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독수리 오프라인 모임 참석을 원하시는 분 (건강 정보 공유 / 샘플 체험)
한국 매니저

김이삭

010-4230-2448

한국 수입사

지케어스

02-2088-1433

서울 남부

안상두
카톡 ID: margo21

광역 알파독수리 정기 모임 - 매주 해당 시간에 항시 모임이 진행됩니다

서울 동부

조재경

010-5430-9788 매주 목요일 18:00 / 강남구 선릉로 157길 23-5, 마크레인 커피
010-2049-2003
https://open.kakao.com/o/gXDkdQkb

송계민
차경순

010-3612-6395
매주 화요일 14:00 / 강동구 성내동 396-16, 3층 카페쁠로
010-8539-5022
https://open.kakao.com/o/gQ9setW

대전/세종

서부 경남

인천 / 경기 서부

윤병임
카톡ID:biyeoun8351

김상겸
카톡ID: kksk1940

김명규
카톡ID: bravo2100

010-2089-1360 매주 목요일 14:00 / 대전 서구 용문동 255-2 조아빌딩 5층
https://open.kakao.com/o/gNIwiJKb

010-6557-9615 매주 수요일 18:30 / 진주: 가좌안골길 6번길 3, 3층 에누
매주 목요일 18:30 / 창원: 의창구 원이대로 589번길 6-2, 대남빌딩 3층
https://open.kakao.com/o/g79yk2hb

010-9750-2988 송내역: 매주 금요일 18:30 /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226 대명그린프라자 6층
영등포역 : 매주 목요일 15:00 / 영등포구 경인로867, 카페드람브르
안양역: 매주 화요일 15:00 /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668-33 이디야커피안양점
https://open.kakao.com/o/gBbIKOL

전북

김정임

010-5607-6945 매주 목요일 13:30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772, 2층 커피니
https://open.kakao.com/o/gKq4KWib

부산

황용운

010-2021-2104 매주 토요일 14:00 / 부산진구 동천로55, CK빌딩 3층 '공간'
https://open.kakao.com/o/gKq4KWib

전남

이송영

010-6348-1465 매주 목요일 14:00 / 광주 대남대로 388
https://open.kakao.com/o/gWKHHWib

온라인 / 비정기 모임 (건강 정보 공유 / 샘플 체험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모입니다 )
활동 지역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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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본사

기타 문의

캐나다 본사 문의 및 상담http://pf.kakao.com/_xdxduhu/chat

지역별 채널

서울 강동구

https://open.kakao.com/o/gQ9setW

경기 평택

https://open.kakao.com/o/gxp9F14

인천 부평

https://open.kakao.com/o/gBbIKOL

전남 광주

https://open.kakao.com/o/gWKHHWib

경남 창원

https://open.kakao.com/o/giBx7zhb

인청 송도

https://open.kakao.com/o/gZG6k5hb

서울 영등포

https://open.kakao.com/o/gdRmStib

강원 강릉

https://open.kakao.com/o/gCwRwxgb

서울 강남 대치동

https://open.kakao.com/o/gvXz9T3

경기 분당

https://open.kakao.com/o/gAJ0ifL

서울 강남

https://open.kakao.com/o/gww7k5hb

부산 남구

https://open.kakao.com/o/gZDBgH6

경기 일산

https://open.kakao.com/o/gUlDifL

서울 반포 잠원

https://open.kakao.com/o/gA6W3gib

전북 남원

https://open.kakao.com/o/ga7uhr6

서울 강남 일원동

https://open.kakao.com/o/g3ROXRib

전남 광주

https://open.kakao.com/o/g2NWr4N

충청 대전

https://open.kakao.com/o/gHBphqL

서울 광화문

https://open.kakao.com/o/gEgj9XP
https://open.kakao.com/o/gQ5iLPib

김해
충청 대전

https://open.kakao.com/o/geJGsY3

https://open.kakao.com/o/g7pQo3ib

전남 순천

https://open.kakao.com/o/gnxHUGhb

서울 동대문구

https://open.kakao.com/o/ghtGUGhb

서울 및 경기

https://open.kakao.com/o/gfA3x4N

충청 대전 유성구

https://open.kakao.com/o/gcvQo3ib

전북 전주

https://open.kakao.com/o/gmiolYO

경남 부산

https://open.kakao.com/o/gs6yuSO

경기 용인

https://open.kakao.com/o/gC60oxfb

부산 북구

https://open.kakao.com/o/gchiLPib

전남 광주

https://open.kakao.com/o/gwFeNZdb

전남 광양 여수

https://open.kakao.com/o/gHngOR2

경기 용인 기흥

https://open.kakao.com/o/ggJ7k5hb

경남 고성

https://open.kakao.com/o/g79yk2hb

경북 대구

https://open.kakao.com/o/gpnmwAQ

전남 광주 남구

https://open.kakao.com/o/gmPIHWib

경기 안산

https://open.kakao.com/o/gKyxZFfb

경남 부산 사하구

https://open.kakao.com/o/gy2g7tib

서울 서초

https://open.kakao.com/o/gOynStib

충남 금산

https://open.kakao.com/o/gPxYwmib

경남 창원

https://open.kakao.com/o/gVY0v3hb
https://open.kakao.com/o/gpl8lN0

베트남
서울 서초 송파 잠실

https://open.kakao.com/o/gEYmMI6

김해 장유

https://open.kakao.com/o/gKYgLPib

경기 신갈

https://open.kakao.com/o/gYYXDQ9
https://open.kakao.com/o/gwMGUGhb

대구
서울 용산, 성동

https://open.kakao.com/o/gBeGUGhb

서울 목동

https://open.kakao.com/o/gJYNwAhb

경기 안산

https://open.kakao.com/o/geam8zhb

서울 여의도3

https://open.kakao.com/o/gKQVsz9

서울 광진

https://open.kakao.com/o/gfCeUV1

캐나다 토론토

https://open.kakao.com/o/geD5XC8

경기 가평

https://open.kakao.com/o/gmT6Dr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