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東京都新宿区百人町1丁目8-25 BSビル1階주소

17시~29시영업
시간03-3200-5899예약

전화

친구
한국식 이자카야

JR신오쿠보역에서 도보 5분거리! 단체 환영! 개인실 완비!

�께하� ���, ���이트 상시���★★ ★★ 찾아오시는 길

주류 전체

  30% 할인주류 전체

  30% 할인
비지 한정 쿠폰
비지 한정 쿠폰



1일 1포 레모나 섭취로!!

주문전화 0120-9999-19 03-5812-8989무
료

유
료0120-9999-19 03-5812-8989

레몬

베리

유자

텀블러

������

������

������

������

￥ 550
���������������￥ 972

����������������

10
개입

10
개입

상품명: 티젠 콤부차

알코올0%!  칼�리걱정�NO!
스틱타입��이어트 건강음료

��
	�������������
레모�레모�
상품명: 레모나 x 트와이스

1,312\1,312\

30개입30개입 ������

3,110\3,110\

70개입70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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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시 트와이스 포스트 카드

한 장을 선물로 드립니다~
구입시 트와이스 포스트 카드

한 장을 선물로 드립니다~♥♥
※포스트 카드는 랜덤 한 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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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포 레모나 섭취로!!

주문전화 0120-9999-19 03-5812-8989무
료

유
료0120-9999-19 03-5812-8989

레몬

베리

유자

텀블러

￥ 550
￥ 972

개입개입
상품명: 티젠 콤부차

알코올0%! 칼�리걱정�NO!
스틱타입��이어트 건강음료

레모�레모�
상품명: 레모나 x 트와이스

1,3121,312
개입개입

3,1103,110
개입개입

구입시 트와이스 포스트 카드

한 장을 선물로 드립니다~
구입시 트와이스 포스트 카드

한 장을 선물로 드립니다~♥♥
※포스트 카드는 랜덤 한 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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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으로 입증된
차차치약의 구취제거 효과

자연유래 성분으로
안전하게 구강케어

상쾌한 민트향으로
입안의 텁텁함 해소

주문전화 0120-9999-19 03-5812-8989무
료

유
료0120-9999-19 03-5812-8989

상품명: 수소랑 비누  상품번호: B35399

차차 치약

차콜민트 자스민민트 그린티민트 990990

1,6501,650

차차치약의 주재료인 숯은 수분과 냄새를 

잡아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으며 불순물제거 및

구취제거에 우수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상쾌함 #심플디자� #저자극 #구취�거

상품명: <온파>차차 치약

3종

매력적인 “숯”이 치약으로!!

(수소랑)

無향료無색소 無계면활성제

수소로 피부 트러블

고민을 해
결!!

피부 트러블의 원 인 활성산소를 수소로 제거하자

피부 트러블의 원 인 활성산소를 수소로 제거하자

千葉県野田市泉二丁目1番地3 ロジスティクスパーク野田船形

TEL. 0471-37-7499 HP. 080-6603-8899

〒270-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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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출고 서비스 관리 넓은 공간

E-mail. sb-logistics@sevenbeauty.co.j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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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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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으로 입증된
차차치약의 구취제거 효과

자연유래 성분으로
안전하게 구강케어

상쾌한 민트향으로
입안의 텁텁함 해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문전화 0120-9999-19 03-5812-8989무
료

유
료0120-9999-19 03-5812-8989

상품명: 수소랑 비누  상품번호: B35399

차차 치약

차콜민트

B36820 B36821

자스민민트

B36822

그린티민트 990\990\

1,650\1,650\

차차치약의 주재료인 숯은 수분과 냄새를 

잡아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으며 불순물제거 및

구취제거에 우수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Super Fresh All Day
#상쾌함 #심플디자� #저자극 #구취�거

상품명: <온파>차차 치약

3종

매력적인 “숯”이 치약으로!!

(수소랑)

��������������������������

無향료無색소 無계면활성제

수소로 피부 트러블

고민을 해
결!!

피부 트러블의 원 인  활성산소를 수소로 제거하자!!

피부 트러블의 원 인  활성산소를 수소로 제거하자!!���������������

������� ��
��	�

�������
��
��	�

千葉県野田市泉二丁目1番地3 ロジスティクスパーク野田船形

TEL. 0471-37-7499 HP. 080-6603-8899

〒270-0239

・

입 출고 서비스 관리 넓은 공간

E-mail. sb-logistics@sevenbeauty.co.jp

・

하기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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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개의 미용액 바늘이
각질층에 직접 투명감을 전달한다!

������

1,210円34655

������HQ 마이크로

니들 케어 패치

������

1,210円34656

������AC 마이크로 

니들 케어 패치

투명감up
하이드로키논

++보습
히알루론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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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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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료

유
료

�����������
����

��������
�			�����������
�

���������
���


	���
	��������

� �

한점한점 붙이는
피부트러블 집중케어!!

