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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formation of Marriage: a Message for Today 

 

Herman J. Selderhuis ( prof of  Theological University Apeldoorn)  

 

Introduction 

“How I dread preaching on the estate of marriage! …. The lax authority of both the spiritual 

and the temporal swords has given rise to so many dreadful abuses and false situations, that I 

would much prefer neither to look into the matter, nor to hear of it. But timidity is no help in 

an emergency; I must proceed. I must try to instruct poor bewildered consciences and take up 

the matter boldly ….”.  1 

These are words of almost 500 years ago but they could have been written today. We 

also see the state of marriage being in turmoil and confusion and it is wise to listen to 

the voices of the founders of the reformed tradition. They do not have all the answers 

for today, but they too had to deal with the question what does the Bible say about 

marriage and family. We are not the first to deal with these issues, so why not hear 

what those before us said about it? 

In my lecture I want to focus on Martin Luther, Heinrich Bullinger and John Calvin. 

This means I have to leave out the many others reformers like Bucer, Brenz and Beza, 

but maybe we can do that some other time. During my presentation of Luther, 

Bullinger and Calvin I will point out the relevance of their thoughts for today. 

 

Time for change 

It was the return to the text of the Bible that caused a reformation of marriage in the 

Sixteenth Century. In 1516 – exactly 500 years ago – Erasmus published his Novum 

Instrumentum, a new Latin translation of the Bible together with a new edition of the 

Greek text. It was this Greek text that learned Erasmus that the Bible does not teach 

that marriage is a sacrament, but also that the Bible can help to find a way out of the 

complex and disastrous laws and practices of marriage in his times. The discussion 

marriage was also a practical issue for the reformers as many of them where priests 

and monks but decided to marry. And most of them at some point offered 

recommendations about when and how to marry and under what circumstances 

marriages could be dissolved. These matters were no longer regulated by the canon 

law of the Roman church since Luther threw this law literally into the fire. There was 

a need to go back to the Scriptures and so marriage quickly became a theological issue. 

                                                             
1 Martin Luther, The Estate of Marriage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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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ne sense marriage was in a certain sense devaluated because it ceased to be a 

sacrament; but in another sense its status was elevated because it was deemed equal 

to or superior to celibacy. Reformers, therefore, had to forge a new theology of 

marriage which took account of both changes and in light of that new theology they 

had to reformulate the relationship of Christians to the matrimonial estate. All of the 

reformers wrote about it, but we have only time to listen to three of them. 

 

Luther: Marriage is a gift of God 

Although he did not marry until he was forty-one, Martin Luther had a lot to say about 

matrimony.
 
It was a personal issue for him as it was for all priests, monks, and nuns 

who had vowed to live a celibate life and then decided to leave that life and take a 

spouse. Martin Luther was in the forefront of this reformation of marriage and most 

essential was that in The Babylonian Captivity of the Church (1520), he denied that 

marriage was a sacrament. Recognizing that no divine promise or divinely instituted 

sign was attached to marriage, Luther rejected its sacramental character and the 

biblical argument for it from Ephesians 5:31—32. 
 
Now that Luther had decided that 

marriage was not a sacrament, he started to deal with the practical issues connected to 

it. By this time he was convinced of one thing, however. The compulsory celibacy of 

the priesthood should be abolished. Luther believed it had led to the fall of many a 

priest and to the decline of the priesthood in general. In place of compulsory celibacy, 

Luther wanted to "restore freedom to everybody and leave every man free to marry or 

not to marry."2 Celibacy is not a higher status for God but marriage is just as important, 

or maybe even more important. Luther's argument that marriage was superior to 

celibacy raised the status of marriage for clergy and for laity as well even though it 

was no longer regarded as a sacrament. Luther states this most clearly in his exposition 

of I Corinthians 7 (1523), a text which had long served to support the superiority of 

celibacy because Paul wished that all Christians were unmarried as he was (v. 7) and 

because he admonished engaged persons that those who refrained from marriage did 

better than those who married (v. 29). Luther read the text differently, however. From 

the statement that each person has a particular gift from God (v. 7), Luther concludes 

that marriage is just as much a gift of God as chastity and that furthermore chastity is 

a very special gift reserved for only a few.3
 
He does not stop there, however. He argues 

that marriage and not celibacy is the "most religious state of all," the "real religious 

order," because "nothing should be called religious except that inner life of faith in the 

heart, where the Spirit rules."4
 
In Luther's eyes, marriage as instituted by God "drives 

and helps along toward the Spirit and faith and ... it must consist almost entirely of 

                                                             
2 WA 6: 441.11-12. LW 44: 176 (To the Christian Nobility of the German Nation 1520). Cf. WA 8: 
543.32—544.10. LW 36: 206 (The Misuse of the Mass, 1521). 
3 WA 12: 104.19-33; 105.5-13. LW 28: 16-17 (I Corinthians 7). 
4 WA 12: 105.17-26. LW 2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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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th if it is to prosper."5  In this light one should read Luther's definitive treatise on 

marriage, The Estate of Marriage (Vom ehelichen Leben), which was published at the end 

of 1522.6
 
Luther calls this treatise a sermon and it was probably based on sermons 

preached by Luther in parishes near Wittenberg in April and May of 1522.  

The Estate of Marriage is divided into three parts:  

1) who can marry;  

2) who can divorce and for what reasons;  

3) how to live a Christian and godly life in the estate of marriage.  

In greater detail than the Babylonian Captivity, Part One rejects the restrictions of canon 

law on marriage which had accumulated during the Middle Ages and which in 

Luther's opinion had become so confusing that Christian people were completely 

bewildered by them. To clarify the matter, Luther establishes marriage as a divinely-

willed ordinance on the basis of Genesis 1:26—28, which describes how God created 

human beings male and female and bid them be fruitful and multiply. Since this 

ordinance of creation applies in principle to everyone, the burden of proof should be 

on those who decide not to marry instead of on those who do. In fact, says Luther, God 

has exempted only three kinds of people from marriage: the sexually impotent, men 

who have been castrated, and men and women who are able to abstain from sexual 

intercourse and therefore remain celibate without succumbing to temptation. The 

latter are "rare, not one in a thousand, for they are a special miracle of God."7
 
In all 

other cases, men and women should marry and fulfill God's created purpose. As a 

general rule retains only the restrictions with specific biblical precedents like, for 

example, the limits on marrying blood relations in Leviticus 18. The point of such 

impediments had been to define a clear Christian practice of marriage among the 

recently baptized pagans of medieval Europe.
 
Over the centuries, however, the 

restrictions had become tighter and more profuse, although they could be 

circumvented by the payment of fines, a practice which Luther roundly condemned. 

The impediment of unbelief is an important case in point. Christians were prohibited 

from marrying Muslims, Jews, or heretics. In rejecting this impediment, Luther makes 

his famous declaration about the secular nature of marriage:  

Know therefore that marriage is an outward, bodily thing, like any other worldly undertaking. 

