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의 의미

【질 문】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일정한 기간에 시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때에 발효되는지 알고 싶다.

【응 답】

명 순 구

□ 질문자는 단순히 '특별조치법 '이라고만 하였는데, 질문의 행간을 읽어 보건대,

특별조치법 중에서도 아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을 궁금해 하

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에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I.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의 의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은 같은 이름으로 두 번 제정된 바 있

다. 첫 번째는 아직까지 1977. 12. 31. 법률 제3094호의 그것이고, 두 번째는 1992.

11. 30. 법률 제4502호의 그것이다.

이들 특별조치법은 不動産登記法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할 不動産으로서 이 法 施

行당시 所有權保存登記가 되어 있지 아니 하거나 登記簿記載가 실제 權利關係와 一

致하지 아니하는 不動産을 簡易한 節次에 의하여 登記할 수 있게 함을 目的으로 한

다(각 법 제1조 참조). 그리고 이들 특별조치법은 모두 한시법으로서의 특성을 가진

다.

II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의 제정 , 개정 연혁

1 . 1977 . 12 . 3 1 . 법률의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未登記 및 不符合 不動産을 간략한 節次로 신속히 登記를 완료시킴으로써 所有權

의 보호와 아울러 財産權으로서의 機能을 維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不動産의 表示 및 所有名義가 사실과 一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簡易한 節次

에 의하여 登錄申請할 수 있게 함.

② 登錄原因을 1974年 12月 31日이전의 것으로 제한함.

③ 適用對象을 收復地區를 제외한 邑, 面地域의 全土地 및 建物과 市地域(人口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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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이상의 市는 제외)의 農地, 林野 및 市地域의 마을共同財産으로서 市,郡,邑,面의

土地臺帳, 林野臺帳, 家屋臺帳에 登載되어 있는 財産으로 한정함.

④ 申告內容은 地籍의 異動, 建物表示 變動을 사실상의 讓受者가 할 수 있도록

함.

⑤ 所有權保存登記와 所有權移轉登記를 確認書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함.

⑥ 確認書는 臺帳所管廳이 發給하여 市長 또는 邑, 面長이 委囑한 3人이상의 保

證書를 添附한 申請에 의하여 2月이상 公告후 異議申請이 없는 경우 發給키로 함.

⑦ 異議가 있는 者는 公告期間내에만 異議申請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異議는

公告滿了日로부터 3月이내에 處理하도록 함.

⑧ 詐僞의 方法으로 確認書를 發給받은 者등은 1年이상 10年이하의 有期懲役이나

50萬원이상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도록 함.

⑨ 이 法에 의한 登記申請은 施行日로부터 3年내에 하도록 限時法으로 함.

2 . 1977 . 12 . 3 1 . 법률에 대한 제1차 개정 (1978 .12 .6 법률 제3 159호 )의 내용

1878년의 일부개정법률에 의하여 제3조, 제5조, 제6조, 제10조가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相續으로 인한 登記의 경우와 登記에 필요한 臺帳上의 誤謬, 訂正 등이 規定上

누락되어 이 法 適用에 있어서 所期의 成果를 거둘 수 없는 實情이므로 이러한 隘

路를 除去하여 不動産의 權利關係를 최대한 確定하게 하고 國民의 財産을 보호하려

는 것이다.

① 이 法의 適用對象에 相續으로 인한 登記의 경우를 추가함.

② 登記의 전제가 되는 土地臺帳 등의 誤謬, 訂正을 가능하게 함.

③ 行政區域 改編으로 이 法의 適用에서 不利益을 받거나 받게 될 地域에 대한

救濟條項을 신설함.

3 . 1977 . 12 . 3 1 . 법률에 대한 제2차 개정 (1982 .4 .3 법률 제3562호 )의 내용

1982년의 일부개정에 의하여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가 개

정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法에 依한 登記申請이 1981年 2月 28日로 이미 그 期間이 지나버렸으므로 이

法에 의한 登記申請期間을 1984年 12月 31日까지 延長하는 한편, 현재 未登記土地

중에는 6.25事變 중 土地關係公簿의 滅失로 인하여 地籍公簿를 復舊함에 있어 엄연

히 所有者가 實在함에도 土地表示에 관한 사항만 復舊되고 所有者는 復舊되지 아니

한 土地가 많은바 이러한 土地所有者로 하여금 이 法에 의한 確認書를 發給받아 臺

帳上 所有者 登載申請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簡易한 節次로 所有權保存登記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자 하는 것이다.

① 이 法의 有效期間을 1984年 12月 31日까지로 하되,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確認書 發給申請을 한 不動産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후 6月까지는 登記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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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함.

② 未登記不動産중 臺帳上 所有者가 復舊되지 아니한 土地의 사실상의 所有者 또

는 그로부터 讓受하거나 相續받은 者가 本法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確認書를

發給받아 臺帳上 所有者登載申請을 하여 保存登記를 할 수 있도록 함.

4 . 1992.11.30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의 재제정(법률 제4502호)

과거 日帝時代이후 不動産을 買入 또는 相續하여 오랜 기간 實所有者로 있었으나

不動産登記에 대한 認識不足으로 買入 당시 所有權移轉登記를 하지 아니하고, 1977

年 制定된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에 의하여서도 移轉登記를 하지

아니한 결과, 그동안 前所有者가 死亡하였거나 그 直系子孫들이 다수이고 全國에

散在하여 있음으로 인하여, 現時點에서 正常的인 節次로는 移轉登記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救濟하기 위하여 간편한 節次로써 實質的인 所有者에게 所有

權의 移轉登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特別措置法을 制定하려는 것이다.