상품번호

상품번호

※히아루론산 바늘

바늘크기

피부 속 깊은 곳
까지 히아루론산
침투!

히알루론산 바늘로 피부 속에 직접 주입하자!!
눈가주름 걱정 NO! 팔자주름 걱정 NO!

내피부에 수분과 윤기 그리고 탄력을... 

약 3,000 개의 히알루 론산 마이크로 니들.
 바늘에서 미용 성분이 녹아 피부를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약 3000개의

마이크로니들

6,985円B32644

<ELDEEN>
마이크로 니들 롤러

880円B32643

마이크로 니들 케어 패치

기존 미용액의 흡수 마이크로 니들의 흡수

피부에 부드럽게 들어가 각질층에
직접적으로 주입!! 

탄력과 활력을 주입!

무
료

유
료

6 | 광고문의 T. 03-6273-9900



2800개의 미용액 바늘이
각질층에 직접 투명감을 전달한다!

1,210円34655

HQ 마이크로

니들 케어 패치

1,210円34656

AC 마이크로 

니들 케어 패치

투명감up
하이드로키논

++보습
히알루론산

무
료

유
료

한점한점 붙이는
피부트러블 집중케어!!

상품번호

B32644

상품번호

B32643

※히아루론산 바늘

250um

바늘크기
0.25mm

피부 속 깊은 곳
까지 히아루론산
침투!

히알루론산 바늘로 피부 속에 직접 주입하자!!
눈가주름 걱정 NO! 팔자주름 걱정 NO!

내피부에 수분과 윤기 그리고 탄력을... 

약 3,000 개의 히알루 론산 마이크로 니들.
 바늘에서 미용 성분이 녹아 피부를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약 3000개의

마이크로니들

��

6,985円
����

B32644
���������������
��	��

<ELDEEN>
마이크로 니들 롤러

������

880円B32643
������������

������

마이크로 니들 케어 패치

기존 미용액의 흡수 마이크로 니들의 흡수

피부에 부드럽게 들어가 각질층에
직접적으로 주입!! 

탄력과 활력을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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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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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료

유
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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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메가

★이사하실 때 문의 주세요!

ID

단기, 장기 렌탈가능!

※지역・건물 한정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유,무선 동시 사용가능!無제한

인터넷 이전 설치 해드립니다 !

フレッツ光ネクスト

(IPV4,IPV6,고정IP) 당일 개통 OK!프로바이더프로바이더프로바이더

비자, 카드
상관없이

렌탈렌탈

인터넷 이전 설치

★빠른 속도 

★가장 싸고 간단하게

무선 공유기인터넷 설정 무료

NTT
ギガらく

·최대통신 속도: 2.4Gbps
·1-100대 동시접속가능
·방문자등 free wi-fi가능

법인＆개인사업자

특전

법인＆개인사업자

특전

Q U I L T I N G  M A T

주문전화 0120-9999-19 03-5812-8989무
료

유
료0120-9999-19 03-5812-8989

5색모음
ORGANIC

COTTON

������������

������� 샌드 베이직

따뜻하고 부드러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스타일로!

코타츠/ 베이비 시트
쇼파 커버/ 침구 등...

상품명: 이불 퀼팅매트

저자극저자극 안료안료 통기성통기성 구겨짐
예장

구겨짐
예방

아 이 보 리
ORGANIC

COTTON

������������

�������

ORGANIC

アイボリー

브라운 베이직
ORGANIC

COTTON

������������

�������

ORGANIC

ブラウンベージュ

라이트 그레이
ORGANIC

COTTON

������������

�������

ORGANIC

ライトグレー

라이트 베이직
ORGANIC

COTTON

������������

�������

ライトベージュ サンドベージュ

크기/ 가격색상
라이트베이직

아이보리
샌드베이직

라이트그레이
브라운베이직
라이트베이직

아이보리
샌드베이직

라이트그레이
브라운베이직

상품번호
B35409
B35410
B35411
B35412
B35413

B35415
B35416
B35417
B35418
B35419

3,400円

4,980円

< 150x200 >

< 200x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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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메가

★이사하실 때 문의 주세요!

ID

단기, 장기 렌탈가능!

HANSOLJPHANSOLJP

※지역・건물 한정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유,무선 동시 사용가능!無제한

인터넷 이전 설치 해드립니다 !

フレッツ光ネクスト

(IPV4,IPV6,고정IP) 당일 개통 OK!프로바이더프로바이더프로바이더

비자, 카드
상관없이

렌탈렌탈

인터넷 이전 설치

★빠른 속도 

★가장 싸고 간단하게

무선 공유기인터넷 설정 무료

NTT
ギガらく

·최대통신 속도: 2.4Gbps
·1-100대 동시접속가능
·방문자등 free wi-fi가능

법인＆개인사업자

특전

법인＆개인사업자

특전

주문전화 0120-9999-19 03-5812-8989무
료

유
료0120-9999-19 03-5812-8989

5색모음

샌드 베이직

따뜻하고부드러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스타일로!

