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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아가씨 모집출장아가씨 모집
080-4261-6868

* 수입 150~250 (와리비키 전액 가게가 부담)
* 가족같은 분위기(아가씨들 리피트`no.1)
* T.O가 빨리 차니 일단 전화문의 주세요.

카톡라인면접可
아이디:jinyoo68

急
카톡라인면접可
아이디:jinyoo68

急

출장아가씨 모집
080-4261-6868

* 일일체험,시간별 아르바이트도 가능

運転手募集 短時間アルバイトOK

동경(신주쿠,이케부쿠로,신바시)과
지방에 다수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면접 후

원하시는 곳으로 배치해 드립니다.

(희망자에 한해 동경↔지방 도중 이동으로
  신인으로 밀어 드립니다.)
(희망자에 한해 동경↔지방 도중 이동으로
  신인으로 밀어 드립니다.)

* 일일체험,시간별 아르바이트도 가능

동경(신주쿠,이케부쿠로,신바시)과
지방에 다수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면접 후

원하시는 곳으로 배치해 드립니다.

* 수입 150~250 (와리비키 전액 가게가 부담)
* 가족같은 분위기(아가씨들 리피트`no.1)
* T.O가 빨리 차니 일단 전화문의 주세요.

運転手募集 短時間アルバイトOK

9월 오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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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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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쿠리 차량 운행♥숙소 완비♥인터넷 사용 가능
남자 스탭 덴쪼 모집

카카오톡 ID: ksy7678
문의는 오전 11시이후로 부탁드립니다!



월간비지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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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름다워 지고 싶다!

24시간 전화 상담가능

090-1490-5454

완전 주름제거★

★얼굴을 작게 해드립니다★

보톡스, 콜라겐, 히아론산, 메선
손/ 얼굴 2만엔 부터~★가슴빵빵/ 엉덩이

★★★★★★★★★★★★★★대박 세일★★★★★★★★★★★★★

턱라인 만들어 드립니다! 새로운 제품

★눈썹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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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방 급 구함

♥하루 5만엔 이상
♥나이:20~35세(어려보이고 날씬하신 분 OK)
♥코스도 잘 나오고 단골손님 많은 가게
♥단기 알바 가능★료1인1실(인터넷 와이파이)
♥상담전화 기다립니다★교포환영

♥수입: 180만엔 이상
♥나이: 20~35세(어려보이고 날씬하신 분 OK)
♥코스도 잘 나오고 단골손님 많은 가게
♥단기 알바 가능★료1인1실(인터넷 와이파이)
♥상담전화 기다립니다★교포환영

♥나이: 20~35 ♥수입: 180~250
♥영업시간: 11시~4시 ♥1인1실(개인방)

♥불경기 없이 연중 항상 고정된 고수입 경험해보세요!♥

한
국

일
본

♥불경기 없이 연중 항상 고정된 고수입 경험해보세요!♥

♥나이: 20~35 ♥수입: 180~250
♥영업시간: 11시~4시
★고급 맨션 완비★사진 촬영 없음★

★한국언니•교포언니 모두 대환영★

♥나이: 20~35 ♥수입: 180~250
♥영업시간: 11시~4시 ♥1인1실(개인방)

VIP7770VIP7770

010-9657-3310 090-7470-6728090-7470-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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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人
運転手募集

조선족
전화방 구함080-6778-5391

수입 : 150~250만엔 나이 : 20~35세까지

위치 : 도쿄도내, 지방 선택가능

관광비자 한국 조선족 몽골 학생알바 환영

가슴크고 어리며 몸매 이쁘신 분

돈 많이 버실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 하실 수 있습니다

고급 손님이 많아 코스 잘 나옵니다

부담없이 전화 주세요

수입 : 150~250만엔 나이 : 20~35세까지

위치 : 도쿄도내, 지방 선택가능

관광비자 한국 조선족 몽골 학생알바 환영

가슴크고 어리며 몸매 이쁘신 분

돈 많이 버실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 하실 수 있습니다

고급 손님이 많아 코스 잘 나옵니다

부담없이 전화 주세요

日本人
運転手募集

조선족
전화방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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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아가씨 모집출장 아가씨 모집

090-9382-4806090-9382-4806090-9382-4806日本人
運転手募集

나이: 20~40세(어려보이면 OK)
수입: 130~150★시간: 11~4시
위치: 도쿄근교★1인 1실
일본어 필수★사진 면접
스타일 좋고 일 잘하는 언니들만 전화주세요~

나이: 20~40세(어려보이면 OK)
수입: 130~150★시간: 11~4시
위치: 도쿄근교★1인 1실
일본어 필수★사진 면접
스타일 좋고 일 잘하는 언니들만 전화주세요~

아르바이트 가능

운전수 소개해 주신분께
소개비 드립니다

11월호 광고
10월 15일

080-4144-2192

1515
10월 15일



메선 등등...080-3565-9373100%
출장 가능

주름을  확 펴드립니다주름을  확 펴드립니다

처진 턱 처진 얼굴  ・ 입 고양이 주름 눈밑 주름

여러가지 방법으로30년의 노하우로

 15년에서 20년 젊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1 万円부터~)
●줄기세포 천연 고기능(한방 침)화장품을 이용한 얼굴 마사지 5,000엔

●반영구 눈썹

100%
출장 가능 080-3565-9373 금실

080-9715-7972

출장 아가씨 모집
수입: 거짓없이 130에서 150!!

