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상속권이 있을까?
행복한 노후를 꿈꾸며 황혼재혼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그와 관련된 

고민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황혼재혼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상속이다. 황혼재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문제와 대처 방안을 알아보자.  

100세 시대를 맞아 황혼이혼과 황혼재혼이 늘어나면서 

관련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황혼재혼의 경우에

는 각각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그러다 보니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새아버지 혹은 

새어머니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가 많

아지고 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상속권이 있을까

A(남, 60세)씨는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성공한 CEO로 

사별 후 혼자 아들을 키워왔다. 그는 자신이 평생 공

들여 일군 사업을 하나뿐인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

다. 그런데 최근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딸을 가진 B(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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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씨를 소개받았다. A씨는 B씨가 마음에 들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다. B씨와 재혼할 경우 그녀의 

딸이 상속권을 주장해 A씨 회사 주식을 상속받아 아

들의 경영권을 위협할까 봐 걱정인 것이다. A씨의 걱

정은 해결될 수 있을까? 

우선 A씨의 걱정은 기우(杞憂)다. B씨의 딸은 A씨 

재산에 대해 상속권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즉 B씨의 

딸은 A씨와 피가 섞인 혈족이 아니므로 A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고, 상속이 개시되면 법적으로 보장받

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인 유류분권도 없다. 따라서 

A씨는 B씨와 재혼을 해도 B씨의 딸에게는 신경 안 쓰

고 자신의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계획을 차질없

이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A씨의 재산에 대해 B씨는 ‘배우자’로서 상

속권이 있다. 상속비율도 아들의 1.5배로 B씨는 아들

의 경영권 상속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여기서의 팁

(Tip)은 A씨가 유언장을 쓰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씨

가 ‘B에게 회사 지분 대신 현금으로 상속분을 준다’

는 유언장을 쓴다면 A씨는 재혼과 아들의 경영권 상

속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재혼한 B씨의 자녀가 상속권을 가질 방법

은 없을까? 상속권을 가진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피가 

섞인 혈족이어야 한다. 이때의 팁은 ‘입양’을 하는 것

이다. 만약 A씨가 B씨의 자녀에 대해 입양절차를 마치

게 되면 ‘법정혈족’이 될 수 있으므로, B씨의 자녀는 

A씨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 

사위나 며느리가 상속인이 될 수도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C씨를 가정하자. 그에게는 

아들 D씨와 며느리 E씨가 있다. 원래 사위나 며느리는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없지만 예

외적으로 사위나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대습상속 제도가 그것이다. 

아들 D씨가 사망한 후 시아버지 C씨가 사망했다면 

며느리인 E씨는 시아버지 C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이유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 아들

이 사망했다면 며느리가 아들의 배우자로서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

는 사유만으로 며느리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것은 불공

평하기 때문이다. 

이때 주의할 점으로, 며느리 E씨가 시아버지 C씨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재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며

느리 E씨가 시아버지 사망 이전에 재혼했을 경우, C씨

가 사망해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①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피가 섞인 

혈족이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다.

② 피가 섞이지 

않았더라도 입양을 

하면 법정혈족이 되어 

상속권이 생긴다. 

③ 대습상속 제도에 

의하면 사위나 

며느리도 상속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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