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
번호

국문

영문최종

1

4.19 민주혁명회: 령 제2조 제3항 제6호 April Nineteenth Uprising Association

2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령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5
제2조 제3항 제7호
ㆍ18 Democratization Movement.

3

5.18 민주유공자: 령 제2조 제3항 제7호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5
ㆍ18 Democratization Movement

4

가산금: 법 제 37조의 2 4항

additional default penalty charge

5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법 제33조의6

Local loop unbundling

6

가입자선호도: 령 제5조 1항

Subscriber preference

7

가입전화사업: 법 제8조 5항

Telephone subscription service

8

가입전환 대행: 법 제14조 제2항

subscription switchover on behalf of the
users

9

가족관계등록부: 령 제32조 4항

The Family Register

10 간첩신고용: 령 제54조 제3항 제3호

Reporting spies and international crimes

11 강제집행: 령 제62조 제5항 제 3호

mandatory enforcement

12 개수: 법 제 42조 4항

repair

13 개시하다: 법 제9조 1항

commence

14 개조: 법 제 42조 1항

remodel

15 거래단계: 령 제 38조 제3항

transaction stages

16 검사하다: 법 제 36조의 2 4항

inspect

17 검증하다: 법 제 36조의 2 3항

verify

18

결격사유: 법 제5조의2, 6조의2, 부칙 제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3조, 제6조

19 결재권자: 령 제 53조 5항,6항

Decision Maker

20 결정하다: 법 제 3조 3항

determine

21 결합판매: 령 부칙 4조

Bundling

22 결합판매에 관한 특례: 령 부칙 4조

Exceptions to Bundling

23 경계구역: 령 제 52조

territorial zone

24 경매의 개시: 령 제62조 5항 3호

commencement of open sale

25 경영하다: 법 제19조 1항

run

26 경영효율목표금: 령 제6조 2항

Management efficiency target subsidy

27 경쟁력: 법 제 13조 3항 5호

Competitiveness

28 계약을 체결하다: 법 제 2조 1항 2호

enter into a contract

29 고시하다: 법 제 5조 4항

announce

30 고위공무원단: 령 제53조 7항 5호

the group of senior public officials

31 공개하다: 법 제 34조의 5 1항

disclose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32 례법: 법 부칙 제 6656호 제 47조 제 3 Acquisition of Lands for Public Use and
항
the Compensation for Their Loss

33 공동사용: 법 제 34조의 3 1항

joint use

34 공동이용: 법 제 34조의 6항

Joint Utilization

35 공시한다: 법 제 34조의 4 4항

make announcement

36 공익: 법 제 13조 3항 5호

public interest

37

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etc. for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
Public Works and the Compensation
에 관한 법률: 법 제 39조 2항
Therefor

38 공익성심사위원회: 령 제15조 3항

Public Interest Review Committee

39

공중전기통신사업법: 법 부칙 제11조 5
Public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항

40

공중통신업무: 법 부칙 제4394호 제8조
Public communications operation
1항

41 공평: 법 제3조 2항

Fairness

42 공표: 법 제37조 1항 7호

disclosure

43 과료/과태료: 법 제 78조 1항

fine

44 과실: 법 제 33조의 2

negligence

45 과징금 부과상한액: 령 46조

Statutory maximum fine

46 과징금: 법 제37조 4항

penalty surcharge

47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Extension of the Payment Due Date and
령 제62조
Installment Payments of Penalty Surcharge

48 과징금의 산정방법: 령 60조

Methods
Surcharge

for

Calculation

of

Penalty

49 관계인: 법 제 40조 4항

the concerned parties

50 관련된: 법 제26조1항4호

related to

51 교환설비: 법 제 33조의 6 1항

exchange facilities

52 교환설비미보유재판매사업 별표2

Switchless resale

53 교환설비보유재판매사업 별표2

Switched resale

54 구매력/협상력: 령 제38조 1항 4호

purchasing or negotiating power

55 구축: 법 제 65조 2항 3호

construction

56 국가기술자격증: 령 제26조 5항 2호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certificate

57

Act on the Establishment of Associations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by Persons, etc. of Distinguished Services
령 제2조 3항 5호
to the Nation

58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an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Support of Persons, etc. of Distinguished
률: 령 제2조 3항 6호
Services to the Nation

59 국가유공자: 령 제2조 3항 5호, 6호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s for the
nation

6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령 제2조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Basic
3항 4호 다
Livelihood Security Act

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령 제2조 3항 4호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라

62 국사: 법 제 34조의 3 1항

station buildings

63 국세기본법: 령 제63조

National Tax Act

64 국세청: 령 제 53조 5항

national tax office

65 국제연합기관: 령 제55조 1항 2호 다

UN agencies.