20~40세!♥어려보이고 날씬하면 OK
일 잘하고 착한언니들만 전화주세요！

사진면접 필수♥광고 많이 나갑니다
코스 잘 나옴 H코스♥日本人運転手募集

출장 아가씨 모집

090-5540-3421

출장 아가씨 모집

090-5540-3421

나이: 20~40대후반까지♥수입: 100~200만엔
시간: 10~4시까지♥카톡/ 라인 OK
아르바이트 가능♥관광비자 OK♥료 완비
열심히 돈 버실 분들 편한 마음으로 전화주세요!

나이: 20~40대후반까지♥수입: 100~200만엔
시간: 10~4시까지♥카톡/ 라인 OK
아르바이트 가능♥관광비자 OK♥료 완비
열심히 돈 버실 분들 편한 마음으로 전화주세요!

월간비지  | 103월간비지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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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445-9696 사진면접 라인 ID
azaaza88

지역에서 진상 아니고 질높은 단골손님 빵빵하게 잡고 있는 가게입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레벨 높은 손님들과 만나실 수 있어요! 

각코스 2,000엔씩 더 받는 아가씨들도 있어서 수입은 더 많이 될 수도 있어요!
와리비끼가게부담! 하이코스 있는 지역도 있음! 자세한건 전화 주세요~

수입: 기본 130만엔♥나이:~35세♥영업시간: 12시~새벽 3시

출장 아가씨 모집출장 아가씨 모집♥♥♥♥♥♥♥♥공원 룸 제

출장 아가씨 大모집

日本人運転手募集

090-8332-7056

시코쿠 다카마츠

일 잘하시고 늘씬한 언니들 연락주세요!
운전수 항시대기♥깨끗한 료 완비

★日本人店長求人★
寮完備 ・受付可能な方優待 ・週１~２回休み

일 잘하시고 늘씬한 언니들 연락주세요!
운전수 항시대기♥깨끗한 료 완비

카카오톡 ID: bebe2277
시코쿠 다카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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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아가씨 모집♥

스타일 좋고 날씬하고 성격 밝은 아가씨들 빨리 전화주세요!
열심히 같이 일 해 줄 아가씨 원해요~~^^

위치: 신오쿠보★수입: 100~120 
나이: 40세까지★시간 조절 가능★아르바이트 환영

080-7825-9598hee7704

시간: 11~3시♥료: 1인1실
                        ♥사진면접필수
한명 만 구합니다 
나이: 어려보이면 OK

출장 아가씨 모집

080-1590-2147

출장 아가씨 모집

080-1590-2147

시간: 11~3시♥료: 1인1실
                        ♥사진면접필수
한명 만 구합니다 

(교포사절)(교포사절)

나이: 어려보이면 OK

090-2161-3338

출장 아가씨모집

노력한 만큼 벌 수 있는 가게 입니다! 돈 버실 생각 있으신 언니분들 환영합니다!

    *사진면접 봅니다.*

출장 아가씨모집

090-2161-3338

나이:20~35세 (스타일 좋은 분 대환영)
위치: 도쿄에서 40분거리(이바라키켄)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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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장 아가씨 모집 
수입:150~220만엔 이상

店長

080-6717-6700

출장아가씨 급모집

080-8817-7100

♥나이:20세-40세 
♥수입:150만엔 이상
♥깨끗한 1인 1실·료, 와이파이, 인터넷 완비
♥운전사 숙소 별도 
♥사무실 별도· 가족적인 분위기
♥손님들 순하고 큰 코스 잘나옴

출장아가씨 급모집

080-8817-7100

출장아가씨 급모집

080-8817-7100

♥나이:20세-40세
♥수입:150만엔 이상
♥깨끗한 1인 1실·료, 와이파이, 인터넷 완비
♥운전사 숙소 별도 
♥사무실 별도· 가족적인 분위기
♥손님들 순하고 큰 코스 잘나옴

*오후3시 이후에 문의*

크라브 지마마 모집
★ 덴쪼 모집 ★
광고 장기 유효

080 - 9373 - 5678

긴자 아가씨 모집

*오후3시 이후에 문의*
080 - 9373 - 5678

긴자 아가씨 모집
크라브 지마마 모집

★ 덴쪼 모집 ★
광고 장기 유효



월간비지  | 107

사진있으신 분은 지참해주세요!
면접 후 보장 있음♥뚱뚱한 분은 죄송합니다!
위치: 도치기켄♥수입: 80-120(70 보장)
날씬하시고 서비스에 자신 있으신 분
아르바이트 모집♥관광비자, 교포환영
다른 가게 보다 방이 예쁘고 넓습니다
개인당 1실, 주인과 따로 삶
세금 내고 하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 할 수 있는 가게입니다!

교포전용
덴쪼모집

 올바디 에스테

男店長
募 集

한국 에스테한국 에스테
♥수 입 : 90만엔 이상~보장
♥위 치 : 도쿄 JR 오카치마치
♥시 간 : 12시~24시 
♥나 이 : 20~35세
♥아카스리•오일•지압
♥성실하신 분만 모십니다

080-3573-1713080-3573-1713
080-6570-5533080-6570-5533

수입
확실 보장

♥♥

일본인이 경영하는 가게
運転手
 募 集

도쿄에서 40분 거리 

에스테 매매
장소: 東京都スカイツリー駅から 2 分
        亀戸駅から 8 分 / 曳舟駅からすぐ
매매가: 280(급하게 내놓는 관계로 절충가능)

야찡: 15만 8천엔

방3/ 대기실 2/ 주방1/ 샤워실1/ 시설 완비

구체적인 상담은 전화로 주세요!

