 아루마린파/ 가능한 분
카마타 역에서 1분 거리

한국식 정체원

080-5407-4478

整体スナック스탭 모집

080-8869-7888

위치: 후쿠시마켄

나이: 50까지

수입: 40이상 

오일맛사지 자신있는분

코스커서 돈벌기 쉬움

スナック나이40세 까지

위치: 도쿄 오오츠카역1분

밤스탭 여성 경력자 65 세까지

밤10시~아침10시 까지

료 무료/출퇴근도 가능(상담)

밤 스탭 70% 지급

밤에 일해본 경험 있는 사람만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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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스리 오일림파
 맛사지

일반 에스테 모집
위치: 도치기/ 수입: 50~60

기본 손님 있음/ 나이: 55세까지
젊게 보이면 됨

돈 욕심 있으신 분

080-6780-0950
이바라기 동시모집

070-2250-9811

에스테 스탭 모집

080-6394-0456

위치: 사이타마켄
나이: 30대~50대 초반
가족같이 편안하면서도

열심히 하실분

에스테 스탭 모집

090-4476-7072
닛포리근처: 080-6699-8282

새로 오픈

위치: 히가시구루메 에끼에서 2분정도

나이: 50세 미만

담배 안피우시는 분/ 스타일 좋으신 분

기본 손님 있는 가게

확실한 사람만 연락 주세요

에스테 스탭 모집
새로 오픈한 가게

위치: 나고야
나이: 40세 이하
아카스리 없음

스타일 좋으신 분 환영

080-7707-6802

✿에스테 스탭 모집
🍀🍀위치: 치바켄, 카시와

에끼에서 1분
🍀🍀나이: 40대까지

🍀🍀오일, 아카스리, 교포 환영
🍀🍀마다카시 가능

(경찰문제 없는 미세)
🍀🍀090-3202-1368

에스테 스탭 모집
위치: 치바켄 長浦駅에서

10분 거리
나이: 55세까지

아카스리, 맛사지 자신 있는분
초보자 OK

성격 좋으신 분 환영 

080-2806-3294

에스테 스탭모집

위치: 닛뽀리역 1분

착하고 성실한 분

교포 환영

수입: 70~80좌우

시간: 11시부터

080-5031-4135

스낙크 스탭모집
위치: 군마켄

나이는 상관없음
중국교포 환영

료 완비
080-1256-3556

에스테 스탭 모집
위치: 후쿠시마켄
수입: 70~100만

나이: 20대~50대까지
젊으신 분 환영
가게 2곳 운영

090-8785-7210

에스테 스탭 모집
위치: 도치기켄 오야마시

시간: 1시~1시까지
나이: 48세 미만
 수입: 60~90

면접 후 60 보장
아카스리/ 마사지 잘 하시는분

연락 주세요

080-5682-4695

출장 마사지 에스테
스낙크 여스탭 모집

위치:킨시쵸&코이와
나이: 21~50/시간: 18시~4시

수입: 60~80
일본 사람 경영

https://beauty.tight.tokyo

03-5879-7657

에스테 스탭 모집
정체, 아카스리, 림파 맛사지

장소: 이바라키켄
사간: ��-��까지
나이: ��세까지

오래된 가게여서 단골손님 있음 
일에 경험 있는분들

부담없이 전화주세요

090-6254-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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