코타츠/ 베이비 시트
쇼파 커버/ 침구 등...

상품명: 이불 퀼팅매트

저자극저자극 안료안료 통기성통기성 구겨짐
예장

구겨짐
예방

아 이 보 리

アイボリー

브라운 베이직

ブラウンベージュ

라이트 그레이

ライトグレー

라이트 베이직

ライトベージュ サンドベージュ

크기/ 가격색상
라이트베이직

아이보리
샌드베이직

라이트그레이
브라운베이직
라이트베이직

아이보리
샌드베이직

라이트그레이
브라운베이직

상품번호
B35409
B35410
B35411
B35412
B35413

B35415
B35416
B35417
B35418
B35419

3,400円

4,980円

< 150x200 >

< 200x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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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일본 “03” 번호 그대로

국제전화카드・와이파이유심・핸드폰

한달에 LTE데이터 5GB 사용

9

10 | 광고문의 T. 03-6273-9900



한국에서도 일본 “03” 번호 그대로

국제전화카드・와이파이유심・핸드폰

������������
한달에 LTE데이터 5GB 사용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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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03-6273-9900 080-5978-5483

일본 홍보대행 전문

핸디포레이션 KD-9900

자세한 사용법은
홈페이지에서!

4가지 기능의 미용효과 실현!!

촉촉함 ・ 피부정돈
일렉트로 포레이션이라고 하는 전기의 힘을 이용한 
의료기술을 응용한 기능입니다. 전기펄스로 세포와 
세포 사이로 화장품 성분 등을 침투시켜 피부 깊속한 
곳까지 미용성분을 전달합니다.

포레이션 R  F

피부 탄력
RF는 라디오파를 말하며, 고주파로 피부 속을 
따뜻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피부 피로를 풀어주고 
따뜻하게 함으로써 피부순환과 탄력감을 서포트 
해줍니다.

EMS

모공 축소
피부의 쇠퇴의 원인의 하나인 얼굴근육의 쇠약을 
막기위해 지속적으로 얼굴근육에 알맞은 자극을 
줍니다. 얼굴근육의 건강을 되찾고 탄력넘치는 젊은 
피부로 만들어 드립니다.

LED

피부 정돈
빨강・노랑・파랑・핑크・플래쉬 컬러（핑크 점멸）LED 
빛 에스테 기능입니다. 부드러운 빛으로 피부를 
보호하면서 깨끗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피부 상태에 
따라 원하는 빛으로 케어해 보세요.

사용 가능한 부위

주문전화 0120-9999-19 03-5812-8989무
료

유
료0120-9999-19 03-5812-8989

9,000\9,000\

B29477

6종류의 빛이 선택가능하고 바디에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충전대에 올려놓는 것만으로 충전이가능하니 가정에서도 OK

살롱에 갈 시간이 없는 분이나, 홈케어가 필요하신 분들께 드리는 토탈 스킨케어 실현!
※본인 이외 사람에게 시술 할 경우 EMS기능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무선
휴대용

자동전원
꺼짐기능

4가지 시술
토탈 케어

포레이션 RF EMS LED

(소비세별도)

●본체 사이즈：약4×3×18cm ●중량：93g（충전대 포함）
●정격전압：AC100V　50/60/Hz　●소비전력：3ｗ
●가동시간：약90分　●충전시간：약4시간
●재질：본체/플라스틱, 스테인레스▲거치대　충전시 사진

▲실사용 사진▲그립시 옆 사진

상품명: 핸디포레이션 KD-9900

12 | 광고문의 T. 03-6273-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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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273-9900 080-5978-5483

일본 홍보대행 전문

핸디포레이션 

자세한 사용법은
홈페이지에서!

4가지 기능의 미용효과 실현!!

촉촉함 ・ 피부정돈
일렉트로 포레이션이라고 하는 전기의 힘을 이용한 
의료기술을 응용한 기능입니다. 전기펄스로 세포와 
세포 사이로 화장품 성분 등을 침투시켜 피부 깊속한 
곳까지 미용성분을 전달합니다.

포레이션 R  F

피부 탄력
RF는 라디오파를 말하며, 고주파로 피부 속을 
따뜻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피부 피로를 풀어주고 
따뜻하게 함으로써 피부순환과 탄력감을 서포트 
해줍니다.

모공 축소
피부의 쇠퇴의 원인의 하나인 얼굴근육의 쇠약을 
막기위해 지속적으로 얼굴근육에 알맞은 자극을 
줍니다. 얼굴근육의 건강을 되찾고 탄력넘치는 젊은 
피부로 만들어 드립니다.

피부 정돈
빨강・노랑・파랑・핑크・플래쉬 컬러（핑크 점멸）LED 
빛 에스테 기능입니다. 부드러운 빛으로 피부를 
보호하면서 깨끗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피부 상태에 
따라 원하는 빛으로 케어해 보세요.