동시 아가씨 모집

090-3451-6382
+86-159-8137-7268( 中国 )

에스테 아가씨 모집

090-5354-0309
090-9353-1498

장소: 이와키시
수입: 70~120
시간: 오후 4시~아침 4시
날씬하고 일 열심히 하는
아가씨들 전화 부탁 합니다

덴쪼
모집



영업시간시

나이

일본어중급이상

어려보이시는분환영

비자없으신분♥관광비자사절

출장아가씨모집



영업시간시

나이

어려보이시는분환영

비자없으신분

관광비자사절

출장아가씨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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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쪼
모집

에스테 아가씨 모집

090-6528-1266

에스테 아가씨 급 모집
 나이: 20대~40대/ 수입: 70~80

위치: 도쿄도/ 교포환영
★여자덴쪼모집★

예쁜아가씨들 전화주세요!
가족처럼 일 하실 아가씨 환영합니다

070-2686-3191

위치: 이케부쿠로역에서
세이부센 타고 급행 16분

히바리가오카 에끼 미나미구찌에서 2분 
리소나은행 옆 건물

히바리가오카 프라자 207 호 이이도모
29년 된 스낙크/ 료 있음 1분거리
성실하고 젊어 보이는 명랑한 분 환영

스낙크 아가씨 모집스낙크 아가씨 모집
위치: 이케부쿠로역에서
세이부센 타고 급행 16분

히바리가오카 에끼 미나미구찌에서 2분 
리소나은행 옆 건물

히바리가오카 프라자 207 호 이이도모
29년 된 스낙크/ 료 있음 1분거리
성실하고 젊어 보이는 명랑한 분 환영

090-1840-0973090-1840-0973
042-423-7400042-423-7400

에스테 일반 맛사지 아가씨 모집 

나이: 20~40세 까지(어려보이면 OK)

출퇴근 가능, 아르바이트 가능

수입: 에스테 100~150(여성 점장 모집)
         일반 맛사지 80~90

출장 아가씨모집♥전화방 알바모집

면접 후 보장가능

080-1055-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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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아가씨장기모집

‒‒

숙식제공
시간낮시밤시
장소요코하마간나이

나이세까지
수입만이상

080-3608-6649
010-6802-6649

卍 대성사卍 대성사卍 대성사

상

괘

점

사

주

신

수

궁

합

영

점

・신점 봅니다・

080-3608-6649
010-6802-6649
080-3608-6649
010-6802-6649
카톡 kimjae0202
일본 전국 출장 가능

에스테 매매
야마나시켄 코후시

방 3/ 아카스리 2/ 큰방 1 

큰주방(살림하기 최적함)

손님대기실 1/ 4층건물 1층

매매가：120만★야칭：15만 5천엔

동시 콜 에스테 아가씨 모집

080-6952-5858

나이: 20-40세까지
위치: 동경도내 가게 여러곳
수입: 80이상
단골손님 많음
수입되는 가게

에스테 아가씨 모집 

090-4248-0837

店長
募集



11월호 광고

・080-4144-2192

1515

10월 15일10월 15일

가족같이 일해요!
수입: 70이상/ 동경 카마타

30대, 40대

3, 4일 알바도 가능해요!

교포환영

 

에스테 스탭 모집

080-9975-4676

♣승현 정체원♣

1, 2 호점 직원모집

090-4387-8753

위치: 오오쿠보역 北口 도보 1분
24시간 영업・료 있음

남녀 구함
초보자 가르쳐드림

에스테 아가씨 모집
위치: 도치기켄 아시카가시
수입: 100에서 120

나이: 40세까지
날씬하고 어려보이면 OK

080-5016-6692

080-5168-8868 

일반 맛사지
아가씨 모집 

교포
환영

위치: 나고야역에서 10분 거리
나이: 35세~45세 까지
시간: 1시~12시까지
수입: 45-60만 좌우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에 가족처럼 일 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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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 아가씨 모집

080-5063-3960

위치:千葉県
비자없는 분, 있는 분 안전 100프로 보장

수입: 70만~100만엔
나이: 20~45세 좌우

20대에서 50대까지
오일, 정체하실 수 있는 분
위치는 신오오구보역에서 1분
월 40~50만엔 정도/ 식사해결 됩니다

스타프 여자 모집합니다

090-2568-0707

오일맛사지 코스 많음

오전 10시~밤10시까지
오후 3시~새벽4시까지

수입: 35~45까지/ 55세까지
30보장/ 야근수당 + 료 무료

도쿄 오츠카역

아카스리•림파맛사지•세타이

080-2349-4321

지금까지 보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신비로운 세계를 경험하세요!
상대방의 마음, 성격, 운명, 미래 등

당신이 궁금한 모든 것을 대답해 드립니다!