66

국제전기통신역무: 령 제56조 1항 1호,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operation
법 제 59조 2항, 3항

67 군 수사기관: 령 제53조 5항, 6항,

Military Investigation Organization

68 군사 및 치안: 령 제55조 1항 나

Military and security affairs

69 군용전기통신법: 법 부칙 제8조 8항

Military Telecommunications Act

70 권한의 위임: 령 제65조

Entrustment of Authority

71 규정/공급: 법 제5조 7항

provision

72 규정하다: 법 제 5조 7항

prescribe

73 금고: 법 제6조의2 제1항 3호

Imprisonment without person labor

74 금융기관: 령 제48조 2항, 3항

Financial institution

75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 령 제44조

Measures on Prohibited Acts

76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법 제6조의2 Legally incompetent or quasi-incompetent
제1항 1호
person

77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대장: 령 제 12조 1
license register for common carriers
항

78 기간통신사업자: 령 제12조 1항
79

Common carrier

기간통신업무제공 법인설립 승인신청서: application for the approval
령 제23조 1항
foundation of a corporation

for

the

80 기간통신역무: 법 제4조 2항, 령 7조

Common Service

81 기기: 법 제 11조의 1항 1gh

equipment

82 기명식 주식: 법 제8조

registered stocks

83 기본료: 법 제 29조 6항

basic rates

84 기술계발지원계획 5조 3항 6호

Support plans for technical developments

85 기술인력: 령 제12조 1항 7호

technical personnel

86 기술혁신: 령 제38조 2항 3호

Technology innovation

87 기약하다, 기하다 법 제3조 2항

guarantee

88 기준: 법 제3조의 2 4항

criteria

89 기획재정부: 령 제16조 1항 1호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90 기획재정부장관: 법 제36조의2 제2항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91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령 제2조 1항 Telephone
service
2호
communications: service

92

남, 북 교류 및 협력의 촉진: 령 제36조 Promotion of exchange and cooperation
7호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93

납부기한: 법 제37조의2 4항, 5항, 령 제
Payment due date
18조 3항

94 내부회계규정: 법 제37조 1항 2호

internal accounting rules

95 단말기기: 법 제 34조의 4 4항

Terminal device

96 단서 제29조 3항

Proviso

for

emergency

97 담보보전: 령 제65조 5항 2호

preserving a security

98 담보의 변경: 령 제65조 5항 2호

the change of a collateral

99 대통령령: 법 제3조의 2 2항

Presidential Decree

100 도서통신 서비스: 령 제2조 2항 1호

Island communications services

10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제37조의3, 령 제34조 1항 2호

102 등록: 법 제2조 1항

License

103 등록기준: 령 부칙 제5조 2항

registration criteria

104 등록요건: 령 제27조 1항

registration requirements

105 등록조건: 령 제27조 8항

Registration conditions

106 등록취소: 령 제65조 9호

Registration Revocation

107 마약사범: 령 제54조 3항 8호

Drug-related crime

108 매각: 법 제 37조 1항

sale

109 매각인가: 령 제20조 3항

Authorization of sale

110 매각하다: 법 제13조 1항 3호

sell

111 매출액: 법 제11조 1항

turnovers

112 무선국: 령 제7조 2호

radio station

113 무선통신시설: 법 제33조의7

radio communications facilities

114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
Price Stabilization and Fair Trade Act
부칙 4861호 제4조 5항