Just as I may eat, drink, sleep, walk, ride with, buy from, speak to, and deal with a heathen, Jew, 

Turk, or heretic, so I may also marry and continue in wedlock with him. Pay no attention to 

the precepts of those fools who forbid it. You will find plenty of Christians - and indeed the 

greater part of them -who are worse in their secret unbelief than any Jew, heathen, Turk, or 

                                                             
5 WA 12: 107.13-16. LW 28: 19. 
6 WA 10/2: 275-304. LW 45: 11-49· 
7 WA 10/2 276 9 – 277; LW 4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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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tic. A heathen is just as much a person — God's good creation - as St. Peter, St. Paul, and 

St. Lucy, not to speak of slack and spurious Christian.8
 
 

This new theology of marriage becomes clearer as the treatise proceeds. Part Two 

discusses grounds for divorce, of which Luther accepts three: impotence, adultery, and 

the refusal of sexual intercourse (the conjugal debt or duty) by one of the spouses. The 

denial of a sacramental quality to marriage does open the way for divorce since, as a 

sacrament, marriage could never be dissolved even if the spouses separated. Most 

Protestants on the continent of Europe did accept some grounds for divorce because 

they found it more humane to allow separated spouses to remarry than to force a 

spouse to live alone when he or she had been deserted or betrayed by a former partner.
 

Like other reformers, Luther is also reluctant to recommend divorce even when it is 

allowed. In The Estate of Marriage, Luther questions whether Christians should make 

use of divorce, at least in the case of adultery.  

Luther was convinced that even though marriage itself is not a specifically Christian 

estate, nevertheless Christians should conduct themselves in marriage in a special way. 

Introducing the final section of the treatise Luther says: "In the third part, in order that 

we may say something about the estate of marriage which will be conducive toward 

the soul's salvation, we shall now consider how to live a Christian and godly life in 

that estate."9
 
The first requirement is that Christians respect both sexes as the work of 

God and give no ear to "pagan" books which disparage women and married life.10
 

Christians should "recognize" the estate of marriage, that is, see it in a special way, 

"find therein delight, love and joy without end," because they "firmly believe that God 

himself instituted it, brought husband and wife together, and ordained that they 

should beget children and care for them." 11
 
Christian faith looks upon all the 

insignificant and distasteful duties of family life "in the Spirit and is aware that they 

are all adorned with divine approval as with the costliest gold and jewels."12
 
At this 

point Luther makes his oft-quoted assertion that God with all the angels and creatures 

is smiling at a father washing diapers not because the task is menial but because the 

father is acting in true Christian faith.13
 
The point of Luther's comment is sometimes 

missed. Luther means not only to commend the daily duties of parenthood in general 

but to commend specifically the Christian attitude toward these duties which 

recognizes them as God's own work possessing a divine blessing. In his lectures on 

Genesis (1535-1545) Luther extols the trust that exists between spouses and remarks 

that the "world has nothing more beautiful than this union of hearts between 

spouses."14
 
Because of sin, however, a person can fall and a spouse should anticipate 

                                                             
8 WA 10/2 283 8-16 LW 45 25 
9 WA 10/2 292 8-10 LW 41 35 
10 WA 10/2 293 7-11 LW 45 36 
11 WA 10/2 294 25-29 LW 45 38 
12 WA 10/2 295 27 - 296 2 LW 45 39 
13 WA 10/2 29627-2974 LW 45 40 
14 WA 42: 477.35-36. LW 2: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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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ossibility and be all the more ready to forgive. "Thus love will remain, and 

harmony will not be disturbed. For nothing has happened that was not anticipated, 

and love is readiest to forgive. This is indeed a rare gift; but you, because you are a 

Christian, should remember that this ought to be your attitude."15
 
This attitude is 

necessary because marriage, like all of God's creation, has been contaminated by sin. 

Before the fall, marriage was a genuine partnership and Adam recognized that it came 

from God. "But now this institution and command are all the more necessary, since sin 

has weakened and corrupted the flesh. Therefore this comfort stands invincible against 

all the doctrines of demons (1 Tim. 4:1), namely, that marriage is a divine kind of life 

because it was established by God himself."16
 
 

Luther did not pretend to offer solutions to all the issues of marital life. Like other 

reformers, however, he did attempt to recover the dignity of marriage by emphasizing 

the divine intention behind it and proposing a specifically Christian appropriation of 

married life. The following passage from his 1531 wedding sermon captures this 

intention in a particularly vivid way:  

God's Word is actually inscribed on one's spouse. When a man looks at his wife as if 

she were the only woman on earth, and when a woman looks at her husband as if he 

were the only man on earth; yes, if no king or queen, not even the sun itself sparkles 

any more brightly and lights up your eyes more than your own husband or wife, then 

right there you are face to face with God speaking. God promises to you your wife or 

husband, actually gives your spouse to you, saying: "The man shall be yours; the 

woman shall be yours. I am pleased beyond measure! Creatures earthly and heavenly 

are jumping for joy." For there is no jewelry more precious than God's Word; through 

it you come to regard your spouse as a gift of God and, as long as you do that, you will 

have no regrets.17 
 

 

Luther is the reformer who brought the church back to a Biblical view on celibacy and 

marriage. He lay the basis on which Bullinger and Calvin could continue to build. We 

will now first move to Bullinger. 

 

Bullinger: Marriage is a Covenant 

 

Heinrich Bullinger( 1504-1575) was Zwingli ś successor in Zurich and was one of the 

founding fathers of Reformed theology. Bullinger was a priest but after choosing the 

                                                             
15 WA 42: 478.4-8. LW 2: 302. 
16 WA 42: 100.40 - 101.2. LW 1: 134. Luther suggests that the model of the wife subjected to 
the husband is a result of the law given after sin. WA 42: 103.31— 33. LW2: 137-138. 
17 WA 34: 5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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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 of the Reformation he married Anna Adlischweiler, a former nun, in 1529. 

Bullinger’s marriage and homelife was a model: his love for his wife was genuine and 

tender; and of his eleven children, all of his sons became Protestant ministers.  

In 1540 he published his great work on marriage, Der Christliche Ehestand, in which 

alls aspects of marriage and divorce are treated. This book in English called  ́Golde 

Boke of Matrimonie, presented a covenantal model of marriage was to have great 

influence on the German speaking but even so on the English speaking world as there 

are four German but ten English editions.18 In this book Bullinger wants to show that 

marriage is a good institution, established by God. With constant reference to the Bible 

Bullinger wants to instruct people about the value and practice of marriage. 

Bullinger continually stresses that the character of marriage did not change after the 

fall. Human beings changed and became sinners but marriage remained a godly 

institution and a gift of God, given for the benefit of humankind, and a means by which 

people can attain to eternal life because it keeps them from much sin. Married persons 

are enabled by it to fulfill essential demands of God. Bullinger frequently cites the 

saying of Hebrews 13:4, which requires that ḿarriage be held in honor among all .́ 

The very Creator of marriage and the place where marriage was first instituted – 

paradise! – make clear how highly marriage is to be esteemed. The fact that the greatest 

believers in Scripture were married is a powerful witness to the value of marriage. 

Marriage is an image of the relation between Christ and the believer. The covenantal 

character of marriage, accordingly, means that sins committed against marriage are 

simultaneously sins committed against Christ, for one sins against marriage, v́iolates 

the grace of Christ and desecrates the holy covenant made between him and Christ .́ 

Bullinger stresses that formication is an act of breaking that covenant: F́ornication 

makes us into covenant breakers and dishonors the grace of God and the members of 

Christ.  ́

Essential to marriage is the voluntary consent of both marriage partners. On this basis 

there should arise oneness in heart, body and possessions. In that way marriage is the 

most sublime and profound communion of which humans are capable. On the basis 

of a wide assortment of arguments derived from Scripture, the church fathers, and the 

classical authors, Bullinger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marriage is an expression of 

God ś grace towards us. On the basis of this proposition Bullinger believes that 

marriage is analogous to God ś covenant with us. Just as there is only one covenant 

between God and men, so before as well as after the fall, there is but one marriage. Just 

as the covenant is bilateral, so also the marital relation is bilateral. Just as the covenant 

of God aims at well-being, so does marriage. 