타로★주역★차크라 카드

080-5467-3887100%
출장 가능

卍성란사 3,000엔부터

§§

나이:45세 까지★아르바이트 OK
수입:70-90만엔 이상  
신주쿠에서 10분 거리되는 역에서 1분

日本人
店長募集

080-6874-3755

스낙크 아가씨 모집

090-7411-3331

위치: 이바라키켄/ 료 완비

월급: 10,000~/ 20~45세까지
빠찡코 x/ 뚱뚱이 x

함께 일하실 분

출장 아가씨 모집

050-5317-8579

나이: 20-40세/ 시간: 10-4시까지 

수입: 70-130만엔/ 1인1실, Wi-Fi 인터넷 완비 

일본인 경영하는 허가있는 안전한 미세

日本人ドライバー募集 / 한국인 교포도 환영

080-5687-3678

아로마 학원

일본 내각부
内閣府認証 http://7201.jp

東京、神田、大塚  아로마 세라피스트 모집 

국내 내각부 인정
맛사지, 정체원, 살롱
                         
점포계약, 인터넷 광고

평생의
필수 자격증

에스테 아가씨 급구

080-8105-5939

오차노미즈 부근/ 40세까지

아카스리, 오일맛사지/ 아르바이트도 가능

수입: 60이상/ 조선족 교포 대환영

가족같은 환경에서 맘 편히 일 하실 분 전화 많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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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 아가씨 모집
장소: 오사카/ 수입: 100~120만이상
나이: 20~40까지/ 아르바이트 구함
열심히 일 하실 분 연락주세요!
080-5703-7780

090-7832-8119

에스테 아가씨 모집
위치: 치바

맛사지 못해도 젊어보이면 OK

에스테 일반 아가씨 모집

009900--55330066--55664444

::  0 온천지대90만 보장 음
위치:   나가 보  가
0 가 보

  없 전 가
가 위 주

인터넷 완비
한국 TV가능

에스테 아가씨 모집

080-1238-9632

위치: 사이타마켄 
나이: 20-45까지(어려보이면 OK)
수입: 70만엔 / 아르바이트 가능
맛사지 아카스리 잘하시는 분

 *  *
교포
환영

일반 맛사지 아가씨 모집

080-3617-6467

기후시 나고야역에서  30분 거리
나이: 20~46까지/ 수입: 40만엔 부터

영업시간: 12시~24까지
보장가능/ 교포환영

주3,4일 아르바이트 가능

090-9613-5047

일반 에스테 아가씨 모집
♥위치: 칸사이 지역
♥월수입: 60~80만엔
♥나이: 23~45세 미만
경찰문제 없음★초보자 환영

에스테 아가씨 모집
위치: 사이타마켄♥시간: 5시~3시
나이: 45세까지♥물바디 있음
뚱뚱하지 않고 어려보이는 분

080-6512-6314
일 할 수 있는 이모 덴쪼 모집

에스테 아가씨 모집

080-5084-2488

위치: 아이치켄♥수입: 100~150
나이: 40세까지♥혼방 없음

시간: 3시에서 3시까지
일반맛사지 아가씨도 모집 가게 2곳

올바디 가게★아가씨 모집: 100보장올바디 가게★아가씨 모집: 100보장
덴쪼구함

이바라키켄/ 조용한 시골입니다

데이트 스나크 아가씨
모집합니다!

스나크 아가씨 모집

080-2378-6888전화
주세요!

 

090-1672-1658

에스테 아가씨 모집
나이: 43세까지 어려보이면 OK

수입: 80-100이상
위치: 나고야에서 반시간

시간 : 2시-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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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문신, 검버섯 빼드립니다

전국 24시간 출장
상담 가능합니다

080-4256-1332

080-5400-2333

에스테 아가씨 모집
도쿄 가와구찌에끼에서 2분

45세까지/ 아카스리 맛사지 가능한 분
수입: 50-60/ 면접후 보장

시간: 12-1시까지/ 출퇴근 가능
사우나, 경찰문제 없음/ 교포환영

 

 
덴쪼
모집

070-4397-5758
올바디: 80~120 
위치: 나고야
나이: 20~35세
에스테 아가씨 모집

에스테 아가씨 모집
위치: 나고야 시내안

수입: 90-100
허가증 있는 가게

080-4923-7798
편안한 환경에서 구속없이 일 할 분 전화주세요!

♣나이: 어려보이면 OK(40세까지)
♣배 나오신 분 미안합니다!
♣성실하신 아가씨, 이모 전화 많이 주세요!!

덴쪼이모 구함

에스테 아가씨 모집

080-4845-7007

新潟県 에스테 모집 
수입: 80~120/ 나이: 40초반까지/ 시간: 2~3시
조용한 시골에서도 많이 벌고 싶은
키작고 날씬한 아가씨 전화주세요

동시 덴쪼 모집

090-4612-8585

출장 아가씨

090-3210-0413

위치: 토야마켄
나이: 40세 까지

밝고 명랑한 아가씨 구합니다

돈 벌수 있는 가게
35~45세까지

에스테 아가씨 구함

090-1371-0222

에스테 아가씨 구함

090-1371-0222

에스테 아가씨 모집
위치: 아이치켄
수입: 90~120
날씬하고 일 잘 하시는 분

080-5299-6686

덴쪼모집

080-8824-5553

아카스리・지압・경락교육 및
100%취업알선(출장맛사지)

기쁨 소개소★남녀 각종 직업 소개
사쿠라 가까운 곳

민박하실 분

   ゆうちょ銀行 10100-49212651

야키니쿠・에스테・스낙크 매매알선・결혼비자소개
(스낙크, 크라브, 에스테 특별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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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 아가씨 모집

070-5543-1966

에스테 아가씨 모집

070-5543-1966

아줌마 소개소
아카스리♥식당이모

비자없는 아가씨 소개
수입되는 미세 사실 분

친절대응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090-3200-9441090-3200-9441

일자리 소개

090 8775 7652★080 4376 5050

에스테 아가씨 모집
위치: 토치기켄

수입: 80-100★나이: 20-45
어려보이고 날씬한 분 환영

에스테 아가씨 모집
위치: 아이치켄(가게 2곳)
수입: 70~120만엔(보장있음)
나이: 30~40세까지
시간: 오후 5시부터 라스트
날씬하고 성격좋은 분 연락 많이 주세요!

