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수 와 시동 생 의 혼인

【질 문】

형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하다.

【응 답】

명 순 구 / 정 구 태

먼저 형수와 시동생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형과 형수의 혼인관계가 종료되어야 함

은 당연하다. 종료사유로는 기본적으로 사망과 이혼을 생각해볼 수 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와 생존배우자의 혈족과의 친족관계는 당연히 종료되지

만 생존배우자와 사망배우자간의 친족관계는 생존배우자가 재혼해야만 종료된다(제

775조). 여기서 말하는 친족관계는 인척관계를 뜻한다. 주지하다시피 친족에는 배우

자, 혈족 및 인척이 있고,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구민법상으로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도 인척에 포함되어 겹사돈

이 불가능하였지만 현행법은 이를 인척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겹사돈도 가

능하다.

그럼 우선 구민법상 학설의 대립이 있었던 형부와 처제와의 혼인이 가능한지 여

부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구민법상으로는 처족인척이 처의 부모만을 의미했기 때

문에 형부의 입장에서 처제는 친족이 아니어서 유효하다고 하는 견해가 다수설이었

고, 이에 반해 소수설로서 형부는 처제의 입장에서 남계혈족(쉽게 말해 동성동본인

혈족)의 배우자이므로 무효라는 견해가 있었다. 실무상으로 구관은 통혼을 허용하였

으나, 대법원은 이를 무효로 처리해왔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815조 2호에 의해 혼인이 불가능하다는데 견해가 일치되어

있다. 즉, 처제는 형부의 입장에서 보면 妻의 2촌 방계혈족이므로, 809조 2항에서

정하는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부의 입장에서

보면 처제와 형부간의 혼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그리고 형부는 처제의

입장에서 보면 2촌 방계혈족의 배우자로서, 815조 2호에서 말하는 8촌이내의 방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에 해당하여 형부와 처제간

의 혼인은 무효인 법률행위이다.

이제 질문의 핵심사항인 형수와 시동생의 혼인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형수는 시동생의 입장에서 보면 2촌 방계혈족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815조 2호에 의

해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에 해당

하여 형수와 시동생간의 혼인은 무효이다. 그리고 시동생은 형수의 입장에서 보면

夫의 2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므로 815조 3호에서 말하는 夫의 8촌이내의 혈족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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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에 해당하여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형수와 시동생

간의 혼인은 불가하다고 하겠다.

참고로, 현행 인척 사이의 금혼을 정하고 있는 현행민법 제809조 2항을 그대로

문리해석할 경우, 친족이 아닌 인척 사이의 혼인도 금지하는 등 인척의 금혼범위가

불필요하게 광범위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부분의 입법례는 직계인척간의 혼인

만을 금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의 관행상으로는 처제재취(妻弟再娶)도 왕왕

행하여졌고, 이성친(異姓親)인 경우 6, 7촌까지만 금혼이었다고 한다.

입법론상으로는 동성동본인 혈족에 대한 금혼규정인 제809조를 8촌 이내의 혈족

에 대한 금혼으로 개정하여, 부계·모계·직계·방계·자연혈족·법정혈족에 관계

없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남계혈족의 배우자 , 夫의 혈족 , 기타 8촌 이내의

인척 에 대한 금혼을 직계인척 간에만 적용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1)

그러나 직계인척간에만 적용되도록 할 경우 처제와 형부 사이에 혼인이 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809조 2항 전체규정에 제한해석을 하여, 즉 777조에 규정

한 친족의 범위 내에 속하는 자로서 '를 부가하는 제한해석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

향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입법론으로는 몰라도 해석론의 한계를 유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또한 777조의 친족의 범위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다는 문제점

도 있다.2)

이와 관련해 정부가 제출해 국회 본회의에 아직 상정조차 되고 있지 않은 민법개

정안의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809조(近親婚 등의 금지) ① 8寸 이내의 血族(親養子의 入養전의 血族을 포함한

다) 사이에서는 婚姻하지 못한다.

② 6寸 이내의 血族의 配偶者, 配偶者의 6寸 이내의 血族, 配偶者의 4寸 이내의 血

族의 配偶者인 姻戚이거나 이러한 姻戚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婚姻하지 못한다.

③ 6寸 이내의 養父母系의 血族이었던 자와 4寸 이내의 養父母系의 姻戚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婚姻하지 못한다.

1) 이경희, 가족법, 법원사, 2001, 51면.
2)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병창, 친족제도의 변천, 가족법의 변동요인과 현상, 1998, 41- 4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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