사용 가능한 부위

주문전화 0120-9999-19 03-5812-8989무
료

유
료0120-9999-19 03-5812-8989

9,0009,000
B29477

6종류의 빛이 선택가능하고 바디에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충전대에 올려놓는 것만으로 충전이가능하니 가정에서도 OK

살롱에 갈 시간이 없는 분이나, 홈케어가 필요하신 분들께 드리는 토탈 스킨케어 실현!
※본인 이외 사람에게 시술 할 경우 EMS기능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무선
휴대용

자동전원
꺼짐기능

4가지 시술
토탈 케어

포레이션 RF

(소비세별도)

●본체 사이즈：약4×3×18cm ●중량：93g（충전대 포함）
●정격전압：AC100V　50/60/Hz　●소비전력：3ｗ
●가동시간：약90分　●충전시간：약4시간
●재질：본체/플라스틱, 스테인레스▲거치대　충전시 사진

▲실사용 사진▲그립시 옆 사진

상품명: 핸디포레이션 KD-9900

월간비지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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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400
\59,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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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20-9999-19무
료 0120-9999-19 03-5812-8989유

료 03-5812-8989�����������

����

�������������������
	���
� 주문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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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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4005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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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20-9999-19무
료 0120-9999-19 03-5812-8989유

료 03-5812-8989
주문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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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츠다 세무사의 세무교실

中村鈴木

東京都台東区上野3丁目16-3上野鈴木ビル3階 오카치마치역�도보5분, 우에노�마츠자카야�백화점옆 

유학법인

소

http://palsystem.jacklist.jp

2023년 10월 1일부터 소비세의 적격청구서 등 보존 방식

(이하 인보이스 제도라고 함)이 시행됩니다. 이 인보이스 

제도에서 면세 사업으로부터의 매입에는 원칙적으로 매입

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인보이스 제도 시행 후 매입처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 거래 본체 가격과는 별도로 기존대로 소비세율 10

%를 부가하여 지불할 것인지가 고민되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세 전가 대책 특별 조치법」에서는 대규모 사업자 

등 일정한 사업자가 매입처가 면세 사업자인 것을 이유로 

소비세분을 추가하지 않고 본체 가격만을 지불하는「부당

매입(買いたた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10월 1일 이후에도 매입처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본

체 가격에 10%의 소비세를 부가해 지불을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인보이스 제도 시행 후에는 기준 기간 과세매

출액이 1,000만엔 이하인 사업자는 적격청구서 발급 사업

자 등록을 하고, 과세사업자를 선택하지 않으면 소비세를 

납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면세 사업으로부터의 매입

에 관해서는 매입 세액 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굳이 

본체가격에 소비세율 10%를 부가해 지불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일에 관해서 공정거래

위원회의 견해는, 비록 면세 사업자라도 다른 사업자로부

터 매입하는 상품·원자재나 제경비의 지불에 대해 소비세

액분을 부담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매입과 관련되는 소비세분을 고려해 부가하여 지불하

는 것이 적정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본체 가격에 10% 부가되는 것은 엄밀하게는 소비세

라는 세금이 아니라 소비세란 소비세의 확정신고를 통해 

세무서에 내는 세금을 소비세라고 부르는 것이고, 일반 거

래에서 본체 가격에 10%를 곱한 것은 어디까지나 그 거래

대가의 일부를 이루는 소비세 상당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

라서 거래의 일부를 이루는 소비세 상당액을 매입처가 면

세사업자인 것을 이유로 지급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

은 위법행위가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매입처가 면세사업자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매입

처가 받은 소비세 상당액을 소비세로 납세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처럼 본체 가격에 10%를 부가한 것을 지불하는 

것에 주저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거래 조건의 재검토를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합의함으로

써 비용 삭감을 실시하게 된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구입처의 이해를 얻지 않고 일방적·고압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서서 대가의 재검토를 강요하는 일이 없도

록 주의해 주십시오.

東京都港区赤坂 2-13-8-405東京都港区赤坂 2-13-8-405
카카오ID:ikedaaria2627

★결혼비자 불법체류자 여권 분실하신 분 가능

★영주・정주・귀화

★경영관리 비자・비지니스 비자

★회사설립

★기타 각종 비자 신청 및 미국 비자

★음식점 및 풍속 허가 신청 고물상 허가 신청

★한국의 이혼수속 한국 변호사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구 호적등본 영사관 발급 대행

★결산 세금신고 세무사

★토요일・일요일 상담가능

★중국어 호적번역

★호적 및 각종 서류번역

★결혼비자 불법체류자 여권 분실하신 분 가능

★영주・정주・귀화

★경영관리 비자・비지니스 비자

★회사설립

★기타 각종 비자 신청 및 미국 비자

★음식점 및 풍속 허가 신청 고물상 허가 신청

★한국의 이혼수속 한국 변호사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구 호적등본 영사관 발급 대행