115 물가안정: 법 부칙 제4조 5항

Price stabilization

116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법 부칙 4861호 Price Stabilization Act
117 물건: 제36조 5 2항

objects

118 미수범: 법 제 76조

Attempted Criminal

119 민방위경보: 령 제55조 1항 1호

Civil defense alert

120 밀수: 령 제54조 3항 7호

smuggling

121 발행주식의 총수: 법 제6조 1항

the total number of issued stocks

122 방송법: 법 제32조의4 제1항

Broadcasting Act

123 방위산업체: 령 제55조 1항 3호 가

Defense companies

124 번호안내서비스: 령51조 3항

directory service

125 번호이동성계획: 법 제38조의4 제2항

Number portability plan

126

번호이동성관리기관: 법 제38조의4 제5
Number portability management agency
항

127 벌금 또는 과료: 법 제 75조

a penalty or fine

128 법인 합병: 법 제13조 1항

Corporations Merger

129 법인: 법 제5조 6항

juristic person

130 법인의 해산: 령 제33조

dissolution of a corporation

131 변경: 법 제37조 1항 2호

Revision

132 변경:법 제 42조 4항

Alteration

133

변경등록 신청 또는 변경신고:령 제31조 applicationfor notification of modification
4항
of registration

134 변경하다: 법 제 34조의 6 1항

amend

135 변경하다: 법 제 36조의 2항

revise

136 변경허가: 법 제 10조 3항

a modified license

137 변경허가신청서: 령 제19조 1항

application for the revision approval

138 별정우체국법: 법 부칙 제8조 5항

Special Post Office Act

139 별정통신사업자: 령 제27조 1항

Service-based Carrier

140 보고기한: 령 제58조 2항

report period

141 보고하다: 법 제 54조 6항

report

142 보전하다/보상하다: 법 제 3조의 2 1항

compensate

143 보증보험: 령 부칙 제2조

Financial Guarantee Insurance

144

보증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령 부칙 제2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Financial
조
guarantee Insurance

145 보증보험증서: 령 제26조 1항 5호

guarantee insurance policy

146 보칙: 법 제6장

supplementary provisions

147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령 제4조 1항

fund to reimburse losses from Universal
Service

148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령 제4조 1항

Reimbursement of losses from Universal
Service from Provision of Universal Service

149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 령 제3조 1항

Universal service carrier

150

보편적역무제공실적보고서: 령 제4조 2 Report on Universal Service Performance in
항
provision of Universal Service

151 부가통신사업: 법 제4조 4항

Value-added business

152 부가통신사업자: 령 제30조 2항

Value-added carrier

153 부과 및 징수: 령 65조 13호

Imposition or collection

154 부과사유: 령 제18조 3항

reasons for imposition

155 부당하게: 법 제 29조 3항 4호

unduly

156 부당하게: 법 제36조의 3 1항 3호

unfairly

157 부득이한 사유 법 제9조 2항

unavoidable reason

158 부정한 방법: 법 제 28조 2항 1호

fraud or illegal means

159

분할납부: 령 제62조 1항, 법 제64조의2
installment payment
제1항

160 비송사건절차법: 법 제78조 4항

Non-Contentious Case Litigation Procedure
Act

161 비영리민간단체: 법 제6조의4 제2항 3호 non-profit organization
16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6조의4 2항 3호

Assistance for Nonprofi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ct

163 사설전기통신설비: 법 부칙 제8조 8항

Private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164 사업계획서: 법 제19조 1항 3호