080-8440-0730

아르바이트
구함

에스테 아가씨 모집

080-5355-6667

수입: 80에서 90
나이: 20세부터 40세(어려보이면 나이있어도 OK)

위치: 나고야에서 15분거리
시간: 12시부터 2시까지/ 올바디 가게

편하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오래 일 할 수 있는 아가씨 대환영합니다

★출장 아가씨 모집★

090-3047-1818

야마나시켄 코후시/ 나이:  20세~40세
스타일 좋은 아가씨 성격 좋고

열심히 같이 일 하실 분 전화주세요!

에스테 아가씨 모집
위치: 나고야★수입: 80이상

나이: 43세까지★허가있는 가게 오픈
날씬하고 어려보이고

맛사지 서비스 자신있는 분

090-8550-9929

에스테 아가씨 모집  

090-2154-8919

  

  

 

삐끼 모집

에스테 아가씨 모집 

090-2154-8919

★수입:60-70★
★위치:치바★同时也招蒙古女孩★
★날씬한 아가씨 오세요!★

★수입:60-70★
★위치:치바★同时也招蒙古女孩★
★날씬한 아가씨 오세요!★

♥스낙크 아가씨 모집♥

090-7226-6694

위치: 고탄다
가족 같은 분위기로 오래 일할 수 있는 분
교포 환영/ 나이제한 없음/ 국적 상관없음

에스테 아가씨 모집 

090-7078-9468
한족, 초보자 환영 교포 전용

에스테 아가씨 모집 

090-7078-9468

위치: 동경 소부센★수입: 70~100
날씬하고 욕심있는 언니 환영
금, 토, 일 아르바이트 모집

40세이하/ 날씬하고 어려보이면 OK
수입: 50만엔이상/ 아르바이트 가능
아카스리 마사지 잘 하시는 분
마사지 가능/ 덴쪼 모집/ 교포환영

 

090-8214-2643

아가씨 모집위치: 오사카



스텝구함/ 학생알바 오케이
시간: 낮11-2시까지

위치: 신주쿠/ 나이: 20-45까지
초보자 가르쳐 드림

오일♥지압♥아카스리

080-4129-8966

(小顔コルギ、銀カッサ経絡、アロマリンパ)
일반 맛사지 가게  

  서비스 없음・위치: 나고야 사카에 
나이: 40세 초반 

시간: 낮12:00~밤12:00
비자 있는 분 (주숙 환영)

나고야에서 10년된 손님 많은 가게

090-6362-4654

한국 에스테
도쿄 고탄다에서 새로운 식구를 찾습니다

한국언니, 교포언니
영업시간은 저녁 8시에서 새벽 5시까지

수입은 걱정마세요!

090-2762-0852

지압•경락•아로마 림파•아카스리 
학원생 모집♥가게주숙 가능함
(小顔コルギ、銀カッサ経絡、アロマリンパ、整体、足裏)
아로마 자격증발급/ 타카다노바바역에서 3분
초보자 환영/ 銀カッサ판매(사용방법 교육)

03-6457-6897•080-4175-0979

여성 전용 아카데미
보충수강

일반 맛사지 아카스리 모집

090-3758-8989

위치:千葉県市川市行徳
나이: 40세 좌우/ 수입: 30만엔 좌우

시간: 오후8시~3시

아카스리 맛사지 자신있는 분

주 2~3일 알바 대환영

스나크 데이트 스탭모집

090-9527-1610

위치: 나가노시나가노역 도보 7분
시간: 8시~1시(요일,시간 상담가능)

료 완비/ 나이제한 없음
가족처럼 일 하실 용모 단정한 분 모집

전화 많이 주세요!

090-2094-5558

일반 맛사지 아가씨 구함
후쿠시마켄 이와키시

보장 가능
나이는 상관없지만 뚱뚱한 분 사절

장소: 동경 秋葉原에서 15분
수입: 70~80

시간: PM 2시~AM 3시
나이: 45세 전후 

에스테 아가씨 모집

070-5543-1966

월간비지  | 115

에스테 아가씨 모집
위치: 도치기켄 아시가카시
수입: 120이상/ 거짓없음

1달수입 보장/ 경찰문제 없음
초보자, 교포아가씨 환영

090-5439-6869

에스테 아가씨 모집
위치: 치바켄/ 시간: 6시~4시

수입: 50~ 90
날씬하고 일 잘하면 OK

인터넷 완비/ 가족 같은 분위기

090-1216-6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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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 매매