★결산 세금신고 세무사

★토요일・일요일 상담가능

★중국어 호적번역

★호적 및 각종 서류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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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츠다 세무사의 세무교실

中村鈴木

東京都台東区上野3丁目16-3上野鈴木ビル3階 오카치마치역�도보5분, 우에노�마츠자카야�백화점옆 

유학법인

소

http://palsystem.jacklist.jp

����������������������

東京都港区赤坂 2-13-8-405東京都港区赤坂 2-13-8-405
카카오ID:ikedaaria2627

★결혼비자 불법체류자 여권 분실하신 분 가능

★영주・정주・귀화

★경영관리 비자・비지니스 비자

★회사설립

★기타 각종 비자 신청 및 미국 비자

★음식점 및 풍속 허가 신청 고물상 허가 신청

★한국의 이혼수속 한국 변호사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구 호적등본 영사관 발급 대행

★결산 세금신고 세무사

★토요일・일요일 상담가능

★중국어 호적번역

★호적 및 각종 서류번역

★결혼비자 불법체류자 여권 분실하신 분 가능

★영주・정주・귀화

★경영관리 비자・비지니스 비자

★회사설립

★기타 각종 비자 신청 및 미국 비자

★음식점 및 풍속 허가 신청 고물상 허가 신청

★한국의 이혼수속 한국 변호사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구 호적등본 영사관 발급 대행

★결산 세금신고 세무사

★토요일・일요일 상담가능

★중국어 호적번역

★호적 및 각종 서류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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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컨설팅

070-5088-8044090-7801-8044070-5088-8044090-7801-8044
TEL: 03-6384-2755FAX: 03-6384-2756

찾아오시는 길
위치: 지하철 마루노우치센 신주쿠 교엔마에역에서 하차 1번출구에서 1분거리

〒160-0022　東京都新宿区新宿2-2-10サニープラザ新宿御苑503

☆귀화신청(국적�취득)☆영주권신청☆정주권�신청☆재류자격인정・취득・갱신・변경�등의�신청

☆상륙특별�허가�신청(강제�추방된�후�재입국)☆불법체류자의�재류특별허가�수속(결혼비자)☆불허가�후의�재신청    ☆경영관리�비자�취득

☆각종�이유서, 사유서�작성, 공증서류�작성�인증절차

090-7801-8044

출장상담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http://cafe.naver.com/futabacon한글전용 블로그

ふたばコンサルティングふたばコンサルティング
〒183-0044 東京都府中市日鋼町 1-3

090-1040-4010

結婚 相談所

(日韓国際結婚専門)

初婚·再婚専門
２０代～６０代まで

パーティー&イベント有り

相談料無料
秘密保障

damoa62 choweole62 
友達登録お願いします♥

10万人会員の日本ブライダル連盟&良縁ネット正規加盟店で、
安心･信頼･高い成婚率の結婚相談所です。

10万人会員の日本ブライダル連盟&良縁ネット正規加盟店で、
安心･信頼･高い成婚率の結婚相談所です。

18 | 광고문의 T. 03-6273-9900



컨설팅컨설팅

070-5088-8044090-7801-8044070-5088-8044090-7801-8044
TEL: 03-6384-2755FAX: 03-6384-2756

찾아오시는 길
위치: 지하철 마루노우치센 신주쿠 교엔마에역에서 하차 1번출구에서 1분거리

〒160-0022　東京都新宿区新宿2-2-10サニープラザ新宿御苑503

☆귀화신청(국적�취득)☆영주권신청☆정주권�신청☆재류자격인정・취득・갱신・변경�등의�신청

☆상륙특별�허가�신청(강제�추방된�후�재입국)☆불법체류자의�재류특별허가�수속(결혼비자)☆불허가�후의�재신청    ☆경영관리�비자�취득

☆각종�이유서, 사유서�작성, 공증서류�작성�인증절차

090-7801-8044

출장상담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http://cafe.naver.com/futabacon한글전용 블로그

ふたばコンサルティングふたばコンサルティング
〒183-0044 東京都府中市日鋼町 1-3

090-1040-4010

結婚 相談所

(日韓国際結婚専門)

初婚·再婚専門
２０代～６０代まで

パーティー&イベント有り

相談料無料!!
秘密保障!!

damoa62 choweole62 
友達登録お願いします♥

10万人会員の日本ブライダル連盟&良縁ネット正規加盟店で、
安心･信頼･高い成婚率の結婚相談所です。

10万人会員の日本ブライダル連盟&良縁ネット正規加盟店で、
安心･信頼･高い成婚率の結婚相談所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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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전화 0120-9999-19 03-5812-8989무
료

유
료0120-9999-19 03-5812-8989

세계인의 건강을 위한 120여년의 철학, 대한민국 대표 홍삼 브랜드 ‘정관장’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낸 당신께, 홍삼의 에너지로 건강한 기운을...

