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마을행정사 현황
(선정기간 : 2019. 6. 1. ~ 2021. 5. 31.)
홍웅표 성균관 국가공인 행정사 사무소

정일수 쉼 행정사사무소
서부권

☎ 010-3359-0112

남부권

화성시 남양읍 역골로 23-8

서부권

☎ 031-358-5094 ☎ 010-5549-3075

송용석 화성대표행정사
남부권

화성시 우정읍 쌍봉로 418

이동철 동성행정사사무소

신택범 행정사 신택범 사무소

☎ 031-353-4855 ☎ 010-3703-9410

남부권

☎ 031-357-5228 ☎ 010-3789-8997

정역호 희망행정사사무소
남부권

화성시 봉담읍 흰돌산길 159-3

김덕용 행정사김덕용사무소

이희석 국제여행 행정사

☎ 031-298-1407 ☎ 010-5393-1406

동부권

☎ 031-355-0331 ☎ 010-7167-9532

박수영 박수영행정사사무소
동부권

화성시 동탄숲속로 36, 882동 2702호

남기연 화성국제행정사사무소

김기선 선우여행행정사 사무소

☎ 031-8055-8201 ☎ 010-5389-6990

동부권

☎ 010-9670-0584

유명준 행정사 유명준 사무소
동부권

화성시 큰재봉길 23-11, 129호

고영조 태성행정사사무소

김택열 보광행정사

☎ 031-351-5077 ☎ 010-4932-4746

동부권

☎ 031-353-4877 ☎ 010-5359-6255

☎ 031-235-7723 ☎ 010-8897-4917
화성시 경기대로 1041 (진안동)

윤태식 행정사 윤태식 사무소

남부권

☎ 031-8015-0025 ☎ 010-4731-1579

화성시 남양읍 역골중앙로 118, 104호

화성시 우정읍 쌍봉로 327

남부권

☎ 031-8059-5003 ☎ 010-8605-8879
화성시 향남읍 삼천병마로 191

백동우 한국행정사사무소

남부권

☎ 031-8003-2010 ☎ 010-4150-4238

화성시 송산면 송산포도로 77

화성시 송산면 삼일공원로 122, 101동 401호

서부권

☎ 031-8047-6216 ☎ 010-3562-4001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129

두병관 삼성행정사사무실

서부권

☎ 010-6264-3709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85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276, 3층

서부권

☎ 031-352-9289 ☎ 010-8782-4953
화성시 양감면 초록로 8

박용국 행정사 박용국사무소

서부권

☎ 031-351-8080 ☎ 010-2669-4960

화성시 남양읍 남양시장로24번길 7-13, 1호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55-1, 1층

서부권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298번길 7-21,
롯데씨네마 1동 610호

정순형 해냄 행정사 사무소
서부권

☎ 031-8059-1990 ☎ 010-4787-0000

이규석 토지건축인허가 관련법 연구소
동부권

☎ 031-356-2201 ☎ 010-8989-4923

화성시 향남읍 평리 73번지 1호

화성시 비봉면 푸른들판로 1411

오세남 온누리 행정사 사무소

이지미 이지미행정사사무소

☎ 031-353-2421 ☎ 010-9414-2875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113, 2층

동부권

☎ 010-3642-9181
화성시 금반1길 31-5, 1호 (반송동)

서부권

남양읍, 봉담읍, 마도면, 매송면, 비봉면, 송산면, 서신면, 새솔동

남부권

향남읍, 우정읍, 장안면, 팔탄면, 양감면

동부권

정남면, 진안동, 병점1~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동탄1~6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