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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무료법률상담실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법률적 고충을 상담해 드리는 법무행정서비
스로 여수시가 1999년, 호남 최초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상담 당일 13시 30분부터 현장 접수

운영계획

상 담 일 : 매주 월요일 14시~16시
장 소 : 여수시 무료법률상담실 (☎ 061-659-3444~5)

상담 당일 13시 40분부터 현장 접수(무료법률상담실)
상담내용 : 일상생활 관련 법률 고충상담
연 락 처 : 여수시청 기획예산과 (☎ 061-659-3441)

법률상담관 현황

10명(변호사 5명, 법무사 5명)

직업 성명 주소 연락처 상담분야

변호사 (5명)

김병기 여수시 시청로 42, 4층(학동, 진남빌딩)
681-3000

(Fax 683-2090)

법 률 전 분야

박배연 여수시 망마로 30, 4층 1호 (학동)
684-2064

(Fax 684-2065)

박주용 여수시 망마로 42, 601호(학동, 장수빌딩)
686-7060

(Fax 686-7063)

이명일 여수시 시청로 42, 4층(학동, 진남빌딩)
683-2010 

(Fax 683-2090)

김계현 여수시 망마로 42, 5층(학동 장수빌딩)
684-7334 

(Fax 684-7336)

법무사 (5명)

심정현 여수시 망마로 23, 4층(학동, 한빛빌딩)
691-4321

(Fax 691-4323)

민ㆍ형사, 등기, 가사 공탁 등

안상남 여수시 흥국로 15, 2층(학동)
684-5353

(Fax 684-5362)

최낙홍 여수시 고소3길 2-1(고소동)
662-6225

(Fax 662-6227)

683-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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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길 여수시 망마로 23, 3층(학동, 한빛빌딩)
683-2121

(Fax 683-2123)

최익만 여수시 망마로 23, 2층(학동, 한빛빌딩)
692-3158

(Fax 692-3157)

2023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일정표

장 소 : 여수시청 무료법률상담실(민원실 옆)
상담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4시
문 의 : 기획예산과 659-3441, 상담실 659-3444, 3445
상 담 관

변호사 5명(김병기, 박배연, 박주용, 이명일, 김계현)
법무사 5명(심정현, 안상남, 최낙홍, 정영길, 최익만)

상담일

법률상담관

상담일

법률상담관

변호사 법무사 변호사 법무사

1. 2 김병기 최익만 7. 3 김병기 최익만

1. 9 박배연 정영길 7. 10 박배연 정영길

1. 16 박주용 최낙홍 7. 17 박주용 최낙홍

1. 30 이명일 안상남 7. 24 이명일 안상남

2. 6 김계현 심정현 7. 31 김계현 심정현

2. 13 김병기 정영길 8. 7 김병기 정영길

2. 20 박배연 최낙홍 8. 14 박배연 최낙홍

2. 27 박주용 안상남 8. 21 박주용 안상남

3. 6 이명일 심정현 8. 28 이명일 심정현

3. 13 김계현 최익만 9. 4 김계현 최익만

3. 20 김병기 최낙홍 9. 11 김병기 최낙홍

3. 27 박배연 안상남 9. 18 박배연 안상남

4. 3 박주용 심정현 9. 25 박주용 심정현

4. 10 이명일 최익만 10. 2 이명일 최익만

4. 17 김계현 정영길 10.16 김계현 정영길

4. 24 김병기 안상남 10.23 김병기 안상남

5. 1 박배연 심정현 10.30 박배연 심정현

5. 8 박주용 최익만 11. 6 박주용 최익만

5. 15 이명일 정영길 11.13 이명일 정영길

5. 22 김계현 최낙홍 11.20 김계현 최낙홍

5. 29 김병기 심정현 11.27 김병기 심정현
(http://www.yeosu.go.kr)



5. 29 김병기 심정현 11.27 김병기 심정현

6. 5 박배연 최익만 12. 4 박배연 최익만

6. 12 박주용 정영길 12.11 박주용 정영길

6. 19 이명일 최낙홍 12.18 이명일 최낙홍

6. 26 김계현 안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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