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권등기법(物權登記法典)」
최종 개정일 : 1999년 9월 20일

□ 개 요
마카오의 ≪물권등기법≫은 마카오가 중국에 회귀된 이후인
1999년 9월 20일에 제정되었다. 주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이전의
모든 물권 관련 등기법 및 관련 등기 절차를 전산화하고 현대화하여
효과적으로 마카오지역의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 하에 설
립된 이 법은 총 8편 159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컴퓨터 시스템의 도
입으로 간소화된 등기 절차, 효력 등의 내용에 대한 규정 이외에도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의 증명 및 신청원칙 등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목 차
원문

번역문

第一編 登記之性質及價值

제1편 등기의 성질 및 가치

第一章 登記之標的

제1장 등기의 목표

第一條 登記之目的

제1조 등기의 목적

第二條 須登記之事實

제2조 반드시 등기해야 하는 사실

第三條 須登記之訴訟及裁判

제3조 반드시 등기해야 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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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재판

第二章 登記之效力

제2장 등기의 효력

第四條 當事人之間之效力

제4조 당사자 간의 효력

第五條 可對抗第三人

제5조 제삼자에 대한 대항

第六條 登記之優先

제6조 등기의 우선순위

第七條 由登記產生之推定

제7조 등기로 발생되는 추정

第八條 對已登記事實之爭議

제8조 기등기되어 있는 사실에 대

第九條 證明有關不動產之合法性

한 분쟁

第十條 連續性原則

제9조 부동산의 합법성에 관한 증명
제10조 연속성 원칙

第三章 登記效力之終止

제3장 등기효력의 중지

第十一條 轉移及消滅

제11조 이전 및 소멸

第十二條 失效

제12조 효력의 상실

第十三條 失效之特別期間

제13조 효력 상실의 특별 기간

第十四條 註銷

제14조 말소

第四章 登記之瑕疵

제4장 등기의 하자

第十五條 登記不存在之原因

제15조 등기부존재의 원인

第十六條 登記不存在之制度

제16조 등기부존재의 제도

第十七條 登記無效之原因

제17조 등기무효의 원인

第十八條 登記無效之宣告

제18조 등기무효의 선고

第十九條 登記之不準確

제19조 등기의 부정확성

2

第二編 登記之組織

제2편 등기의 구성

第一章 區域權限

제1장 구역 권한

第二十條 區域權限之規則

제20조 구역권한의 규칙

第二章 儲存媒體、資料庫及檔案

제2장 저장매체, 데이터베이스 및 파일

第二十一條 電腦儲存媒體

제21조 컴퓨터 저장매체

第二十二條 物業及個人資料庫

제22조 자산 및 개인 데이터베이스

第二十三條 文件檔案

제23조 문서 파일

第二十四條 臨時存檔之文件

제24조 임시 저장 문서

第三章 地籍、財政司房屋紀錄及地 제3장 지적, 재정사 부동산기록 및
名之資料

지명 자료

第二十五條 與地籍之一致

제25조 지적과의 일치

第二十六條 與財政司房屋紀錄之一 제26조 재정사 부동산 기록과의
致

일치

第二十七條 無財政司房屋紀錄之房 제27조 재정사 부동산 기록이 없
地產

는 부동산

第二十八條 地名之更改

제28조 지명의 개명

第三編 登記程序

제3편 등기절차

第一章 正當性及代理

제1장 정당성 및 대리

第二十九條 正當性之一般規則

제29조 정당성의 일반 원칙

第三十條 權利之共有

제30조 권리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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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十一條 對標示作附註

제31조 표시에 대한 주석

第三十二條 代理

제32조 대리

第三十三條 無行為能力人之代理

제33조 제한능력자의 대리

第二章 登記請求

제2장 등기 청구

第三十四條 申請原則

제34조 신청원칙

第三十五條 登記申請之資料

제35조 등기신청 자료

第三十六條 身分、資格或地位及作 제36조 신분, 자격 또는 지위 및
出行為之權力之證實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력의 증명

第三章 用作辦理登記之文件及聲明

제3장 등기 수속 문서 및 성명

第三十七條 書證

제37조 서면자료

第三十八條 憑證內必須載明之事項

제38조 증빙 서류 내의 필수 증

第三十九條 補充聲明

명 사항

第四十條 用作辦理登記之聲明之方 제39조 보충 성명
式

제40조 등기수속 성명의 방식

第四章 用作辦理登記之特別文件

제4장 등기수속의 특별 문서

第四十一條 未出具法律行為之憑證 제41조 법률적 행위 문서의 제출
前之取得及抵押

전에 취득 및 저당하지 아니한 경

第四十二條 屬於未分割遺產之財產 우
之取得

제42조 유산분할에 속하지 아니

第四十三條 分層所有權之設定

하는 취득

第四十四條 分層所有權之設定憑證 제43조 분할소유권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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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更改