business plan

165 사업의 겸업: 법 제11조

Concurrent Business

166 사업의 승계: 법 제 26조

Succession of Business

167 사업의 승계: 법 제26조

succession of business

168 사업의 양도: 령 제 32조

Transfer of business

169 사업의 양수: 법 제13조

Business Acquisition

170 사업의 폐지: 법 제 14조 1항

discontinuation of Business

171 사업의 휴지: 령 제24조

Suspension of business

172 사업자등록증: 령 제31조 4항

corporate registration register details

173 사업정지 처분: 법 72조 5호

a disposition taken to suspend its business

174 사업정지: 령 제25조 3항

suspending a business

175 사업폐지: 령 제25조 2항 1호

discontinuance of the business

176 사업폐지명령: 법 제71조 8호

Business closure order

177 사업현황: 령 제20조 1항 4호

current business status

178 사용료: 법 제 29조 6항

usage rates

179 사전선택등록센터: 법 제38조의3 4항

Preselected carrier registration center

180 사전선택제: 법 제38조의3 4항

Carrier preselection

181 사항: 법 제 5조 3항

matters

182 산정기준: 법 제37조의2 3항

procedures for the calculation

183 산정대상: 령 제5조

subject to calculation

184 산정자료: 령 60조 1항 2호

data for calculating

185 산정하다: 령 제6조 3항 2호

calculate

186 상당한: 법 제 36조의 3 2항

considerable

187 상속신고서: 령 제32조 3항

succession notification form

188 상호접속: 령 제40조

Interconnection

189 상호접속의 대가: 법 제34조의2

Interconnection charge

190 서비스 공급자 전환: 령 제38조 2항 2호 Transfer of service providers
191 선로/회선: 법 제 32조의 4 1항

line

192 선박무선전화 서비스: 령 제6조 2항

Maritime Cellular phone service

193 선불통화권:령 제26조 1항 4호

prepaid call cards

194 선불통화사업: 별표 2

Prepaid call card service

195 설비: 법 제2장 제4조 2항

facilities

196 설치하다: 법 제4조 2항

install

197 소속공무원 제36조의 5 1항

the public official belong to the KCC

198 손실: 법 제3조의 2 1항

loss

199 손실보상: 법 제 47조 1항

Loss for Compensation

200 손실분담사업자: 령 제6조 4항

The loss sharing operator

201 손해배상: 법 제 33조의 2

Damage compensation

202 송신인의 전화번호: 법 제 54조 2항

transmitter's phone number

203 수거: 법 제37조 1항 8호

retrieval

204 수급자: 령 제2조 3항 4호 가

beneficiaries

205 수납기관: 령 제18조 3항

receiving agency

206 수리: 법 제 42조 1항

repair

207 수립하다: 법 제 36조의 1항

establish

208 수면 수저 법 제39조

surface and bottom of water

209

수요대체성, 공급대체성: 령 제38조 1항 Demand
substitutability,
1호
substitutability

210 승인: 법 제 13조 8항

approval

211 승인을 얻다: 법 제 13조 2항

obtain an approval

212 승인을 하다: 법 제13조 3항

granting an approval

213 승인취소: 령 제57조 1항 2호

revocation of approval

214 승인하다: 법 제 11조 2항

approve

215

시내공중전화 서비스: 령 제2조 2항 2호
Local public telephone service
나

216 시내전화 서비스: 령 제 2조 2항 3호 나 Local telephone service
217 시설: 법 제 34조의 3 1항

establishments

218 시설: 부칙 제 10조 제1호

establishments

219 시설현황: 령 제58조

status of facility

220 시장성과: 령 제38조 2항 4호

market performance

221 시장점유율: 령 제39조 1항

market share

222 시정명령: 법 제7조의 3항

corrections

223 시정조치명령: 령 제45조

correction orders

224 시행령: 령 제63조

enforcement decree

225 시행하다: 법 제 36조 1항

implement

226 식물의 벌채 이식: 령 65조 8호

felling or transplanting plants

227 신고: 법 제2조 1항 1호

notification

228 신고사항: 령 제31조

Registered or Notified Matters

229 신고절차: 령 제29조

Procedure for notification

230 신고증명서: 령 제29조 4항

certificate of notification

231 신고하다: 법 제 6조의 3 2항

notice

232 신고하다: 법 제 71조 6호

notify

233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
Freedom of Speech Act
률: 령 제36조 4호

234 신설: 법 제 42조 4항

new construction

235 신속: 법 3조 2항

speediness

236 실비: 법제29조 6항

net cost

237 심사하다: 법 제5조 3항

examine

238 아동복지법: 령 제2조 3항 3호

Child Welfare Act

239 안정적인: 법 제3조의 2 4항

stable

240 양수(讓受)하다: 법 제 25조

acquire

241 양수: 령 제13조 2항 2호

acquisition

242 양수하다: 법 제25조

acquire

243 언제 어디서나: 법 제2조 1항 3호

at any time and anywhere

244 업무: 법 제3장

operation

supply

245 업무처리 (방법): 법 제 38조의 3 4항

operation method

246 업무처리절차: 법 제37조 1항 9

operation procedures

247

역무의 제공방법 및 해당 역무의 제공에 method and cost required for providing
따른 소요비용: 령 제3조 2항
the relevant services