2,138\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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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정 에브리타임 고려인삼차 티플러스 홍삼원

상품번호 상품번호 상품번호

(10mL×11개입)×3상자

3g×20개입

100ml×10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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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은 불법업소나 성매매광고, 특정인물을 수배하는
광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각종 광고의 의뢰는 전화, 핸드폰(카카오톡), E-mail 등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광고내용은 고객님의 권리보호 및 서비스
개선차원에서 이력이 남을 수 있는 메세지로 받고 있습니다]

4. 디자인 작업

3. 입금

2. 광고내용 전송

1. 문의

ミツイスミトモ キンシチョウシテン
三井住友銀行  
普通 7516296 社名  ﾀﾞﾝﾐ(ｶ      Danmee ㈱

錦糸町支店

월 광고 접수와 입금은         월         일까지 입니다07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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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전화 0120-9999-19 03-5812-8989무
료

유
료0120-9999-19 03-5812-8989

세계인의 건강을 위한 120여년의 철학, 대한민국 대표 홍삼 브랜드 ‘정관장’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낸 당신께, 홍삼의 에너지로 건강한 기운을...

2,1382,138 2,5712,5715,9405,940

홍삼정 에브리타임 고려인삼차 티플러스 홍삼원

상품번호 상품번호 상품번호

(10mL×11개입)×3상자

3g×20개입

100ml×10개입

허가받지 않은 불법업소나 성매매광고, 특정인물을 수배하는
광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각종 광고의 의뢰는 전화, 핸드폰(카카오톡), E-mail 등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광고내용은 고객님의 권리보호 및 서비스
개선차원에서 이력이 남을 수 있는 메세지로 받고 있습니다]

4. 디자인 작업 ����������������������

3.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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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고내용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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ミツイスミトモ キンシチョウシテン
三井住友銀行  ��

�� 普通 7516296 社名  ﾀﾞﾝﾐ(ｶ      Danmee ㈱
錦糸町支店

월 광고 접수와 입금은         월         일까지 입니다07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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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아시안클리닉

1

도쿄대의대 전문의의 안전한 성형과
객관적 조언!
0120-070-901

090-9102-1164 (한국어 전용)

     해외송금2

03-4570-2220 / 080-4119-4700

보다 싸게! 보다 빠르게! 
보다 안전하게!

•하나송금

03-5468-8135

080-4358-0159 (한국어)

비자문제, 세무문제 수년간의실적과
노하우로 해결!

•KAN 행정서사 사무소

03-5850-3981 / 080-4202-2022

불법체류자 재류특별수속
각종비자 상담!

•이이다 행정서사 법무사무소

03-3505-5788 / 090-4705-9133

영주, 귀화, 각종 행정 업무 상담 및
풍속허가 신청!

•오세인 행정서사 사무소

한국<->일본!
매월 저렴한 할인 항공권 다수보유

•조은 여행사

점포 내・외장 공사, 카페 레스토랑
인테리어 상담환영

•대풍건축

점포 홈페이지 및 점포오픈 컨설팅!
•긴자마트

다양한 사이즈의 간판 및 메뉴판
라이타, 찌라시 제작!

•리드재팬

시즈오카 골프장 예약 및 숙박!
여행자 게스트하우스 운영!

•뉴스토리

명품 고가 매입 및 최저가 판매!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결혼상담!
비밀보장

•다모아 결혼 상담소

한국 & 전세계 할인항공권을!
추천할인 상품 갱신 중

•저스트 여행사

03-5838-2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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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묻지않고 귀신같은 점사로 한국
에서도 이름난 대명신당

•천신대명신당

종교・무속인

손세정기 및 아이디어 상품
다이아몬드 페인팅

•비즈카페

코로나 예방 손 소독용 알콜
•허브넷

어머니 손맛으로 유명한 오카치마치 최고의
한국요리 가게

•시골집

쇼핑

음식점

인테리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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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5273-6018

최고의 환율로 빠르고 안전하게!
•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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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아시안클리닉
도쿄대의대 전문의의 안전한 성형과
객관적 조언!

090-9102-1164 (한국어 전용)

해외송금

보다 싸게! 보다 빠르게! 
보다 안전하게!

•하나송금

080-4358-0159 (한국어)

비자문제, 세무문제 수년간의실적과
노하우로 해결!

•KAN 행정서사 사무소

불법체류자 재류특별수속
각종비자 상담!

•이이다 행정서사 법무사무소

영주, 귀화, 각종 행정 업무 상담 및
풍속허가 신청!

•오세인 행정서사 사무소

03-5291-7451 / 080-5403-7451

한국<->일본!
매월 저렴한 할인 항공권 다수보유

•조은 여행사

0467-53-9378 / 080-4723-1600

점포 내・외장 공사, 카페 레스토랑
인테리어 상담환영

•대풍건축

03-6380-3132

점포 홈페이지 및 점포오픈 컨설팅!
•긴자마트

03-5808-1771

다양한 사이즈의 간판 및 메뉴판
라이타, 찌라시 제작!

