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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에서는 유로존(Eurozone) 일부 국가
들의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대응책 마

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응 과정과 결과에 따라 유로화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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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유로존 재정위기 파장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세계
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어 유로존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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