                                                             
18 Heinrich Bullinger, Der christlich Eestand (Zurich, 1540), translated as The Christen State of 
Matrimonye (London, 1541) (STC 4045), by Miles Coverdale, one of the early translators of the 
Bible into English, and as The Golde Boke of Christen Matrimonye (London, 1542) (STC 1723) 
under Thomas Becon's pseudonym, Theodore Bas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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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Bullinger discusses the goals of marriage he states that God had created 

marriage so that a man and woman "may lyve together honestlye and frendlye the one 

with the other, that they maye avoyde uncleannesse, that they maye brynge up 

children in the feare of God, that the one maye helpe and comforte the tother." He first 

mentions the procreation of children. In this connection he comments, however, that 

this does not mean that a childless marriage is not a genuine marriage. As the second 

goal he means the prevention of unchastity. He immediately adds that therefore sexual 

intercourse in marriage is not a sin or an immorality. These goals are not listed in order 

of importance for it is mutual fellowship that is most often mentioned as the goal of 

marriage. For the rest, marriage also has a strong social function since it is as a school 

designed to educate future citizens. Marriage is a social community in which all other 

forms of community are rooted. 

A marriage to an unbeliever is permitted only if there is no danger of apostasy or 

neglect of faith, but since this is hardly avoidable marriage to an unbeliever is regarded 

by Bullinger as inadvisable and dangerous to one ś own faith and to that of the 

children. Further, parental consent from both sides is not only useful but absolutely 

necessary. But most important is that the two partners heartily consent to this marriage. 

Part of this is also that everyone must carefully consider whether the person one 

marries is actually a fitting partner.  

Bullinger does not write much about divorce because according to him others have 

already done so. Besides, the bond of marriage is so sacred that divorce should not be 

necessary at all. Yet Bullinger does say that in specific situations divorce can be a help 

to marriage if people are thereby delivered from an intolerable life and get another 

chance to have a good married life. 

 

Fundamental for Bullinger is that at creation God planted in Adam and Eve, 

 "the love, the harte, the inclinacion & natural affecion that it besemethe the one to have 

towarde the other."  

 

 "mouthe of God thereby declareth the dewty knot and couenant of married folkes, 

namely that the hyghest love, bonde, and unite among them should be this, that no 

man seperate them asunder, but only death. . . . The loue therefore in mariage ought 

to be (next unto God) above all loves," with couples rendering to each other "the moost 

excellennt and unpayneful seruyce, diligence and earnest labour, . . . one doying for 

another, one louyinge, dependyng, helpyng & forbearyng another, sufferyng, also lyke 

joye and lyke payne one with another." 

Within this covenant of marriage a family can prosper that is of great service to the 

church. For that topic we turn to John Cal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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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vin:  Family and the Church  

 

Calvin’s view of giv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a place within the Christian 

community is of fundamental significance. His teaching on the covenant of grace says 

that children are part of God’s covenant and have the name ‘children of God’. Indeed, 

although the children of Christian parents are also, by their very nature, corrupt, 

nevertheless, they are sanctified by supernatural grace. Children are particularly 

favoured since in the covenant they have the right to be accepted as children, and by 

this they enter into communion with Christ and are ‘separated’ (sanctified) for the 

Lord. It is for this reason, too, that children have a claim to baptism and a right to be 

baptized. Baptism is an incentive for them, because of the promise that God has given 

them in baptism until they are sensible enough to accept the faith.19  

The teaching side (which is certainly not meant to be understood as doctrinal), in 

conjunction with the cognitive hue of Calvin’s theology, is aimed at stimulating in 

young people a desire to learn and know things. Certainly, children from the 

Calvinistic tradition are focused more on the Word than on experience and are more 

rationally than emotionally oriented. That had concrete historical consequences: it has 

been shown that children of the Reformed tradition performed better because they 

came from a reading culture, which was based on the ‘theology of the Word’. In the 

Reformed tradition, services of worship concentrated on the sermon, which aimed to 

impart knowledge of God and the Bible. In addition, there was the catechism and 

instruction at school in which there was also a strong focus on teaching and learning.20 

 

Today’s church could learn from Calvin that there is no life without teaching. People 

need understanding if they are to know God. Children are people coram Deo (in God’s 

sight), precious and unique individuals, who are part of a community and who also 

need this community; creatures who are sinful and therefore allowed to live from grace; 

people who should know that there is more in the world than career, money and 

possessions and that a human being cannot live from bread alone. That is why the 

church has to be there; with its sermons, pastoral care and catechism, the congregation 

                                                             
19 CO 48, 196–7. 

20 R. Hedtke, Erziehung durch die Kirche bei Calvin. Der Unterweisungs- und Erziehungsauftrag 

der Kirche und seine anthropologischen und theologischen Grundlagen, Quelle&Meyer, Heidelberg 

1969; R. C. Zachman, John Calvin as Teacher, Pastor and Theologian, Eerdmans, Grand Rapids, 

MI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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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to be a community, not like one of the digital communities, or chat-groups, where 

someone can be blocked or ruthlessly deleted, but a community that is and remains 

just that, even when one person seriously disappoints them. 

 

In Calvin’s opinion, parents should do what they can for their children.21 However, 

they should not let children get away with everything, since that would be neglecting 

the children to their detriment, but should correct and punish them. If a child is 

threatening to go the wrong way, parents must not hesitate to take a tough line. But 

even if they should fail to get the child back on the right track, they should not give up 

on the child, but should continue patiently trying to win the child back for God.22 Thus, 

Calvin advised parents to find a way between pampering their children and punishing 

them.23 

 

Children who had been accepted into God’s covenant, who had received God’s 

promise and were allowed live in God’s love and mercy, had the right, in his opinion, 

to be told what it all meant when they were still children. On his return to Geneva in 

1541, Calvin immediately wrote a catechism for the instruction of children, since ‘the 

church will never be maintained without the catechism’.24 Calvin wanted to prepare 

children for Holy Communion, and to do that they had to know what it meant. He 

organized catechism classes for children and servants at twelve noon every Sunday in 

every church in the city. Parents and teachers were strictly required to make sure that 

the children attended. The children were tested publicly four times a year, before the 

celebration of Holy Communion: they had to repeat by heart or summarize portions 

of the catechism. This counted as their profession of faith and entitled them to share in 

Holy Communion. Confirmation classes were directed at the children’s hearts as well 

as their minds. The children were supposed to get to know Christ by learning the 

crucial truths of salvation. For Calvin, it was a question of growth in the spirit and 

unity of the teaching. He did not mind that there were various books of instruction for 

confirmation. As already mentioned, Calvin himself wrote books for this purpose. The 

first appeared in 1537, the second in 1542. In the second book, he divided the material 

into 55 sections, in question-and-answer form, so that all the biblical themes could be 

covered in a year. Calvin wrote an introduction to it that was intended to assist the 

preacher. The book was soon translated into languages such as Greek, Hebrew, 

German, Italian and Spanish, and was used extensively. However, Calvin was not only 

                                                             
21 CO 27, 678. 

22 CO 27, 680. 

23 CO 51, 783. 

24 CO 13, 71–2. 

9



10 

 

concerned with what went on in the brain, but he was also interested in emotional 

learning. And so he had the children sing and recite the Psalms in their new rhyming 

form. He was convinced that the older people could learn something from children, 

too. 