•리드재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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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1040-4010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결혼상담!
비밀보장

•다모아 결혼 상담소

03-6871-9212

한국 & 전세계 할인항공권을!
추천할인 상품 갱신 중

•저스트 여행사

손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용제일주의! 국제, 국내 이사

•에이스 글로벌 익스프레스

인터넷 + 전기 + 가스 동시 신청 가능
•주식회사 허브넷

초고속 인터넷 신청접수 및 
무선인터넷 렌탈

•한솔 텔레콤

와이파이・유심・휴대폰 렌탈전문점
070 인터넷 전화

•에이스 종합통신

이사・인터넷

김장김치처럼 신선한 맛을
자랑하는 옥김치

•순농원 옥 김치

•장터 오사카점
•장터 신오오쿠보점

식품

비자 고민! 세무 상담! 번역!
재일 한국인의 든든한 벗

•바로바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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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8844-3748

어머니 손맛으로 유명한 오카치마치 최고의
한국요리 가게

•시골집

쇼핑

11 음식점

인테리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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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환율로 빠르고 안전하게!
•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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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구독은 6개월 기준 무료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문의주세요!)

코로나 감염증에 의한
일본 입국안내(5/16)
【미즈기와에 관한 지정국 · 지역 일람 2022년 5
월 16일 시점】

1. 5월 16일 추가 지정: 검역소 숙박시설에서의 
대기기간 변경
<5월 17일 0시 이후 적용 개시>
3일간 대기 → 대기 없음 : 한국

2. 미즈기와에 관한 지정국 · 지역 일람
ㄱ. 검역소 숙박시설에서의 10일간 대기조치 대
상국·지역 (0개국) → 없음
ㄴ. 검역소 숙박시설에서의 6일간 대기조치 대상
국·지역 (0개국) → 없음
ㄷ. 검역소 숙박시설에서의 3일간 대기 (※)조치
대상국·지역 (6개국) → 이집트, 파키스탄, 불가
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오스, 러시아 전토

※ 백신 3차 추가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검역소 
숙박시설에서 3일간 대기를 요구하며, 본 시설
에서 받은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퇴소 후의 자
택등 대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요건을 충
족하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는 백신 
3차 추가 접종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7일간
의 자택등 대기를 요구하지만, 입국 후 3일째 이
후에 자발적으로 받은 검사의 음성 결과를 후생
노동성에 신고한 경우, 후생노동성의 확인 후의 
자택등 대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2월 24일, 2022년 3월 이후의 입국
에 관한 새로운 조치가 발표된 것으로, 주대한민
국일본대사관 사이트에 기재된 공식내용을 토대
로 정보전달만을 목적으로 함을 밝힙니다.】

6월 이후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 부
탁드립니다.   

<일본에 입국 예정이신 모든 분에 대해>

１．외국적 신분의 신규 입국자
이 조치에 대해 「외국인의 신규 입국 제한의 재검
토」를 해 관광 목적 이외의 목적에 의한 외국인의 
신규 입국이 인정되게 됩니다.
2．대상자

ㄱ. 상용·취업 등 목적
의 단기 체재 (3개월 이
내)
ㄴ. '장기간의 체재' 신
규 입국자 (※ 관광목적 
이외가 대상이 됩니다.)

３．사증 신청 접수
2022년 2월 25일 (금)～

4. 사증신청에 필요한 절차 (「접수필증」의 취득)
일본내에 소재하는 초청 기관/단체의 책임자가
가, 후생 노동성이 운영하는 「입국자 건강 시스
템 (ERFS)」에 사전 신청을 완료해, 「접수필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증 신청시에는, 이 「
접수필증」에 더해, 입국 목적에 따른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증신청시 필요한 서류
ㄱ. 단기 체류 (상용 및 취업 목적)
일본에 출장하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조인, 애
프터서비스, 선전, 시장조사 등 일본 체류 기간이 
90일 이내로 보수를 수반하지 않는 활동
(가). 사증신청서(영어/한국어) (나). 여권 (다). 
체재예정표 (라). 초청사유서 (마). 신원보증서  (
바). 도항 비용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금융
기관 발행의 계좌거래 내역서(직전 3개월분) 또
는 출장명령서, 파견장 등 (사). '접수필증' ※ 상
기 4에서 발행된 것 (아).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
본 또는 주민등록증(양면) 중 하나의 사본 1통 - 
한국 이외의 국적이신 분은 외국인등록증의 앞뒤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ㄴ. 중장기 체류 목적
(가). 사증신청서(한국어/영어) (나). 여권 (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 원본 및 사본 1통 (라). 초
청에 관한 기관/단체 측 문서 ※체류자격 인정증
명서의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만 필요 (마). '접수필증' ※ 상기 4에서 발
행된 것 (바). 상기 (아)와 동일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press/

release/press4_009365.html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안내자료】

h t t p s : / /www. k r. emb - j a p an . go . j p /wha t /
news_20220225_immigra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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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 여름
우리의 음악

@BZmusic

Start at June 2022

추억의 그시절부터
트렌디한 현재까지

여름하면 떠오르는  음악!