① 이 法의 適用對象 不動産을 이 法 施行日 현재 土地臺帳 또는 林野臺帳에 登

錄되어 있는 土地와 建築物臺帳에 登錄되어 있는 建物로 함.

② 이 法의 適用範圍를 不動産으로서 1985年 12月 31日 이전에 賣買, 贈與, 交換

등 法律行爲로 인하여 사실상 讓渡된 不動産, 相續받은 不動産과 所有權保存登記가

되어 있지 아니한 不動産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

③ 이 法의 適用地域 및 대상을 收復地區를 제외한 邑, 面地域의 全土地 및 建物

과 市(人口 50萬이상의 市를 제외함)地域의 農地 및 林野로 함.

④ 未登記不動産을 사실상 讓渡받은 者등은 確認書를 첨부하여 해당 不動産의 臺

帳所管廳에 臺帳上의 所有名義人變更登錄 또는 復舊登錄을 申請할 수 있도록 하고,

變更登錄된 臺帳上의 所有名義人은 그 臺帳謄本을 첨부하여 自己名義로 所有權保存

登記를 申請할 수 있도록 함.

⑤ 이 法에 의한 登記를 申請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不動産의 臺帳所管廳에서 발

급하는 確認書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 確認書는 市長 또는 邑, 面長이 당해 不動産

所在地 洞, 里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상 居住하고 있는 者중에서 위촉하는 3

人이상의 保證書를 첨부하여 書面으로 申請하도록 하며, 이를 접수한 臺帳所管廳은

2月이상 公告한 후 確認書를 발급하도록 하되, 그 기간 중 異議申請이 있는 不動産

에 대하여는 異議에 대한 處理가 완결되기 전에는 確認書를 發給하지 못하도록 함.

⑥ 虛僞의 방법으로 確認書를 發給받은 者, 行使할 목적으로 確認書등의 文書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 虛僞의 保證書를 作成한 者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상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도록 함.

⑦ 이 法은 1993年 1月 1日부터 施行하여 1994年 12月 31日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하되, 이 法 施行중에 確認書의 發給을 申請한 不動産에 대하여는 有效期間 경과후

6月까지는 이 法에 의한 登記를 申請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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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992 .11 .30 . 법률에 대한 제1차 개정 (1993 .12 .10 법률 제34586호 )의 내용

이 개정법률에 의하여 제4조가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法은 1993年 1月 1日 현재 所有權保存登記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登記簿上

의 權利關係가 실제와는 다른 不動産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登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 현재에는 이 法의 적용대상이 邑·面의 경우에는 모든 土地와 建物로

되어 있지만, 市地域의 경우에는 農地와 林野만이 적용대상이 되고, 垈地등 그 밖의

土地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市地域의 외곽에 있는 垈地등은 登記簿上의 權利關係가

실제와 달라 老朽 建物의 增·改築이 곤란하고, 인근 邑·面地域에 비하여 公示地

價가 낮아지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 法律에서는 이러한 地域에 대하여 이 法의 적

용을 일부 확대하려는 것이다.

6 . 1992 . 11 . 30 . 법률에 대한 제2차 개정 (1994 . 8 . 3 . 법률 제4775호 )의 내용

이 개정법률에 의하여 제4조, 제10조가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現行 이 法의 적용대상에는 人口 50萬이상의 市地域은 제외하고 있으나, 行政區

域상으로 人口 50萬이상의 市地域에 編入되어 있으면서도 아직도 自然部落의 特性

을 유지하면서 開發制限措置등에 묶여 都市開發의 전망이 없는 地域에 未登記 土地

를 所有한 상당수의 農家가 있으므로 이러한 地域에 대해서도 이 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農家의 財産上 權利救濟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후기]

유의할 점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률은

1990. 8. 1. 법률 제4244호로 제정된 것으로 이 법률의 제정 취지는 다음과 같다.

-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申請을 義務化하고, 不動産投機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虛

僞·不實登記申請行爲와 不動産投機抑制를 위한 去來制限法令을 회피하여 나가는

각종 便法·脫法行爲를 直接的으로 規制함으로써, 登記簿記載와 去來의 實際內容이

一致하도록 하여 건전한 不動産去來秩序를 확립하려는 것임.

- 目的不動産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長등은 登記義務違反者를 內務部令으로 정

하는 基準에 따라 目的不動産에 대한 登記稅額의 5倍이하에 상당하는 過怠料에 處

하도록 함.

-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하여야 할 者가 登記原因을 허위로 기재하여 登記를 申請

하거나 所有權移轉登記 이외의 登記를 申請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이나 1億원 이

하의 罰金에 處하도록 함.

- 租稅賦課를 免하려 하거나, 다른 時點간의 價格變動에 따른 利得을 얻으려 하거

나 所有權등 權利變動을 規制하는 法令의 制限을 회피할 目的으로, 他人의 名義를

빌려 登記를 申請하거나, 未登記轉賣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이나 1億원 이하의

罰金에 處하도록 함.

- 他人의 名義를 빌려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하는 것을 原則的으로 금지하고, 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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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賦課를 免하려 하는 등의 目的이 없는 경우에는 登記申請時에 大法院規則이 정하

는 書面을 제출한 경우에만 例外的으로 허용하되, 書面의 제출 없이 他人의 名義를

빌려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한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이나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하도록 함.

- 不動産의 所有權移轉을 내용으로 하는 契約을 체결한 者는 去來事項을 기재한

契約書에 檢印을 받아 登記申請時에 제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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