 

School education was also very important to Calvin. He regularly appeared before the 

Council to see that good teachers were employed, that they got a pay rise and that 

masters who had failed were dealt with. Instruction was divided into two departments. 

The second department was the Schola Publica, the precursor of the Académie that 

later became the University of Geneva. The first department was the Schola Privata. 

This was divided into seven classes. The children of the sixth and seventh classes 

mainly read a great deal of French and Latin literature, the foundations for this having 

been laid in the first years at school. Calvin’s influence was seen here, too. Children 

were to be quiet in class, they were to work together harmoniously. On Wednesday, 

they went to listen to the sermon – on Sunday two sermons – they learned verses from 

the Psalms and from the fourth class on they spoke only in Latin. There was strict 

discipline, the ‘academic slap’ was permitted and was regarded as being very 

beneficial. At the end of every week, three scholars were selected to recite the Lord’s 

Prayer, the Creed and the Ten Commandments. When a new school building was 

erected in 1558, Calvin went along with some of the builders, carpenters and Council 

members to check whether the building and the site were suitable. Calvin thought that 

the building ought to stand in a healthy spot and the children ought to have enough 

space to go for walks in the area, because children needed plenty of room. And, 

because he was concerned for the children’s safety, he suggested to the Council that 

railings should be added to all the windows and balconies in the city’s public buildings. 

 

For children to grow up to be participants in the life of the church and the community, 

they need to be brought up in an ordered family and they also need to be prepared for 

their own Christian marriage.  Calvin already had some idea of the attractive and the 

dangerous aspects of young love. That is why he had clear ideas on what one could do 

in a relationship and even clearer ideas on what one could not do. No provocative 

clothing. No make-up. No risqué rhymes, no earthy jokes or erotically breathed songs. 

No gluttony. No visits to pubs. No going out unaccompanied. No bathing or 

swimming together. And no sex. Thus, there was little left for unmarried couples to 

do except read Calvin’s Institutes together. Calvin regarded any kind of sexuality 

outside marriage as adultery, which was why people who were attached or engaged  

were not allowed to have a sexual relationship. 

 

As can already be seen in the case of the Reformed Church service, Calvin placed great 

value on external simplicity and internal stability, and in his view, this also appli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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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ied couples. For a woman, her heart and her spiritual focus were naturally her 

most important attributes, but Calvin knew that the eye wants to be pleased as well, 

and so he found it not inappropriate ‘that men when they are choosing their wife 

should pay attention to her beauty’.25 In his eyes, it was not a sin if a man chose his 

wife because she was beautiful.26 Nor did he consider it wrong that women looked 

men over when they were looking for a husband. Basically, Calvin believed that a man 

can certainly look to see how beautiful the woman is, but he should not gaze at her for 

too long, or else he will start to have sinful thoughts.27 

 

He thought that for some time before they got married, couples should see that they 

had intense contact with one another to check that they were suited. In this instance, 

Calvin’s viewpoint diverges from the practice permitted by canon law, by which 

young people were able to make binding marriage vows to each other even if they met 

for the first time on their wedding day. Calvin was strongly opposed to parents 

marrying their children off against their wishes and demanded that young women 

should be protected against arranged marriages just as much as young men. As he saw 

it, the parents had to agree to the marriage, but it should take place only if the couple 

both agreed. ‘If the man and woman are not in mutual agreement and have no love for 

each other this makes the marriage profane and in the true sense it is no marriage. 

Since the most important bond is that together they both want it’.28 In contrast to other 

Reformation clergy, Calvin does not derive the necessity for parental consent to the 

marriage from the fifth commandment (‘You shall honour your father and mother’). 

For him, it was rather a matter of the natural order that can be seen in all peoples. For 

him, a wedding was such an important event in a person’s life that it was only natural 

to listen to parental advice.29 In this connection, he listed examples from the Bible in 

which people asked their parents for advice before their wedding.  

Calvin naturally rejected marriage to Roman Catholics, Jews or Muslims, because 

scripture teaches that you should not go into an unequal yoke with an unbeliever. 

People who wanted to marry such a partner should be strongly cautioned, he thought, 

even if there was no legal bar to such a marriage, because, although sinful, marriage 

to someone of another faith was not forbidden.30 This also applies to marriage to a 

person of no faith; but in this case, Calvin’s fundamental starting point was that the 

                                                             
25 CO 2, 112. 

26 CO 23, 402. 

27 CO 23, 185. 

28 CO 23, 306. 

29 CO 23, 306. 

30 CO 13, 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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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th of the believing partner blessed the marriage more than the lack of faith of the 

other partner profaned it (1 Cor. 7.14). For Calvin, this rule applied especially to a 

marriage between two people without faith, in which one partner later becomes a 

believer and the other does not, since marriage of a believer to a person without faith 

is, as already mentioned, rejected by the Bible and by Calvin. 

 

All Calvin’s rules on marriage stemmed from his conviction that marriage was a 

mirror image of the covenant between God and humankind. For this reason, it was so 

important to him that both parties in a marriage expressed love and affection, that the 

marriage was entered into voluntarily and that the partners nurtured their close 

relationship. For Calvin, marriage was not a legal agreement, not a contract, but an 

alliance, in which each partner is there for the other, in a spirit of service and not as a 

burden. 

 

Conclusion 

 

The Reformation was a movement of renewal and change and that certainly counts for 

the topic of marriage and family. A biblical view of marriage helps man and wife to 

serve God and each other, help to raise children that have faith in Christ and serve the 

Lord the Church and society. To make this biblical view know we need a church with 

sound, biblical teaching. For Calvin, the church is the mother who bears, nurtures and 

educates God’s children. She does this most especially by teaching the children to 

know God. That is why there must be preaching and there must be catechism lessons. 

People can only love and serve God when they know him, and people only know him 

if they know his Word. Nothing has changed over the centuries in this respect. Today, 

our children and young married couples receive an overwhelming amount of 

information, including information about themselves. It still remains a task for the 

church to see that they are given suitable instruction about God so that they can sift 

through this information and interpret it, and learn to distinguish what is necessary 

and what is harmful for their marriage and their family, for life in church and society, 

for their personal life, for their life with their neighbours and, above all, their life with 

God. Luther, Bullinger and Calvin are in that way our parents and they give us 

excellent guidance, still after so many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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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의 개혁: 오늘을 위한 메시지 

헤르만 셀더하위스 (네덜란드 아뻘 도우런 신학대학, 교회사 교수)
번역: 이신열 (고신대, 교의학 교수)

개요

“결혼에 관한 모든 것에 관해서 설교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두려워 했던가! .. 영적이며 일
시적인 검이 모두가 지닌 느슨한 권위가 수없이 많은 잔혹한 남용과 오류적 상황을 양산해 
내었으므로 나는 이를 살펴보거나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급한 상황에서 소심함
은 도움이 되지 아니하므로 나는 전진해 나가야 한다. 나는 가련하고 당황하는 양심들을 
가르치고 사건을 담대하게 다루기를 시도해야 한다. ... ”1)  

이 문장들은 거의 500년 전에 작성된 것이지만 오늘을 위해서 작성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우
리도 결혼의 상황이 소란과 혼동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종교개혁 전통의 설립자들의 음
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혜롭다고 여겨진다. 이들이 오늘을 위한 모든 해답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도 성경이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관한 질문들을 다루어야 했다. 우리
가 이 현안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이를 처음 다루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서 이 
문제들을 다루었던 자들의 (견해를)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강의에서 나는 마틴 루터, 하인리히 불링거, 그리고 요한 칼빈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는 부
서, 브렌츠, 베자와 같은 다른 많은 종교개혁자들을 남겨두어야 함을 의미하며 아마도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루터, 불링거와 칼빈을 다루는 이 시간에 이들의 
사고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관련을 지니는가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한다. 