248 역무의 추가: 법 제10조 1항

Addition of Service

249 역무제공의무: 법 제3조

Service provision obligation

250 열거하다/명기하다: 령 제 53조 6항

indicate

251 영업보고서: 법 제 36조의 2 1항

business report

252 영업활동: 법 제36조의3 1항 3호

Business Operation

253 외교통상부: 령 제16조 1항 2호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54 외국인의제법인: 법 제6조 2항

a deemed foreign person

255 요건: 법 제10조 1항

requirements

256 요금(도매의미로 함): 법 제2조 1항 1호 charge
257

Transitional Measures on Beneficiaries of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대상자에
Rate Discount or Exemption Telephone
관한 경과조치: 령 부칙3조
Service

258 요금감면: 령 제2조 1호 3항

Rate discount

259 요금감면비율: 령 제6조 5항

exemption ratios of the telephone service
rates

260 요청하다: 법 제 6조의 3 3항

request

261 용어: 법 제1장 2조

terms

262 운영/수행: 법 제5조 3항 4호

operation

263 운영계획서: 령 제26조 1항 4호

plans for the operation

264 운영하다: 법 제1장 제1조

operate

265 운용: 법 제 13조 3항 1호

operation

266 위반사실: 령 제48조 1항

the offense

267 위반행위: 령 제25조 2항 1호

dispositions on each violation

268 위임된 사항: 령 제1장 1항

delegated matters

269 위탁:령 제65조

Entrustment

270 위탁수행: 령 제37조 2호

Third-party performance

271 유선방송설비: 법 제 32조의 4 3항

cable broadcasting facilities

272 유선방송설비: 제37조

cable broadcasting facilities

273 의결권 행사의 정지: 법 제6조의3 제5항

suspension of the exercise of the voting
rights

274 의무를 면제하다: 법 제 3조의 2 1항

exempt from the obligation

275

의무화하다, 할 의무가 있다. : 법 제3조
Have the obligation
의 2 5항

276 의제법인: 법 제6조 2항

a deemed foreign person

277 이용실적: 법 제62조 1항

Status of Use

278 이용약관: 법 제 15조 1항 5호

terms and conditions

279 이용약관: 법 제29조

Terms and Conditions

280 이용자 보호 계획: 령 제22조 3호

Plans for User protection

281 이용자 보호기구:령 26조 1항 4호

User protection agency

282 이용자 식별부호: 법 제54조 3항 5호

user identification code

283 이용자 이익 저해:법 65조 1항 2호

User profit interests

284 이용촉진과 보급확산: 령 제36조 5호

required communications for promoting the
use and growth

285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protest filing method and period

286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관: 령 제18조 3
methods and places to file an objection
항

287 이전: 법 제42조 1항

transfer

288 이행강제금: 령 제18조 1항

periodic penalty payment

289 이행강제금의 독촉: 령 제18조 6항

demand for the periodic penalty payment.

290 이행계획서: 령 제44조 1호

performance plan

291 이행기간: 령 제45조

Performance period

292 인가: 령 제20조

authorization

293 인가: 법 제 13조 8항

authorization

294 인가하다: 법 제13조 1항

authorized

295

인명, 재산의 위험 및 재해의 구조:령 2 the rescue from danger to human life and
ㅔ36조 1호
property, and from disaster

296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령 제2조 2
internet subscriber access service
항 3호 라

297

인터넷 전화에 관한 경과조치: 령 부칙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Internet
제9조
Phone

298 임원겸임계획서: 령 제20조 4항 6호

Plan to appoint concurrent officers

299 자가전기통신설비: 령 제40조 3항

private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300 자가통신망: 령 제36조 2호

in-house telecommunication networks

301 자격사항/심사사항: 법 제5조 4항

detailed examination criteria

302 자료제출: 령 제59조 1항

Submission of Data

303 자본금: 령 제27조 1항 4호

paid-in capital

3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령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부칙 26조
Business Act