조용필
����������

1980'S1980'S

1985년에 발매된 조용필 7집 앨범
에 실려있는 '여행을 떠나요'는 각종
여행지에서 수없이 들려오는 시원한
멜로디의 인기 곡으로, 대한민국 국민
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최근에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 하기
도 했다.

1985년에 발매된 조용필 7집 앨범
에 실려있는 '여행을 떠나요'는 각종
여행지에서 수없이 들려오는 시원한
멜로디의 인기 곡으로, 대한민국 국민
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최근에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 하기
도 했다.

1970'S

키보이스
����������

키보이스는 1960~1970년대 활동한
5인조 록밴드다. 해변으로 가요라는
곡은 1970년에 발표하여, 보컬그룹 경
연대회에서 최고 인기상을 수상하기
도 하였다. 또한 1990년대 DJDOC가
리메이크를 하기도 해서 2030세대
에게도 익숙한 곡이다.

키보이스는 1960~1970년대 활동한
5인조 록밴드다. 해변으로 가요라는
곡은 1970년에 발표하여, 보컬그룹 경
연대회에서 최고 인기상을 수상하기
도 하였다. 또한 1990년대 DJDOC가
리메이크를 하기도 해서 2030세대
에게도 익숙한 곡이다.

송창식
�������
송창식
�������

1970'S1970'S

1975년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휴
양지로 '동해'가 급부상하면서 동해를
소재로 한 노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
는데, 그 대표적인 히트곡이 송창식의
 '고래사냥'으로 꼽힌다. 시원한 창법
과 멜로디가 인기를 모았다.

1975년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휴
양지로 '동해'가 급부상하면서 동해를
소재로 한 노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
는데, 그 대표적인 히트곡이 송창식의
 '고래사냥'으로 꼽힌다. 시원한 창법
과 멜로디가 인기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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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이스는 1960~1970년대 활동한
5인조 록밴드다. 해변으로 가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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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였다. 또한 1990년대 DJDOC가
리메이크를 하기도 해서 2030세대
에게도 익숙한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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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에서 최고 인기상을 수상하기
도 하였다. 또한 1990년대 DJDOC가
리메이크를 하기도 해서 203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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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S1970'S

1975년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휴
양지로 '동해'가 급부상하면서 동해를
소재로 한 노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
는데, 그 대표적인 히트곡이 송창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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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휴
양지로 '동해'가 급부상하면서 동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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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S

이정석
����������

'여름날의 추억'은 경쾌한 리듬과 대
비되는 쓸쓸하지만 공감되는 가사로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는 추억의 가
요다. 그 당시 KBS 가요 TOP10에서
4주 1위를 했던 노래이기도 하다. 드
라마 응답하라 1988의 삽입곡으로도
알려져 있다. 

'여름날의 추억'은 경쾌한 리듬과 대
비되는 쓸쓸하지만 공감되는 가사로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는 추억의 가
요다. 그 당시 KBS 가요 TOP10에서
4주 1위를 했던 노래이기도 하다. 드
라마 응답하라 1988의 삽입곡으로도
알려져 있다. 

�������������

송창식
�������
높은음자리
���������

1980'S1980'S

1975년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휴
1985년도 대학가요제에서 '바다에
누워'로 우승을 차지한 높은음자리는
부산 동의대 재학생이었던 김장수,
임은희로 구성된 혼성 듀엣이다. 같
은 고향 출신 시인 박해수의 시 <저
바다에 누워>에 멜로디를 붙인 '바다
에 누워'는 은유와 비유로 1980년대
의 어둡고 답답한 시대상을 담아내
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1975년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휴
1985년도 대학가요제에서 '바다에
누워'로 우승을 차지한 높은음자리는
부산 동의대 재학생이었던 김장수,
임은희로 구성된 혼성 듀엣이다. 같
은 고향 출신 시인 박해수의 시 <저
바다에 누워>에 멜로디를 붙인 '바다
에 누워'는 은유와 비유로 1980년대
의 어둡고 답답한 시대상을 담아내
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1990'S

쿨
���������

그룹 쿨(COOL)의 여름 대표곡 '해변
의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여름'하면
생각나는 노래로 꼽는다. 90년대에
많은 히트곡을 양산하며 사랑받은 혼
성그룹 쿨은 매력적인 음색으로 발라
드, 댄스곡 모두 섭렵하며 여름철 음반
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그룹 쿨(COOL)의 여름 대표곡 '해변
의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여름'하면
생각나는 노래로 꼽는다. 90년대에
많은 히트곡을 양산하며 사랑받은 혼
성그룹 쿨은 매력적인 음색으로 발라
드, 댄스곡 모두 섭렵하며 여름철 음반
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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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광고문의 T. 03-6273-9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