변화를 위한 시대 

16세기에 결혼의 개혁을 초래했던 것은 성경 본문으로 돌아서는 것이었다. 정확하게 500년 
전인 1516년에 에라스무스는 라틴어 성경의 새로운 번역본인 그의 노붐 인스트루멘툼과 헬라
어 본문의 신판을 발행했다. 이 헬라어 본문은 에라스무스에게 성경이 결혼은 성례가 아니라
는 사실을 가르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이와 더불어 성경이 당대에 복잡하게 얽혀지고  
비참한 결혼에 관한 법과 실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었다. 많은 사제들과 수도사들이 결혼을 결정하게 됨에 따라 종교개혁자들에게
도 결혼이 실제적 이슈가 되었다. 어떤 경우에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결
혼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그리고 어떤 상황 아래 결혼이 해체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언했
다. 루터가 교회법을 문자 그대로 불 속에 던져 놓은 이후로 결혼은 더 이상 로마 교회의 교
회법에 의해서 제재되지 아니하였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결혼은 급
격하게 신학적 이슈가 되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결혼이 성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1) Martin Luther, The Estate of Marriage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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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되기도 하였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결혼이 독신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우월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그 위치는 상승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은 ‘기독교인과 혼인’이라
는 제도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관점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염두에 두고 결혼에 관한 새로운 신
학을 고안해 내어야 했다.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결혼에 관해서 글을 작성했는데 여기에서는 
단지 우리에게 단지 세 명의 견해를 들을 수 있는 시간만이 허락되었다.  

루터: 하나님의 은사로서의 결혼
41살이 되기까지 결혼하지 않았지만 마틴 루터는 결혼에 관해서 할 말이 아주 많았다. 독신의 
삶을 살기로 서약했지만 나중에 이러한 삶을 포기하고 배우자를 취했던 모든 사제와 수도사, 
그리고 수녀들과 마찬가지로 루터에게도 이것은 개인적 문제였다. 마틴 루터는 결혼 개혁의 
선봉에 섰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회의 바벨론 포로(1520)”라는 글에서 그가 결혼이 성례
임을 부인했다는 사실이다. 결혼에 신적 약속이나 신적으로 제정된 표징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루터는 결혼의 성례적 성격과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에베소서 5:31-32
에 두기를 거부했다. 이제 루터는 결혼이 성례가 아니라고 결정했으며, 이와 관련된 실천적 
이슈들을 다루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이때쯤에 한 가지 사실, 즉 사제를 위한 강제적 독신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지니게 되었다. 루터는 이 제도가 많은 사제들의 타락을 가
져왔고 일반적 차원에서 사제 제도의 쇠퇴를 가져왔다고 믿었다. 루터는 강제적 독신 제도 대
신에,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회복하고 결혼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
롭게 맡겨지기를”2) 원했다. 독신제도는 하나님의 더 높은 명령이 아니며 결혼은 독신만큼이나 
중요하거나 아마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결혼이 독신보다 우월하다는 루터의 논지는 (결
혼이) 이제 더 이상 성례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성직자 뿐 아니라 평신도에게 결혼의 
지위에 대한 논증을 촉발시켰다. 루터는 “고린도전서 7장에 대한 주석(1523)”에서 이를 가장 
분명하게 표현했다. 이 본문은 바울이 모든 크리스천이 자신처럼 결혼하지 않기를 바라며(7절) 
약혼한 자들에게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을 금하는 것이 더 잘한 것이라고(29절) 훈계하기 때문
에 오래 동안 독신제도의 우월성을 지지하는 본문이었다. 그러나 루터는 이 본문을 달리 해석
했다.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특정한 은사를 부여 받았다는 주장(7절)으로부터, 루터는 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혼도 은사이며 순결은 소수를 위해 예약된 아주 특별한 은사라는 결론을 
내렸다.3)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한다. 순결이 아니라 결혼이 “모든 사람을 위한 
가장 종교적인 사안”이며 “참된 종교적 질서”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마음에 있어서 성령께
서 다스리시는 신앙의 내적 삶을 제외한 어떤 것도 종교적이라고 불려서는 아니되기”4) 때문
이었다. 루터의 눈에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결혼은 “성령과 신앙을 향하도록 자극하고 도우며 
... 만약 결혼이 왕성하려면 이는 전적으로 신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5) 이런 관점에서 1522
년 말에 발간되었던 루터의 결혼에 관한 결정적 논고인 “결혼 생활”이 읽혀져야 한다.6) 이 논
고는 아마도 비텐베르크 근처의 교구에서 1522년 4월과 5월에 행해진 설교에 근거한 것이므
로 루터는 이를 설교로 간주했다. 

2) WA 6:441,11-12 (LW 44:176) (To the Christian Nobility of the German Nation, 1520). Cf. 
WA 8: 543, 32- 544,10 (LW 36:206) (The Misuse of the Mass, 1521)

3) WA 12:104,19-33; 105, 5-13 (LW 28:16-17). 
4) WA 12:105,17-26 (LW 28:17). 
5) WA 12:107,13-16 (LW 28:19).
6) WA 10/2:275-304 (LW 45: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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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1) 누가 결혼할 수 있는가 2) 누가 어떤 이유로 이혼할 수 있는가 3) 결혼 생활에서 어떻게 
기독교적이며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교회의 바벨론 포로”보다 더욱 자세하게 제1부는 중세에 축적되어왔지만 루터의 견해에 의하
면 너무 혼란스러워서 기독교인들을 전적으로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결혼에 관한 교회법의 제
한을 거부한다. 사안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루터는 결혼을 창세기 1:26-28에 근거해서 신적
인 의지에 의해서 주어진 규례로 확립한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남자와 여자
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령하시는가를 다룬다. 이 창조의 규례가 원칙
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므로 논증의 짐은 결혼하기로 결정한 자가 아니라 결혼하지 않기
로 작정하는 자에게 지워진다. 루터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 종류의 사람들을 결혼으로부터 
제외하셨다고 말한다: 성적으로 불능인 자, 거세된 남자, 성 행위를 자제할 수 있는 남자와 여
자로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순결을 유지할 수 있는 자. 후자는 “천에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극
히 드물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기 때문이다.”7) 다른 모든 경우에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결혼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성취해야 한다.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구체적
이며 성경적 선례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레위기 18장에 언급된 피를 
나눈 가족과 결혼하는 경우에 대한 제한이다. 이런 장애물을 언급하는 목적은 중세 유럽에서 
최근에 세례를 받은 이방인들 가운데 결혼의 분명한 기독교적 실천을 정의하기 위한 것이었
다. 그러나 수 세기가 지나는 동안, 비록 루터에 의해서 전적으로 금지되었던 벌금의 지불에 
의해서 방지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제한은 더 강화되고 과도해졌다. 이 경우에 있어서 불신
앙의 장애는 중요한 것이다. 기독교인에게 무슬림, 유대인 또는 이단자들과의 결혼이 금지되
었다. 이러한 장애를 거부함에 있어서 루터는 결혼의 세속적 성격에 대한 다음과 같은 유명한 
선언을 남겼다. 

