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년 05월월 19일일 08시시 40분분



2
3
3
3
3
3
3
3
4
4
4

목차목차

목차

2008년 - 2008년 2회추경
세입총괄표

기능별 세출총괄표
조직별 세출총괄표
성질별 세출총괄표
세출예산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일반+특별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세입

주택사업 세입 주민소득사업 세입 의료보호비 세입 복지기금 세입

간척사업 세입 농공단지 세입 기반시설 세입

일반+특별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특별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특별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특별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세출

주택사업 세출 주민소득사업 세출 의료보호비 세출 복지기금 세출

간척사업 세출 농공단지 세출 기반시설 세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예산서를 보기 위해서는 Acrobat Reader가 필요합니다.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분은 아래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셔서 PC로 다운받은 후 설치하시면 됩니다.

 

세입총괄표

기능별 세출총괄표

조직별 세출총괄표

성질별 세출총괄표

세출예산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008년 3회추경 2008년 2회추경 2008년 1회추경 2008년 본예산

정보공개 > 예산공개 > 2008년 > 2008년 2회추경

PDF 뷰어 다운로드

예산총칙 회계별 예산규모

2008년 - 2008년 - 2008년 2회추경2008년 2회추경

완도군청(http://www.wando.go.kr)

/www/open_data
/www/open_data/budget_view
/www/open_data/budget_view/y2008
/www/open_data/budget_view/y2008/2008_2
/www/open_data/budget_view/y2008/2008_3
/www/open_data/budget_view/y2008/2008_2
/www/open_data/budget_view/y2008/2008_1
/www/open_data/budget_view/y2008/2008
http://get.adobe.com/kr/reader/
/contents/3184/01_200802_01.pdf
/contents/3184/01_200802_02.pdf
/contents/3184/01_200802_0301.pdf
/contents/3184/01_200802_0302.pdf
/contents/3184/01_200802_0303.pdf
/contents/3184/01_200802_0303_01.pdf
/contents/3184/01_200802_0303_02.pdf
/contents/3184/01_200802_0303_03.pdf
/contents/3184/01_200802_0303_04.pdf
/contents/3184/01_200802_0303_05.pdf
/contents/3184/01_200802_0303_06.pdf
/contents/3184/01_200802_0303_07.pdf
/contents/3184/01_200802_0303_08.pdf
/contents/3184/01_200802_0401.pdf
/contents/3184/01_200802_0402.pdf
/contents/3184/01_200802_0403.pdf
/contents/3184/01_200802_0501.pdf
/contents/3184/01_200802_0502.pdf
/contents/3184/01_200802_0503.pdf
/contents/3184/01_200802_0601.pdf
/contents/3184/01_200802_0602.pdf
/contents/3184/01_200802_0603.pdf
/contents/3184/01_200802_0701.pdf
/contents/3184/01_200802_0702.pdf
/contents/3184/01_200802_0703.pdf
/contents/3184/01_200802_0703_01.pdf
/contents/3184/01_200802_0703_02.pdf
/contents/3184/01_200802_0703_03.pdf
/contents/3184/01_200802_0703_04.pdf
/contents/3184/01_200802_0703_05.pdf
/contents/3184/01_200802_0703_06.pdf
/contents/3184/01_200802_0703_07.pdf
/contents/3184/01_200802_0703_08.pdf
/contents/3184/01_200802_0801.pdf
/contents/3184/01_200802_0801.pdf
/contents/3184/01_200802_0802.pdf
/contents/3184/01_200802_0803.pdf


의회사무과 기획예산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자치경영과 환경녹지과 지역개발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군립도서관 어촌민속전시관

신지명사사업소 완도읍 금일읍 노화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청산면 소안면 금당면 보길면

생일면

상수도사업 농공지구(단지)조성

상수도사업 농공지구(단지)조성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COPYRIGHT ⓒ WANDO-GUNWANDO-GUN . ALL RIGHT RESERVED.

완도군청(http://www.wando.go.kr)

/contents/3184/01_200802_0901.pdf
/contents/3184/01_200802_0902.pdf
/contents/3184/01_200802_0903.pdf
/contents/3184/01_200802_0904.pdf
/contents/3184/01_200802_0905.pdf
/contents/3184/01_200802_0906.pdf
/contents/3184/01_200802_0907.pdf
/contents/3184/01_200802_0908.pdf
/contents/3184/01_200802_0909.pdf
/contents/3184/01_200802_0910.pdf
/contents/3184/01_200802_0911.pdf
/contents/3184/01_200802_0912.pdf
/contents/3184/01_200802_0913.pdf
/contents/3184/01_200802_0914.pdf
/contents/3184/01_200802_0915.pdf
/contents/3184/01_200802_0916.pdf
/contents/3184/01_200802_0917.pdf
/contents/3184/01_200802_0918.pdf
/contents/3184/01_200802_0919.pdf
/contents/3184/01_200802_0920.pdf
/contents/3184/01_200802_0921.pdf
/contents/3184/01_200802_0922.pdf
/contents/3184/01_200802_0923.pdf
/contents/3184/01_200802_0924.pdf
/contents/3184/01_200802_0925.pdf
/contents/3184/01_200802_0926.pdf
/contents/3184/01_200802_0927.pdf
/contents/3184/01_200802_0928.pdf
/contents/3184/01_200802_0929.pdf
/contents/3184/01_200802_0930.pdf
/contents/3184/01_200802_0931.pdf
/contents/3184/01_200802_0932.pdf
/contents/3184/01_200802_0933.pdf
/contents/3184/01_200802_1001.pdf
/contents/3184/01_200802_1002.pdf
/contents/3184/01_200802_1101.pdf
/contents/3184/01_200802_1102.pdf



	목차
	2008년 - 2008년 2회추경
	세입총괄표
	기능별 세출총괄표
	조직별 세출총괄표
	성질별 세출총괄표
	세출예산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