080-6167-2603

위치: 오사카(역에서 5분 거리)
방 4개, 아카스리실 2개

손님 대기실, 아가씨 대기실
매매가: 350만엔

아이치켄 나고야 아가씨 모집
수입: 80~100만엔

맛사지 서비스에 자신있는 분
어려보이면 OK/ 남,녀 덴쪼 모집합니다

영업시간 : 11시~2시까지

080-5194-5578

★위치: 오사카 시내                 

★수입: 70~80 (능력에 따라 그 이상도 가능)

★나이: 40세까지 (어려보이면 OK)

★시간: 11시~24시까지 (출근시간 가능 조절)

수입 확실 보장 가능합니다

착하고 열심히 돈 버실 분들 전화주세요 ^^

090-7993-8887 

고급 아로마 오일가게 아가씨 모집

에스테★스낙크 매매

080-8869-7888

위치: 후쿠시마켄♥관광지역♥마다카시 가능
에스테1) 야찡: 98,000엔/ 매매가: 90만엔
에스테2) 야찡: 80,000엔/ 매매가: 90만엔
스나크) 야찡: 70,000엔/ 매매가: 150만엔 (단골손님 많음)

위치: 오야마
방3개/ 샤워실/ 대기실

매매가: 100만엔(절충가능)

에스테 매매

080-6024-6168

데이트 가게
이바라키켄 오픈가게
참하고 명랑한 사람

날씬하면 나이관계 없음
080-2045-0060

090-1545-2597

아로마 맛사지 여성 모집
장소: 킨시쵸 미나미구찌
시간: 11-23시 (조절가능)

경력자 보장, 기본 월급 있음
아르바이트가능, 숙식가능
일반맛사지 한달 40 만엔

★신주쿠 Bar★

080-1272-2131

시간・요일 조절 가능
학생 알바 특별 우대
시급: 2,000~2,500

나이: 상관없음

080-5178-6092★080-5570-7987

위치: 후쿠시마켄 시라가와시
방4개, 아카스리실, 주방, 대기실

매매가: 150만엔
의향있는 분만 전화주세요! 

동시 아가씨도 모집합니다/ 나이 제한없음

에스테 매매
위치: 시즈오카시 역에서 2분거리

매매가: 180만엔
단골손님 많음

많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일반 마사지 가게 급매매

090-3306-3356



080-2482-0001

에스테 매매新潟県
매매가: 200

주방, 손님대기실, 아카스리, 샤워실, 방3개
가게 크고 깨끗하고 이뻐요 꼭 사실 분 전화주세요

절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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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타이・오일마사지(리라크제이션) 가게 매매

090-2255-2468

위치: 치바켄 이치하라시
세타이베드 4대/ 오일 마사지베드 2대

요모기무시 2대/ 주차장넓음/ 대기실있음
매매가격: 180만엔/ 야찡: 8만 2천엔

(조절가능)

에스테 매매

080-8219-4755

위치: 후쿠시마켄/ 매매가: 160만엔
모든 시설 완비/ 최고의 위치

경찰문제 걱정없이 오래 장사하실 분
아가씨 걱정 안하셔도 됨/ 자세한 건 전화 문의 바람

군마켄 이세사키 가게도 동시 매매함

아로마 가게 매매
10년된 오랜 가게/ 야칭: 8만엔
방 4개, 샤워, 주방, 손님대기실 완비 
위치: 西武新宿線 에끼에서 1분
술집 많은 쇼텐가이에 있음/ 매매가: 180

080-5406-8506

에스테 매매
매매가: 380만엔/ 야찡: 22만엔

위치: 이케부쿠로에서 20분(역에서 3분거리)
개인사정으로 매매

꼭 필요하신 분만 전화주세요!
동시 아가씨 모집

090-2912-8768

에스테 급 판매

080-6863-5858

개인사정으로 급 판매 합니다
토부센

오후로 있음/ 주차장 있음
절충 가능하니 전화로 문의하세요!

후쿠시마켄 이와키

매매가: 130

룸2/ 샤워실1/ 대기실1/ 살림집 포함

조용하고 아늑한 곳

에스테 매매

080-6703-70090266-53-7706

에스테・일반 맛사지
마다카시 야찡포함 20만엔
매매가: 120만엔/ 야찡: 12만엔
일 해보고 결정해도 됩니다

나가노켄

에스테 매매

080-9041-4202

위치: 도치기켄/ 매매가: 180만엔/ 야찡: 13만엔
룸4, 아카스리실, 샤워실/ 오래된 가게입니다

기본손님 확보/ 경찰문제 X
아주 편안하고 수입도 정말됩니다
한국 들어가야하기 때문에 팝니다

080-5861-1999

에스테 매매
위치: 군마켄

가격: 130만엔★야찡: 10만 8천엔
깨끗하고 단골 손님 많은 가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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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 아가씨 모집

080-5827-8288

長野県 松本市
나이는 상관없음
뚱뚱한 분은 미안합니다
아르바이트도 환영합니다

일반맛사지아가씨모집

아카스리, 맛사지

0 0- 0 3- 9

나고야
아가씨는 나이 상관없이

날씬하신 분
일 가능한 덴쪼구함

에스테 아가씨 모집

090-2575-4470

기후 에스테 매매

070-5517-2839

매매가격: 200만엔
야찡: 14만 4천엔
룸3, 아카스리1, 대기실
주차장, 숙소 완비

스낙크 아가씨 모집

위치:군마켄/ 료 완비
나이:25-40중반

교포 아가씨 대환영
080-1000-8778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오래오래 같이