305 자산평가액: 령 12조 1항 5호

appraisal value of assets

306 작성서식: 령 제58조 2항

the format of preparing

307 장애인복지법: 령 제2조 2항 3호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308 장치: 법 제 33조의 5 4항

device

309 재정: 법 제 33조의 3

Ruling

310 재정신청: 법 제 33조의 3

Request for Ruling

311 저소득층: 령 제2조 2항 3호

Low income group

312 적정성: 법 제 13조 3항 1호

appropriateness

313 적정하게: 법 제1장 1조

appropriately

314 적정한: 법 제2조 1항 3호

reasonable

315 전국전화사업자: 법 부칙 제5조

nationwide telephone service provider

316 전기통신공사업법: 법 부칙 제8조 4항

Telecommunications Work Business Act

317 전기통신기본법: 법 제2조 1항 2호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318 전기통신기본법: 법 제5조 2항

Telecommunications Basic Act

319 전기통신망의 개선, 통합사업

Improvement
and
integration
telecommunications networks

320 전기통신법호: 법 제 36조 1항

Telecommunications Numbers

321 전기통신사업: 법 제1조

Telecommunication Business

32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령 부칙 제5 Enforcement
Decree
of
조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323 전기통신사업법: 령 제2조
324

of

the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령 부 Amendments to the Telecommunications
칙 제2조
Business Act Enforcement Decree

325 전기통신사업자: 법 제2조 1항 1호

Telecommunications carrier

326 전기통신사업중개정법률부칙

Supplementary
amendments to
Business Act

327 전기통신설비: 령 제38조 1항 3조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328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규정

Technical standards on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329 전기통신업무: 령 제3장, 법 제3장

Telecommunications operation

330 전기통신역무: 법 제2조 1항 1호

Telecommunications Service

331 전기통신회선설비: 령 제7조 3호

Telecommunication line facilities

provisions
to
the
the Telecommunications

332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령 부칙 제8
Telecommunications line lease
조

333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에 관한 경과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조치: 령 부칙 제8조
Telecommunications Line Lease Service

334 전담기구: 령 53조 4항

The exclusive organization

Act on the Expansion and Promotion of
335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336 전상군경: 령 제2조 제3항 제6호

military or police
action or on duty

personnel

337 전송, 선로설비

transmission and line facilities

338 전송: 법 제 32조의 4 1항

transmission

339 전송망사업자: 령 제37조

Network operator

340 전송망사업자: 법 제 32조의 4 1항

network operator

341 전송설비: 령 제21조

Transmission facilities

342 전송역무: 령 부칙 제5조 1항

transmission Serrvice

343 전용회선통신: 령 제36조 2호

Leased line service

344 전자기신호: 령 제7조 1호

electromagnetic signals

345 전자정부법: 령 제23조 1항

e-Government Act

injured

in

346 전주: 법 제 34조의 3 1항

poles

347 전파관리: 령 부칙 제2조 2항

Radio Management

348 전파관리법: 법 부칙 제8조 1항

Radio Control Act

349 전파법 시행령: 령 제14조

Enforcement Ordinance to the Radio Act

350 전파법: 법 제65조 1조 1항

Radio Act

351 전화세법: 법 부칙 제8조 6항

Telephone Tax Act

352 전화협박: 령 제54조 2항 1호

telephone intimidation

353 절차: 법 제10조 1항

procedure

354 절차: 법 제3조의 2 4항

procedures

355 정관: 법 제37조 1항 5호

articles of incorporation

356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3조 1항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

357 정당한: 법 제2조 1항 1호

justifiable

358

regulations
on
the
planning
and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조정 규정:령 제
coordination of intelligence and security
53조6항
services

359 정보수사기관: 령 제53조 2 3항

Information investigation agencies

360 정보유용 : 법 제 34조의 5 1항

information abuse

361 정보유용금지: 법 제34조의5

Prohibition of Information Abuse

362 정보의 제공: 법 제 34조의 4

provision of information

363 정보통신공사업법: 법 제11조 1항

Information
Corporation Act

364 정보통신기술: 법 제3조의2 제3항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36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Act on Promotion, etc. of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366

and

Communication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한 법률
Information Protection, etc.

and
and

367 정보통신번호관리계획

Telecommunication numbering plan

368 정보통신역무: 법 부칙 제2조 3항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s

369 정보통신자원: 제19조 2항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resources