다른 세속적 시도와 같이 결혼도 외적이며 육체적인 것임을 깨달으시오. 내가 먹고, 마시
고, 잠자고, 걷고, 타고, 사고 말하고, 유대인, 터키인, 또는 이단자들과 같은 이방인들을 
대하는 것처럼, 나는 이들과 결혼하고 혼인 외 생활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금지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명령에 관심을 기울이지 마시오. 당신은 수많은 기독교인들, 즉 그들 가운
데 대다수는 실제로는 어떤 유대인, 이방인, 터키인, 또는 이단자들보다도 그들의 숨겨진 
불신앙에 있어서 훨씬 더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오. 게으르고 거짓된 기독교인을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고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로서, 이방인도 성 베드로, 성 바울, 성 루
시와 마찬가지로 사람입니다.8) 

이 새로운 결혼의 신학은 이 논고가 진행됨에 따라 더욱 분명해진다. 제2부는 이혼을 위한 근
거를 다루는데 루터는 그 가운데 세 가지를 수용한다: 성적 불능, 간음, 그리고 배우자 중 어
느 한 쪽의 성행위에 대한 거부 (부부의 빚 또는 의무). 결혼이 지니는 성례적 성격에 대한 거
부는 이혼을 위한 길을 열지 못한다. 왜냐하면 성례로서의 결혼의 경우 배우자들이 헤어진다 
하더라도 결혼이 해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전의 배우자에 의해 버림받거나 배신 당
할 때 혼자 사는 것을 강요하기 보다는 이 배우자들이 재혼하는 것이 더 인간적이라는 맥락에
서 유럽 대륙 대부분의 개신교도들은 이혼에 대한 근거를 수용했다. 다른 종교개혁자들과 마

7) WA 10/2:276,9-277 (LW 45:21).
8) WA 10/2:283,8-16 (LW 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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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로, 루터도 이혼이 실제로 허용되었을 경우에도 이를 추천하기를 꺼려했다. “결혼생활”
에서 루터는 적어도 간음의 경우에 기독교인이 이혼할 수 있는가를 질문한다. 

루터는 비록 결혼이 특별하게 기독교적 제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독교인은 결혼생활에 있
어서 특별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이 논고의 마지막 부분을 개요하면서 루터
는 “제3부에서 영혼의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결혼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이제 우
리는 이 제도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적이며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9) 
처음으로 요구되는 것은 기독교인이 양성 모두를 하나님의 일로서 존중하고 여성과 결혼 생활
을 폄하하는 “이교적” 서적들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10) 기독교인들은 결혼을 인식하고 
이를 특별한 것으로 간주하여 “거기에서 즐거움을 발견하고 아무런 목적 없이 사랑하고 즐거
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를 제정하셨고, 남편과 아내를 하나 되게 
하셨고, 그들이 자녀를 낳아 돌보도록 하셨음을 굳게 믿어야한다.”11) 기독교 신앙은 가정생활
의 모든 무의미하고 비호감적인 의무를 “성령 안에서” 바라보고 “이들이 가장 값비싼 금과 보
석처럼 신적 수락으로 치장되었음을 깨닫는다.”12) 이 시점에서 루터는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
와 피조물들과 더불어 기저귀를 씻는 아버지에게 미소를 지으신다. 그 이유는 이 일이 사소하
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참된 기독교 신앙으로서 이를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13) 이 언
급에 있어서 루터의 요점은 때로 간과되기도 한다. 루터는 부모의 일상적 의무를 일반적 차원
에서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러한 의무를 신적 축복을 소유하는 하나님 자신의 
일로서 인식하기를 의도한다. 그의 “창세기 주석(1535-45)”에서 루터는 부부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감을 높이 사면서 “이 세상에서 부부 사이에 존재하는 마음의 일치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14)라고 말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사람은 타락할 수 있는데 부부는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이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랑이 지속 되며 조
화는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기대되지 않았던 어떤 것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랑은 용서하기 
위해서 가장 잘 준비된다. 이것은 참으로 흔치 않은 은사이다. 그러나 당신은 기독교인이므로, 
반드시 이것이 당신의 태도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15) 하나님의 다른 모든 피조
물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혼도 죄에 의해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 태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타락 이전에 결혼은 참된 동반자 됨이었으며 아담은 결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
고 알았다. “그러나 이제 이 제도와 명령은 더욱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죄가 육체를 연약
하게 만들었고 부패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위로는 모든 악령의 교훈에 맞서서 견고한 것
이다(딤전 4:1). 결혼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확립되었기에 이는 삶의 신적 형태에 해당된
다.”16)   

루터는 결혼생활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척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종교개
혁자들과 마찬가지로 결혼 이면에 숨겨진 신적 의도를 강조하고 결혼 생활에 대한 기독교적 

9) WA 10/2:292,8-10 (LW 45:35).  
10) WA 10/2:293,7-11 (LW 45:36).
11) WA 10/2:294,25-29 (LW 45:38). 
12) WA 10/2:295,27-296:2 (LW 45:39). 
13) WA 10/2:296,27-297,4 (LW 45:39). 
14) WA 42:477,35-36 (LW 2:301). 
15) WA 42:478,4-8 (LW 2:302). 
16) WA 42:100,40-101,2 (LW 1:134). 루터는 아내의 모델이 남편에 종속되어야 하는 것은 죄 이후에 

주어진 법의 결과라고 제시한다. WA 42:103.31-33 (LW 2:1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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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서 결혼의 신성함을 회복하기를 시도했다. 1531년에 행해진 결
혼 설교의 한 단락이 특별히 생생한 방식으로 그의 의도를 사로잡아 제공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자에게 아로 새겨져 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지구상에 유일한 여인
으로 바라볼 때, 그리고 아내가 자기 남편을 지구상에 유일한 남자로 바라볼 때, 어떤 왕
도, 어떤 여왕도, 심지어 태양 자체도 당신의 남편 또는 아내보다 더 밝게 반짝이지 아니하
며 당신의 눈을 더 밝게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바로 거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
게 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당신의 아내나 남편을 약속하시며, 실제로 당신에게 당신의 배
우자를 제공하신다. “이 남자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
니다. 나는 형언할 수 없이 즐겁습니다. 지상과 천상의 피조물들이 기쁨으로 벅차 뛰어 오
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보석은 없다. 이를 통해서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를 하
나님의 은사로 인식하게 되며, 당신이 그렇게 하는 한 당신은 전혀 후회하지 않을 것이
다.17)   

루터는 순결과 결혼에 관해 견해에 있어서 교회를 성경적 견해로 되돌려 놓은 종교개혁자이
다. 그는 불링거와 칼빈이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를 놓았다. 이제 우리는 불링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불링거: 언약으로서의 결혼

하인리히 불링거(1504-1575)는 취리히에서 츠빙글리의 후계자이었으며 개혁신학의 창시자 가
운데 한 사람이었다. 불링거는 사제였는데 종교개혁에 가담한 후 1529년에 이전에 수녀이었
던 안나 아딜슈바일러와 결혼했다. 불링거의 결혼과 가정생활은 일종의 모델이었다: 그의 아
내에 대한 그의 사랑은 진정이었으며 부드러웠다. 11명의 자녀 중에 모든 아들들은 개신교 목
사가 되었다. 