열심히 일하실분 찾습니다

아카스리 림파 맛사지 전문
수입: 40부터

PM1시~AM1시
나이 어려보이면 OK
서비스 없이 안전함

숙식 편리함(침실 따로 있음)

名古屋부근에서
아가씨 모집

090-7607-5852

名古屋 新栄에서
아카스리, 오일마사지, 지압
잘하는 아가씨 모집합니다
교포 환영
수입: 40전후 
시간: 12시∼12시까지

052-977-7770

아가씨 모집

아가씨 모집
위치： 군마켄
나이: 50대까지
시간：13시~2시
수입：60정도

오래계실 분 연락주세요!
080-5413-0852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성실하게 하실 분
서비스 일체없음
위치: 이바라키켄

수입: 40부터
나이: 35~45세까지

090-4174-1147

잘 하시는 분 모집합니다
아로마오일, 아카스리

풍속허가 있는 안전한 미세
수입: 100-150만엔

080-8268-8668

에스테•출장 아가씨 모집

나이: 20세부터 43세까지
어려보이고 일 잘 하시는 분 환영
이모 모집

위치: 소부센 中野역에서 1분
매매가: 260만엔

야찡: 17만엔
오래된 아담한 가게

090-3241-4792

일반오일, 아카스리
가게 매매

에스테 매매

090-4543-6606

후쿠시마켄
매매가: 120만엔
야찡: 10만

룸 4/ 아카스리실 1/ 샤워실 1
아가씨 구함

매매가: 130만(절충불가)
야찡: 8만

룸3개, 아까스리, 대기실
주방, 오래된 가게, 기본

손님 확보, 경찰문제 없음
출국 때문에 급 매매

에스테 매매(아시카가시)

080-1175-7598

090-3084-4459

에스테 매매
위치: 千葉県茂原市
야찡: 6만엔

개인사정으로
매매합니다

기후 오가키
매매가: 100만엔

야찡: 8만엔
1층 가게/ 2층 살림집
방2개/ 아카스리 1개

080-3685-1196

에스테 매매

오일 맛사지 아가씨 모집

090-5637-6688

★어려보이고 날씬한 분
★아카스리, 오일 맛사지 잘 하시는 분
영업시간: 오후5시~2시
위치: 시즈오카에서 15분거리
수입: 45만~50만 정도

에스테 매매
위치: 후쿠시마켄
아이즈 와카마츠시

매매가: 50만엔
야찡: 7만엔

에스테로 변경 가능함
아가씨 구함

090-6852-9997

일반 에스테 매매
동경 御徒町

방3/ 아카스리실/ 욕실
손님 대기실/ 주방

매매가격: 350
야찡: 22만

동시아가씨모집

080-1680-0081

이바라기켄
매매가: 100만엔
야찡: 50,000엔
개인사정으로 급매 꼭 필요하신 분

전화 상담함

에스테 매매

080-2843-5705

080-6911-3003

에스테 매매
나고야에서 40분 거리
베드 4개, 아카스리

샤워실 별도, 손님 대기실
화장실 2개, 덴쪼방

살림 가능한 방, 주차장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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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 아가씨 모집

090-8810-5119

위치: 이바라키
수입: 50~60

나이: 48세까지
알바도 구함

올바디/ 덴쪼 이모구함

090-5312-5838

에스테 아가씨 모집
장소： 도치기켄

시간： 낮2시-밤3
나이： 어려보이고
날씬하신 분 OK
수입：50-70万円

교포전용

080-1144-7364

에스테 아가씨 모집
후쿠시마켄 안전지역
나이: 45세까지
수입: 70이상

스낙크 아가씨 모집
40세까지

일 할 수 있는 덴쪼모집

에스테 아가씨 모집

080-6911-3003

나고야에서 40분 거리
나이 많아도

스타일 좋으신 분 환영

080-9709-0880
위치: 후쿠시마켄 이와키시

 자 는분/

080 -5383-3017

에스테 아가씨 모집
위치: 나가노켄
나이: 50세까지
열심히 오래 하실 분

올바디 가게
아카스리 있음

090-9296-1004

에스테 아가씨 모집
위치:이바라기켄

나이:20-45세까지
수입:70-80만엔

아르바이트도 가능

아로마, 오일, 아카스리
잘 하시는 분

위치: 사이다마켄 소카시
수입: 40만엔부터
서비스 일체 없음

 

080-4144-2861

아가씨 모집

위치: 군마켄
나이: 50세 까지
날씬하고 명랑한 분
교포환영/ 료완비

데이트 크라브

090-9147-7971

아가씨 모집

080-9876-4687

아카스리, 아로마오일, 정체
자신있는 분 모집(기본손님 있음)
영업: 11시부터 11시까지(주숙도 됨)
나이:  50중반까지
지점: 우쯔노미야센

위치: 동경근교 20세부터
시간: PM 7시~1시
급여: 면접후 결정
가족처럼 꾸준히 함께 일할 분
특기를 가진분/ 나이제한 없음
료 완비(기숙사)
중국 교포도 환영