370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령 제3조 1항

Information and
Review Committee

371 정보통신진흥협회: 법 부칙 제4조

Korea Association
Telecommunication

372 정보화촉진: 법 제3조의2 제3항 5호

Acceleration of informatization

373 정부투자기관: 령 제36조 2호

Government-sponsored institutions

374 정산방법과 시행방법:령 40조 1항 2호

settlement method, and the methods for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375 정산하다: 법 제33조의 7 1항

settle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Policy
and

376 정의하다: 법 제1장 제2조

define

377 정지하다/휴지하다: 법 제15조 1항

suspend

378 정하다: 법 제 3조의 2 3항

prescribe

379 정하다: 법 제3조의 2 3항

prescribe

380 정확 법 제 3조의 2 3항

Accuracy

381 제거하다: 법 제 42조 1항

remove

382 제공역무의 특수성: 령 제61조 2항

peculiarities of telecommunications business
provided

383 제공하다: 법 제 2조 1항 1호

provide

384 제출방법: 령 제58조 2항

submission method

385 조건: 법 제5조 5항

conditions

386 조사하다: 법 제 36조의 5 3항

investigate

387 조치 법 제37조 1항 8

measures

388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법 제 32조의 4 1
system operator
항

389 주권: 령 제18조 2항 1호
390

주권상장법인 또는
령 제59조 2항 1호

stock certificates

코스닥상장법인인: listed on Korea Stock
registered on KOSDAQ

Exchange

or

391 주권상장법인: 령 제59조 2항 1호

Common carrier whose shares are listed on
Korea Stock Exchange or registered on
KOSDAQ

392 주식매수인: 령 제20조 4항 3호

the person or corporation that intends to
acquire shares

393 주식소유 인가신청서: 령 2제20조 4항

Application for approval of the acquisition
or holding of shares

394 주식예탁증서: 법 제6조 1항

stock depository certificates

395 주식취득 계약서: 령 제20조 4항 1호

Stock acquisition agreement

396 주주: 법 제 13조 1항 4호

stockholder

397 주주명부: 법 제7조 4항

Shareholder's register

398 주주현황: 령 제20조 4항 3호

current shareholding status

399 주한 외국공관: 령 제55조 1항 2호 라

Foreign diplomatic establishments

400 준수하다: 법 제 36조의 3항

observe

401 준용하다: 법 제 13조 8항

apply to

402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법 제32조의4 1항 Relay operator
403 중앙행정기관: 령 제52조 3항

National government agencies

404 중요통신: 령 제64조 2항

Important communications.

405 중증장애인: 령 제2장 3항 4호 나목

Heavily disabled persons

406 증거인멸: 법 제36조의5 제5항

destruction of evidence

407 증권거래법: 령 제59조 2항 1호

Securities Exchange Act

408 증설: 법 제 42조 4항

extension

409 증표: 법 제36조의 2 6항

Certificate

410 지방국세청: 령 제 53조 5항

Regional Tax Office

411

지방자치단체: 령 부칙 제26조 1항 2호
local governments
다

412 지식경제부: 령 제16조 1항 6호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413 지역무선호출: 령 제5조 2항

Local paging service

414

지원관리대상업체: 령 제55조 1항 3호
agencies subject to resouce management
가

415 지장주다: 법 78조 10의2항

obstruct

416 진입장벽: 령 제38조 2항 1호

entry barriers

417 채무자 회생: 법 부칙 제7428호

Rehabilitation of debtors

418 처분: 법 제5조

disposition

419 천재지변: 령 제18조 4항

natural disaster

420 천재지변: 법 제9조 2항

natural disaster

421 철거: 법 제 42조 4항

removal

422 체납처분: 령 제62조 5항 3호

Delinquent account procedure

423 초과이윤: 령 제38조 2항 4호

Excess margin

424 초중등교육법: 법 2조 3항 2호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425 총괄: 령 제53조 3항 1호