제44조 분할소유권의 설정 증빙

第四十五條 法定抵押及司法裁判抵 의 갱신
押

제45조 법정담보 및 사법재판담보

第四十六條 訴訟

제46조 소송

第四十七條 保留指定第三人權利之 제47조 제삼자 권리 보류 지정의
合同

계약

第四十八條 不動產之劃撥

제48조 부동산의 할당

第四十九條 抵押債權之劃撥

제49조 담보채권의 할당

第五十條 抵押之註銷

제50조 담보의 말소

第五十一條 查封及保全措施登記之 제51조 차압 및 보전조치 등기의
註銷

말소

第五十二條 臨時登記之註銷

제52조 임시등기의 말소

第五章 呈交

제5장 제출

第五十三條 呈交註錄

제53조 기록의 제출

第五十四條 多個登記行為

제54조 여러 등기 행위

第五十五條 同時呈交

제55조 동시 제출

第五十六條 呈交收條

제56조 제출 수리증명

第五十七條 呈交之拒絕接受

제57조 제출의 수리 거절

第五十八條 呈交之法定期間

제58조 법정 제출 기한

第六章 登記請求之評定

제6장 등기신청의 평가

第五十九條 合法性原則

제59조 합법성 원칙

第六十條 登記之拒絕

제60조 등기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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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六十一條 基於疑問之臨時登記

제61조 의문사항이 있는 임시 등기

第六十二條 拒絕登記批示及作臨時 제62조 등기 고시의 거절 및 임
登記之批示

시 등기의 고시

第六十三條 稅務義務

제63조 세무의 의무

第六十四條 缺陷之彌補

제64조 결함의 보충

第六十五條 變換

제65조 변환

第六十六條 捨棄

제66조 포기

第四編 登記行為

제4편 등기 행위

第一章 一般規定

제1장 일반 규정

第六十七條 登記之期間及順序

제67조 등기 기간 및 절차

第六十八條 方式及行文

제68조 방식 및 공문

第六十九條 日期及有效性之確認

제69조 일자 및 유효성 확인

第七十條 不確認登記為有效時之彌 제70조 등기의 유효성 미확인에
補

대한 보충

第二章 標示

제2장 표시

第七十一條 目的

제71조 목적

第七十二條 標示之開立

제72조 표시의 개설

第七十三條 附屬標示

제73조 부속 표시

第七十四條 標示之一般載明事項

제74조 표시의 일반 명기 사항

第七十五條 總標示之載明事項

제75조 총표시의 명기 사항

第七十六條 附屬標示之載明事項

제76조 부속표시의 명기 사항

第七十七條 重複標示

제77조 중복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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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七十八條 標示之作廢

제78조 표시의 폐기

第三章 對標示之附註

제3장 표시에 대한 주석

第七十九條 標示之更改

제79조 표시의 변경

第八十條 一般必備資料

제80조 일반 필수자료

第八十一條 標示之依職權更新

제81조 표시의 직권에 따른 갱신

第八十二條 合併及分割

제82조 합병 및 분할

第八十三條 房地產合併前之標示之 제83조 부동산 합병 이전의 표시
替代

의 대체

第八十四條 劃準線所需之地塊或使 제84조 구획지정이 필요한 지역
土地完整之地塊

또는 토지 완비 지역

第四章 登錄

제4장 등록

第八十五條 登錄之目的

제85조 등록의 목적

第八十六條 基於性質之臨時性

제86조 특성에 근거한 임시성

第八十七條 某些基於性質之臨時登 제87조 일부의 특성에 근거한 임
錄之存續及失效

시등록의 존속 및 실효

第八十八條 一般必備資料

제88조 일반 필수자료

第八十九條 附加協定及條款

제89조 부가협정 및 조항

第九十條 特別必備資料

제90조 특별 필수 자료

第九十一條 抵押登錄之特別必備資 제91조 담보등록의 특별 필수자
料

료

第九十二條 與其他須登記事實同時 제92조 기타 등기가 필요한 사실
設定之事實之登錄

과 동시에 설정한 사실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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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九十三條 受限制之所有權之登錄

제93조 제한을 받는 소유권의 등록

第九十四條 單一登錄

제94조 단일 등록

第五章 對登錄之附註

제5장 등록에 대한 주석

第九十五條 登錄之更改

제95조 등록의 변경

第九十六條 特別附註

제96조 특별 등록

第九十七條 一般必備資料

제97조 일반 필수 자료

第九十八條 特別必備資料

제98조 특별 필수 자료

第五編 登記之公開及證據

제5편 등기의 공개 및 증거

第一章 公開

제1장 공개

第九十九條 登記之公開性

제99조 등기의 공개성

第一百條 證據方法

제100조 증거 방법

第二章 證明

제2장 증명

第一百零一條 請求

제101조 청구

第一百零二條 證明之內容

제102조 증명의 내용

第一百零三條 發出或拒絕

제103조 발송 또는 거절

第六編 登記之彌補、更正及重造

제6편 등기의 보충, 변경 및 재등록

第一章 彌補方法

제1장 보충방법

第一百零四條 與連續性有關之司法 제104조 연속성과 관련된 사법적
或公證證明

또는 공증 증명

第一百零五條 稅務上之合規則性

제105조 세무 상의 합법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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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百零六條 假扣押、查封或扣押 제106조 가압류, 차압 또는 압류
情況下之彌補