080-7708-0869

스나크 아가씨 모집

070-6457-3584

일반  맛사지 아가씨 모집
위치: 사이타마켄 역근처
이케부쿠로에서 50분거리
수입: 40~50/ 서비스 없음

주1회 휴식 가능
생활하기 편리함/ 밥해줌

080-5407-4478

정체원 마사지사 구함
위치: 동경 카마타
나이: 50대 까지
아카스리, 오일 마사지
자신있는 분 전화주세요!
유경험자 우대

30~40대/ 5시부터
맛사지, 오일 잘 하시는 분
편하게 일하실 분
아르바이트 가능

오야마
에스테 女 모집

080-1068-7733

스낙크 아가씨 구함

080-5907-9393

군마켄/ 나이: 44~47
조용한 시골에서 같이 일하실 분
교포 아가씨 환영

깨끗한 료

에스테 아가씨 모집

080-5691-0058

교포 전용

뚱뚱한 분 사절
금, 토 알바구함

)
위치:

)

♥위치♥
후쿠시마켄

아이즈 와카마치
♥수입♥

120만 정도

에스테女모집

080-6000-5600

스낙크 아가씨 모집
위치: 군마켄/ 료완비

조용한 시골에서
마음편히 일 하실

명랑하고 착한 언니들
전화 많이 주세요!
나이: 50세까지

꼭 오실 분만 전화주세요!

080-1028-9123

에

080-3596-7881

스테아가씨모집
나이:27~42세까지
수입:60~70만엔

위치:세이브이케부크로센역에서 1분

열심히 일하실 분 환영

위치: 동경도내 역에서 2分거리
수입: 80만이상

나이: 20-40세까지

에스테 아가씨 모집

070-2613-9103

단골손님 많고
수입되는 가게



아카스리・림파마사지
아가씨 모집

장소: 시즈오카시
영업시간: 낮1시부터 밤12시까지
수입: 50전후
어리고 날씬해 보이는 분
아르바이트 환영

090-3338-6648080-2563-8926

일반 맛사지 아가씨 모집 
위치: 동경도내

역에서 1분
나이: 40세까지

아카스리, 맛사지
잘 하시는 분 환영
아르바이트 가능

맛사지 아카스리 아가씨 모집
위치: 나고야서 20분거리
수입: 50좌우
주숙, 주 하루 휴식 가능
나이: 40대/ 저녁알바 가능
맛사지 아카스리 자신있는 분

090-8956-7552

090-7187-3366

에스테 아가씨모집
이바라키켄

나이 상관 없음
어려보이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아가씨만 전화주세요!

에스테 아가씨 모집

080-4905-7622

위치: 후쿠시마켄
나이: 40대까지
시간: 4시~4시
수입: 70이상
보장있음/뚱뚱한 분 사절
교포환영/ 가게 2곳

(본인 능력에 따라    )

덴쪼이모 구함

에스테 아가씨 모집

080-4809-0066

동경 가마타

30-40대초반

날씬하고 가슴 큰 아가씨
수입: 70-80

아르바이트 OK

에스테 아가씨 모집
위치: 시코쿠 다카마츠
영업시간: 1시부터 2시까지
수입: 70~100만엔
성실하게 일하실 분

전화부탁합니다

090-8151-9532

에스테 아가씨 모집
위치:치바켄
빠칭코에

집착하는 분 사절
080-4453-2522

에스테 아가씨 모집

080-5385-3355

이와테켄
교포환영

나이 상관 없음
어려보이면 OK

스나크 직원모집

080-2674-4199

위치: 군마켄
공기 맑고

조용한 전원생활
원하시는 분 전화주세요!

료 완비

스나크 직원모집

080-2674-4199

위치: 군마켄
공기 맑고

조용한 전원생활
원하시는 분 전화주세요!

료 완비

일반 마사지

080-6558-3388

나고야 10분 거리
50세 초반

아카스리, 지압,
오일 가능자 우선

080-4669-0678

에스테 아가씨 급 모집
위치: 동경JR

케이힌 토우호쿠센
스타일 좋으면 OK
나이: 20세~48세
수입: 70만엔 정도

리락크제이션
정체 오일맛사지
나이: 40대 50대
위치: 치바

070-3524-5888

일반 맛사지

080-4402-7873

아르바이트생 모집
위치: 도에이 신주쿠센역에서 1분
나이: 40세 전후
시간: 저녁시간

자세한건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090-5595-0694

에스테 아가씨 모집
위치: 동경도내 역

20년 된 가게 단골 손님 많음
본인 노력에 따라 수입 됨
서비스 잘 하는 분 OK

나이 있어도 스타일 좋으면 OK
(배 나오신 분 사절)

일반에스테아가씨모집
위치: 시즈오카켄 미시마
나이: 25~45세까지
수입: 60~70만엔
맛사지 잘하시고
명랑하신 분~!
아르바이트 가능

080-5676-1622

일반 맛사지

080-5051-4324

동경 가마타
아카스리스, 오일

자신있는 분
면접 후 보장가능
나이: 40대까지

에스테 아가씨 모집

090-6710-4446

나이: 20-40세까지
위치: 동경도
수입: 70이상
수입되는 미세
동시 가게 매매

에스테 아가씨 모집

080-8223-6665

위치: 도쿄도내 역 2분 거리

수입: 60~80만엔
어려보이고

스타일 좋으신 분 OK
관광비자, 초보자 환영

여자 덴쪼 모집

야마나시 고후

위치: 동경도내역

수입: 60~80만엔

서비스 자신있고 성격 좋으신 분

날씬하면 나이 상관없음

(관광 비자, 초보자 환영)

에스테 아가씨 모집

080-8215-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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