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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하나 렌트
조용하고 식구 단촐
치노힐 지역
월 $475, 여자분 환영
(909) 618-2705                      243

(메세지 남기세요)                      

Home for Sale
Cerritos (Single Family Home)
5 Beds + 3 Full Bath/ 2,799sqft.
Ceritos High School 걸어서 5분
리모델링/ $1,020,000
(714) 614-2426                      229t                   

하우스/방 렌트·매매

  - Part Time 
   or  Full Time

  - 영어 필수
가든그로브에 있는 보험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simon@epi-digm으로

 이력서를 보내 주세요.

구  인
184y

개인 레슨

안내광고

대 출

한국말 잘하는 미국인 선생님이
깐깐하게 지도해 드립니다.

- 개인지도, 가정교사 환영

- G.G, 애나하임, 세리토스

부에나팍, 플러턴, 싸이프러스

출장지도도 합니다.

(714) 209-2881                   

영어 회화

(626) 643-2424
(909) 841-8282
(714) 403-9995

동부 이삿짐

전당포 겸업
정식 허가 업체

저렴한 이자
LC3019-0990

차는 타고
대출

(714) 647-0005
312W. 4th St., Santa Ana, CA 92701

스페이스 임대

각종 서비스

사업체 매매

스테이션 렌트
사이프레스 지역
(213) 210-1858                     203p

옷가게 내 네일 룸 렌트
부에나팍, 플러튼 지역
(213) 500-3802                     232p

네일 렌트 또는 커미션
세리토스, 사이프레스, 부에나팍 지역
(562) 303-3060                     P209

스테이션 렌트
플러턴, 부에나팍 지역
(714) 321-2367                      221p

치매환자를 댁에서 사랑으로
의사, 간호사, 가정간호 보조사와
모든 서비스를 정부기관에서 제공
합니다. 메디칼, 메디케어 있는 분 
추가 비용 없습니다. 호스피스도 
돌봐드립니다.
(562) 645-2192 신진희          106h

피아노 구입 원합니다
(213) 819-7755
(714) 510-0123                      123y

사물놀이 강습
장구, 꽹과리, 북, 징, 상모 배우실 
분. 사물놀이 대가가 직접 지도 합
니다. 호흡법, 건강한 몸, 복근운
동, 다이어트, 치매방지, 스트레스 
해소 - $80/월
(714) 900-0666                     180h

Pro Palette Painting
St. Lic #1026700
● In & Out 페인트
● 가장 좋은 재료와 페인트 
  사용합니다.
(714) 357-5568                     J222

미용실 매매
주고객: 외국인 60% + 한인 40%
(562) 943-1711                      212p

선식 전문점 매매
가든그로브 한인타운 내
각종 건강식품 취급, 포텐셜 있음
꼭 필요한 분들만 연락 주세요.
(714) 469-9965                      220

아이들 돌봐줍니다(플러턴 지역)
0살~초등학생까지
가정집에서 내아이같이 
돌봐줍니다.
(714) 519-8982                      167a

썬샤인 법무·공증 서비스
공증 및 아포스티유(Apostille) 대
행, 통역, 시민권/영주권/여행허가
서 등 이민서류, 스몰클레임, 법인
설립, 범죄기록 삭제 등 각종 법률
서류, 보훈처 및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
14730 Beach Blvd. #101
La Mirada, CA 90638
(562) 623-7477                     
(714) 266-0089                     207h

중고 매매

기 타

스테이션 룸 렌트
(한의사·카이로프랙터)
OK 한방병원(라하브라+비치)
(626) 274-9865                     196h

깨끗한 병원 SPACE 렌트
타투, 속눈썹 연장, 카이로프랙터
한의사, 기타등등
관심있는 분 Text 주세요.
(714) 461-1276                      222

들어서 배우는 영어 교실
무료/ 저녁시간/ 주 2회
(714) 606-4936
(714) 534-8824                       P211

Town Hair
스킨케어 /

네일 룸 렌트

(714) 901-6388

미용실 
스테이션 렌트

228y

신발, 가방, 가죽, 명품

옷 세탁, 염색 및 수선

MR.SHOEWASH

명품 세탁

(562) 833-2544
12544 Centralia St. Lakewood, CA
Shoewash.com 업소 픽업 배달

P223

 베이글 샵 & 샌드위치
● 매상:  $22,000 

● 순수익:  $6,000 

● $165,000

(714) 614-2426

One Group Realty

125t

세라젬
구 모델(M3500) 수리 및
최신형 세라젬 마스터 V3 판매
(714) 788-3954                     165h

남·녀 속옷, 브래지어
‘땡’ 쳐 가실 분
(714) 403-1230                     206p

얼바인 근처 네일가게 매매
11년 된 아까운 가게
관심 있는 분 전화 주세요.
(626) 780-2580  미쉘
(949) 461-7702                       221

미용실 매매 (아주사 지역)
렌트비 저렴, 매매가 3만 5천 불
(562) 393-0997                      227

옷가게 장비 팝니다 (라팔마)
행어, 쇼케이스, 옷걸이 
(562) 977-9111                     206p

동양화·서양화 그림 삽니다
한국·미국 지폐, 동전, 우표 삽니다.
오래된 한국 물건 삽니다.
(714) 530-5583
(714) 425-8329                      243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 드립니다.

초보자 환영

(562) 858-2506

시니어
기타 교실

232

228

각종 염색약·샴푸

라팔마 + 워커 길
Wal-Mart 몰 내

(714) 220-2944

뷰티 서플라이
234

  ※ 무료 오픈 클라스 
    - 10월17일(수) 10:00am

 ● 쉬운 코드 반주법으로 찬양, 가요, 
       팝송 등을 노래하면서 연주 

 ● 무경험자도 환영  

 ● 10주에 $300 (Group Class)
 ● 장소: Yamaha Music School in La Habra 

www.harmonymoc.com
(714) 287-9879 

키보드 코드 레슨

간병인
환자 케어

Care Good For You

(714) 795-1220
(213) 210-6788

※ 간병인 구합니다

C207

사랑과 정성의

전문 간병인 

멤버 그룹

단기에 영어를 100% 제압하는 
신의 기술로 방황을 멈추어 드림

1,2회 특강 듣고 영어에 시간, 
돈, 노력 낭비 이제 그만

왕초보자 전문
‘루이스 영어 교실’ 참조(구글)

(714) 797-4028

영어의 한 수
210t

라팔마·
부에나팍 지역

(909) 639-9260

술집 매매
(2,500sqft.)

P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