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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96조(국회보고 등)
① 한국은행은 매년 1회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에 대한 보
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재는 국회 또는 그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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