1540년에 그는 결혼에 관한 위대한 작품인 “기독교 결혼”을 발간했는데 여기에는 결혼과 이
혼에 관한 모든 측면들이 다루어졌다. 이 책의 영역본은 “결혼의 황금책”이라는 제목으로 명
명되었다. 이 책에서 제시되었던 결혼의 언약적 모델은 독일어가 사용되는 지역과 영어가 사
용되는 지역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독어본은 4판까지 발행되었으며 영역본은 10판까
지 발행되었다.18) 이 책에서 불링거는 결혼이 하나님에 의해 확립된 훌륭한 제도임을 보여주
기를 원했다. 지속적으로 성경을 참고하면서 불링거는 결혼의 가치와 실천에 대해서 사람들을 
교육하기를 원했다. 

불링거는 결혼의 성격이 타락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인간은 변했고 
죄인이 되었지만 결혼은 신적 제도와 하나님의 은사로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을 죄 
짓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에 인간이 영생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유지된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핵심적 요구를 완성시킬 수 있게 된다. 불링거는 히브리서 13:4에 나

17) WA 34:52,12-21. 
18) Heinrich Bullinger, Der christliche Ehstand (Zurich, 1540). 이 책은 마일스 카버데일에 의해서 

영어로 The Christian State of Matrimonye (London, 1541)로 번역되었다. 카버데일은 성경의 초
기 번역자이기도 했다. 이 영역본은 토마스 베컨의 익명인 테오도르 바실에 의해서 이듬해 The 
Golde Boke of Christen Martrimonye (London, 1542)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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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모든 사람에 의해서 결혼이 귀히 여겨져야 한다’는 주장을 빈번하게 인용한다. 결혼의 
조성자 자신과 결혼이 처음 제정된 곳인 천국이 결혼이 어떤 방식으로 존중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성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신자들이 결혼했다는 사실이 결혼의 가치에 
대한 강력한 증거에 해당된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신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미지이다. 따라서 결혼의 언약적 성격은 결
혼에 대해서 행해진 죄는 동시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행해진 죄임을 뜻한다. 왜냐하면 결혼에 
있어서 죄를 범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위반하고 그와 그리스도 사이에 맺어진 거룩한 
언약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불링거는 행음이 이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한다. 
“행음은 우리를 언약의 위반자로 만들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회원들을 욕되게 한다.”
고 주장한다.

결혼에 핵심적인 것은 결혼 당사자의 자발적 동의이다. 이를 토대로 마음과 몸, 그리고 소유
에 있어서 하나됨이 발생한다. 이런 방식으로 결혼은 인간에게 가능한 가장 숭고하고 심오한 
교통에 해당된다. 성경, 교부들, 그리고 고전 작가들에 기초한 다양한 종류의 논증에 근거해서 
불링거는 결혼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이 명제에 토대를 
두고 불링거는 결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언약과 유비적이라고 믿는다. 하나님과 인
간 사이에 단 하나의 언약이 존재하듯이, 타락 전후에 있어서 단지 하나의 결혼이 존재한다. 
또한 언약이 쌍방적인 것처럼, 결혼 관계도 쌍방적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웰빙을 목적으로 삼
는 것처럼, 결혼도 이를 목적으로 삼는다. 

불링거가 결혼의 목적을 논의할 때, 그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정직하게 그리고 친구처
럼 더불어 살면서 불결함을 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들을 양육하며 서로 돕고 위로하
도록” 하나님께서 결혼을 조성하셨다고 주장한다. 먼저 그는 자녀의 출산을 언급한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이것이 자녀가 없는 결혼 생활이 참된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 언급한다. 둘째 목표로서 그는 비순결의 예방을 가리킨다. 그는 즉각적으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성행위가 죄도 아니며 비도덕적인 것도 아니라고 부가한다. 이러한 목표들은 중요성의 
순서에 따라 언급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결혼의 목적으로서 중요
한 것은 상호적 교제이기 때문이다. 나머지로서 미래 시민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고안된 학교
와 같이 결혼은 강한 사회적 기능을 지닌다. 결혼은 다른 모든 공동체가 뿌리를 내리는 사회
적 공동체에 해당된다. 

불신자와의 결혼은 변절과 신앙에 대한 무시라는 위험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지만, 이 결혼
은 피할 수 없는 결혼이 아니기에 불링거에 의해서 자신의 신앙과 자녀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
지 않으며 위험한 것으로 간주된다. 더욱이 양가 부모의 동의는 유익할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당사자가 진심으로 이 결혼에 동의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배우자인가를 조심
스럽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루었기 때문에 불링거는 이혼에 대해서 많이 쓰지 않았다. 더욱이, 결
혼의 연합은 아주 신성하므로 이혼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불링거는 만약 사람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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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을 통해서 참을 수 없는 삶에서 해방되고 훌륭한 결혼 생활을 위한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특별한 상황에서 이혼이 결혼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불링거에게 근본적인 것은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주신 것이다: 

“사랑, 마음, 성향, 그리고 본성적 애정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져야 할 것으로 보
인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술은 주어진 의무와 결혼한 자들의 언약은 그들 가운데 가장 고
상한 사랑, 결합, 연합이므로 죽음을 제외한 어떤 사람도 이들을 갈라놓지 못한다. 따라서 결
혼에 존재하는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제외하고) 모든 사랑 위에 가장 뛰어난 사랑이
다. 부부로서 서로에게 제공하는 사랑은 ”가장 탁월하고 고통이 결여된 희생, 근면, 그리고 진
지한 노동이다. ...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돕고, 서로를 
위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즐거워하고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혼의 언약이라는 구도 속에서 가정은 번성할 수 있는데 이는 교회를 위한 봉사이기
도 하다. 이 주제를 위해서 칼빈을 살펴보고자 한다. 

칼빈: 가정과 교회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자녀와 청년들에게 위치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칼빈의 견해는 근본적 
의미를 지닌다. 은혜 언약에 대한 그의 가르침은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의 일부이며 그들로 하
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칭을 부여하도록 만든다. 실제로, 기독교 부모의 자녀들은, 그들
의 성격 자체에 의해서, 부패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 은혜에 의해서 성화된다. 언약
에 있어서 그들이 자녀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으므로 자녀들에게 특별히 호
의가 베풀어진다. 이로 인해 이들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들어가며 주님을 위해서 구분(성화)
된다. 이 이유 때문에 자녀들은 세례 받을 권한을 지니게 되며 이들에게 세례 받을 권한이 주
어진다. 세례는 그들에게 일종의 장려책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앙을 수용할 수 있는 
감성을 지닐 때 까지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기 때문이다.19) 
              