General supervision

426 총칙: 령 제1장, 법 제1장

general provisions

427 최종이용자: 령 제38조 1항 3호

end user

428 출석명령: 법 제78조 1항

order of attendance

429 출입 관로: 법 제 34조의 3 1항

duct

430 출자지분: 법 6조 1항

investment equities

431 취득자금내역: 령 59조 1항 5호

details of funds used for share acquisition

432 취소하다: 법 제28조 1항

revoke

433 케이블: 법 제 34조의 3 1항

cable

434 타당성: 법 제5조 3항 1호

Propriety

435 타인사용의 제한: 법 제32조의2

Restrictions on use

436 토지수용위원회: 법 제47조 2항

Land Expropriation Commission

437 통계보고: 령 제58조 1항

Report of Statistics

438 통보하다: 법 제 14조 1항

notice

439 통신개발연구원법: 법 제8조 3항

Communications Development Institute Act

440 통신단말장치: 법 제36조의4 제1항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441 통신망 구성도:령 제29조 1항

diagram of communication networks

442 통신비밀 법 제 54조 1항

confidential information on communications

443 통신위원회: 법 제3조의2 제2항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444

Deliberation by the Korea Communications
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재정경제부장관:
Commission and the Minister of Fiance
법 부칙 제7조 11항
and Economy

445 통지하다/통보하다: 법 제 36조 5항

report

446 통지하다/통보하다: 법 제 36조의 2 5항 notice
447 통화 또는 교환업무: 령 제37조 3호

call or switching operations

448 통화권: 령 제2조 3항 가

call zone

449 통화량 관련 자료: 제 58조 1항 4호

Data related to call volumes

450 특례: 령 부칙 제20666호 제4조

special exception

451 특수관계인: 법 제 13조 1항 4호

specially interested person

452 파산선고: 령 제62조 5항 3호

adjudication of bankruptcy

453 폐지명령: 법 제 71조 8호

Closure Order

454 폐지하다: 법 제 14조 1항

terminate

455 피신고인: 령 제41조 2항 2호

person reported

456 한국전기통신공사:법 부칙4394호 제2조 Korea Telecom Corporation
457

한국전기통신공사법: 법 부칙 제8867호
Korea Telecom Corporation Act
제2조 제1항

458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
제8867호 제4조

459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법 부칙 제8867 Korea
Association
호 제4조
Telecommunication

460

한국항만전화주식회사: 법 부칙 제4903
Korea Port Telephone Co., Ltd.
호 3조

법

부칙 Act on the Abrogation of the Korea
Telecommunications Corporation Act
of

Information

&

461 한부모가족지원법: 령 제2조 3항 4호 사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462 합병: 령 제20조

merger

463 합병계약서: 령 제32조 2항 1호

merger agreement

464 합병인가신청서: 령 제20조 2항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of acquisition
and merger

465 항만구역: 령 부칙 제4394호 제6조 4항 Port zone
466 항행안전: 령 제55조 1항 2조 나

navigation safety

467 해지: 법 제 54조 3항 6호

Termination

468 행정안전부: 령 제16조 1항 5호

Ministry
Security

469 행정정보: 령 제20조 5항

administrative information

470 허가: 법 제 13조 8항

license

471 허가를 받다: 법 제2조 1항 1호

obtain a license

472 허가를 주다: 법 제5조 2항

grant a license

473 허가신청요령: 법 제5조 4항

guidelines for application for license

474 허가의 변경: 법 제10조 1항

Modification of License

475 허가취소: 법 제6조의2 제1항 5호

Revocation of license

476 현저히: 법 제 36조의 2 7항 4호

significantly

477 협정신고: 령 제40조

Notification of Agreements

478 협정을 체결하다: 법 제34조 1항

conclude an agreement

479 협정체결: 법 제36조의3 제1항 1호

Concluding agreements

480 환급가산금: 법 제 37조의 2 6항

an additional refund charge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481 활용: 법 제 13조 3항 5호

utilization

482 회계를 정리하다: 법 78조 1항 8호

Conduct accounting

483 회계정리: 법 제 36조의 2 1항

Accounting Arrangement

484 회부하다: 법 제 6조의 3 4항

refer

485 회선: 법 제2장 제4조 2항

line

486 회선설비: 령 제7조 3호

Telecommunications lines facilities

487 효율적인: 법 제3조의 2 4항

efficient

488 휴지하다: 법 제 14조 1항

susp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