정황 하의 등기

第二章 司法證明

제2장 사법 증명

第一百零七條 起訴狀

제107조 기소장

第一百零八條 傳喚

제108조 소환

第一百零九條 證據方法

제109조 증거 방법

第一百一十條 裁判

제110조 재판

第一百一十一條 上訴

제111조 상소

第一百一十二條 重新進行司法證明

제112조 사법 증명의 재 진행

第一百一十三條 進行司法證明之其 제113조 사법 증명 진행의 기타
他情況

정황

第三章 登記之更正

제3장 등기의 변경

第一百一十四條 發起

제114조 발기

第一百一十五條 與憑證不符

제115조 증빙서류와의 부합하지

第一百一十六條 憑證之缺陷

않는 경우

第一百一十七條 不適當繕立之登記

제116조 증빙서류의 결함

第一百一十八條 對第三人權利之保 제117조 부적당한 등기
護

제118조 제삼자의 권리에 대한

第一百一十九條 更正方式

보호

第一百二十條 基於同意之更正

제119조 변경방식

第一百二十一條 透過司法途徑之更 제120조 동의에 근거한 변경
正

제121조 사법적 경로를 통한 변경

9

第一百二十二條 起訴狀及將之送交 제122조 기소장 및 기소장의 법
法院

원 제출

第一百二十三條 傳喚

제123조 소환

第一百二十四條 判決之執行

제124조 판결의 집행

第一百二十五條 上訴

제125조 상소

第一百二十六條 豁免

제126조 면제

第四章 登記之重造

제4장 등기의 재등록

第一百二十七條 重造之方法

제127조 재등록 방법

第一百二十八條 無安全檔案

제128조 무안전 파일

第一百二十九條 登記之重新製作

제129조 등기의 재제작

第七編 對登記局局長之決定提出之 제7편 등기국 국장의 결정에 대한
申訴

제소

第一章 一般規定

제1장 일반 규정

第一百三十條 可申訴之決定

제130조 제소할 수 있는 결정

第一百三十一條 申訴之方式

제131조 제소의 방식

第一百三十二條 正當性

제132조 정당성

第二章 聲明異議

제2장 이의의 성명

第一百三十三條 聲明異議之程序及 제133조 이의 성명의 절차 및 기
期間

간

第一百三十四條 決定

제134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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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章 行政上訴

제3장 행정 상소

第一百三十五條 行政上訴之提起及 제135조 행정상소의 제기 및 기
期間

간

第一百三十六條 先前未提出聲明異 제136조 이의 성명을 우선 제출하지
議之上訴

않은 상소

第一百三十七條 先前已提出聲明異 제137조 이의 성명을 우선 제출
議之上訴

한 상소

第一百三十八條 嗣後之步驟

제138조 이후의 절차

第一百三十九條 明示決定之嗣後作 제139조 결정의 이후 절차의 명
出

시

第一百四十條 對上訴之決定

제140조 상소에 대한 결정

第一百四十一條 決定之效力

제141조 결정의 효력

第四章 向法院之上訴

제4장 법원에 대한 상소

第一百四十二條 可提起上訴之決定

제142조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第一百四十三條 期間

결정

第一百四十四條 上訴之提起

제143조 기간

第一百四十五條 將卷宗送交法院

제144조 상소의 제기

第一百四十六條 明示決定之嗣後作 제145조 서류의 법원 제출
出

제146조 결정의 이후 절차의 명시

第一百四十七條 對上訴之審判

제147조 상소에 대한 심판

第一百四十八條 對裁判之上訴

제148조 재판에 대한 상소

第一百四十九條 對確定裁判之執行

제149조 확정된 재판에 대한 집행

第一百五十條 上訴利益值及訴訟費 제150조 상소 이익치 및 소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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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之豁免

용의 면제

第五章 申訴之效力

제5장 제소의 효력

第一百五十一條 申訴之提出

제151조 소의 제기

第一百五十二條 對申訴作出之裁判

제152조 제소에 대한 재판

第八編 其他規定

제8편 기타 규정

第一百五十三條 費用

제153조 비용

第一百五十四條 收費及繳付

제154조 비용의 수취 및 납부

第一百五十五條 豁免

제155조 면제

第一百五十六條 清單

제156조 명세서

第一百五十七條 民事及刑事責任

제157조 민사 및 형사 책임

第一百五十八條 期間

제158조 기간

第一百五十九條 期間之不遵守

제159조 기간의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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