칼빈 신학의 인식적 차원과 관련되는 가르침의 측면 (이것은 교리적인 것으로 이해되도록 의
도된 것은 아니다)은 청년들에게 배우고 깨닫도록 자극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확
실히, 칼빈주의 전통의 자녀들은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감정적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다. 이는 구체적이며 역사적인 결과를 지닌다. 개혁
주의 전통의 자녀들은 말씀의 신학에 기초한 읽는 문화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더 나은 역량을 
지니고 있다. 개혁주의 전통에서 예배는 하나님과 성경을 아는 지식을 제공하기를 목적으로 
삼는 설교에 집중한다. 게다가, 가르침과 배움에 집중하는 요리문답과 학교교육이 시행되었
다.20)      

19) CO 48, 196-97. 
20) R. Hedtke, Erziehung durch die Kirche bei Calvin: Der Unterweisungs- und 

Erzeihungsauftrag der Kirche und seine anthropologischen und theologischen Grundlagen 
(Heidelberg: Quelle & Meyer, 1969); Randall C. Zachman, John Calvin as Teacher, Pastor 
and Theologian (Grand Rapids: Eerdman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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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교회는 칼빈에게서 가르침을 떠나서는 삶이 없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하나님을 알
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필요하다. 자녀들은 코람데오(하나님의 면전에서)의 백성들이
며, 공동체의 일부이며 이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귀중하고 독특한 개인들이다. 이들은 죄를 
범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도록 허락받은 피조물이며, 자신의 직업, 돈, 그리고 소유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 있으며 자신이 떡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백성들이다. 
이것이 교회가 설교, 목회적 돌봄, 요리문답과 더불어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블록당하고 잔인하게 제거되는 디지털 공동체, 채팅 그룹의 하나가 아니라 한 사람이 
이들을 실망시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공동체로 남는 공동체이어야 한다. 

칼빈의 견해에 의하면,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바를 행해야 한다.21) 그
러나 이들이 모든 것과 더불어 도망가도록 허락되어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이는 이들에게 
해롭도록 자녀들을 간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에 그들을 교정하고 처벌해야 한다. 만약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자 위협받는다면, 부모들은 강력한 대응책을 취하기를 주저하지 않아
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자녀가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만드는데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 자
녀를 포기해서는 아니 되며 인내심을 지니고 계속해서 자녀를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도록 
시도해야 한다.22) 따라서 칼빈은 부모들에게 단지 그들의 자녀들의 응석을 받아주거나 또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닌 다른 길을 발견하도록 의견을 제공했다.23)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아들여진 자녀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가운데 
살도록 허락을 받은 자녀들은 그들이 여전히 자녀라는 사실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설명
을 들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1541년에 제네바로 돌아온 칼빈은 “요리 문답 없이 교회가 결
코 유지될 수 없을 것”24)이므로 즉각적으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요리문답서를 작성했다. 칼
빈은 자녀들이 성례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성례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그들이 알기를 원했다. 그는 이 도시의 모든 교회에서 매 주일 정오에(요리문답이 교수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한 요리문답반과 봉사자들을 구성하였다. 부모들과 교사들에게는 자녀들
이 이에 참석하도록 엄격하게 요구되었다. 자녀들은 성만찬이 시행되기 전에, 일 년에 4회씩 
공개적으로 테스트를 받았다. 이들은 요리문답 일부를 반복적으로 암송하거나 요약해야 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로 인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입교 
문답반은 자녀들의 가슴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적용되었다. 자녀들은 구원의 결정적 진리를 학
습함으로서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의도되었다. 칼빈에게 이것은 성령 안에서의 성장과 가르침
의 하나됨에 관한 문제이었다. 그는 입교문답을 위해서 다양한 교재들이 존재하는 것에 개연
치 아니하였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칼빈 자신도 이 목적을 위해서 책을 집필하였다. 
1537년에 첫 번째 책이, 1542년에 두 번째 책이 출판되었다. 두 번째 책에서 그는 내용을 문
답형식으로 구성된 55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서 모든 성경적 주제가 한 해 동안에 다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 설교자들을 돕기 위한 의도로 이 교재에 대한 서문을 작성했다. 이 교재는 
곧 헬라어, 히브리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그리고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광범위하게 활용되었
다. 그러나 칼빈은 두뇌 속에서 발생하는 일 뿐 아니라 감성적 학습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

21) CO 27, 678. 
22) CO 27, 680. 
23) CO 51, 783. 
24) CO 13, 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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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그는 자녀들이 시편을 새로운 형태의 운율에 맞추어서 노래하고 읊도록 했다. 그는 성인
들도 어린이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학교교육은 칼빈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그는 훌륭한 교사들이 채용되고 임금이 인상되며 
실패한 교장들이 다루어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의회에 참석했다. 교육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다. 두 번째 부분은 스콜라 푸블리카로서 나중에 제네바 대학이 되었던 아
카데미의 전신이었다. 첫 번째 부분은 스콜라 프리바타이었다. 이는 다시 일곱 학년으로 분할
되었다. 6학년과 7학년에 속한 자녀들은 주로 엄청난 분량의 프랑스와 라틴 문학을 읽었는데 
이를 위한 기초는 학교 첫째 해에 이미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도 칼빈의 영향력이 발견된다. 
어린이들은 수업시간에 정숙해야 했으며 조화롭게 함께 학습에 임해야 했다. 수요일에는 설교
를 듣기 위해 (교회로) 갔는데 주일에는 두 편의 설교를 듣게 되었다. 이들은 시편의 구절들을 
배웠으며 4학년부터는 라틴어만을 말했다. 엄격한 규율이 시행되었으며 학습을 위해서 때리는 
행위가 허용되었으며 아주 유익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매주말마다 세 명의 학생들이 주기도문
과 요리문답, 그리고 십계명을 암송하기 위해서 선택되었다. 1558년에 새로운 건물이 세워졌
을 때, 칼빈은 건축가, 목수, 그리고 시의회 의원들의 일부와 함께 건물과 장소가 적합한지 확
인하였다. 칼빈은 건물이 안전한 장소에 세워져야 하고 자녀들에게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공간
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안전에 관해서 관심을 지니고 있었기에, 도
시공공건물의 모든 창과 발코니에 난간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시의회에 제시했다. 

어린이들은 교회와 공동체의 삶에 참여하면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들은 질서를 갖춘 가정에서 
양육되어야 하며 그들의 기독교적 결혼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했다. 칼빈은 이미 젊은이들의 
사랑의 매력적이며 위험한 측면에 대한 견해를 어느 정도 지니고 있었다. 이것이 이런 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견해와 무엇을 해서는 아니 되는가에 대한 더욱 
분명한 견해를 지니고 있었던 이유이었다. 유혹적인 복장, 화장, 위태로운 노래, 세속적 농담 
또는 에로틱한 가사는 결코 허용되지 않았다. 또한 과식, 술집방문, 동행자 없이 돌아다니는 
것, 목욕과 수영을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성행위도 결코 용납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혼하지 않
은 커플에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는 것 외에 허락된 것은 없었다. 칼빈은 결혼의 범위
를 넘어선 어떤 종류의 성행위도 간음으로 간주했으며 이것이 약혼한 사람들이 성적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이유이었다. 

개혁교회의 예배에서 이미 행해진 대로, 칼빈은 외적 단순함과 내적 안정성에 많은 가치를 부
여했는데 이는 또한 결혼한 부부에게도 적용되었다. 여성에게 그녀의 마음과 영적 관심은 자
연스럽게 그녀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었다. 그러나 칼빈은 눈이 즐거워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남성이 자신의 아내를 선택할 때 그녀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25)이 부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가 보기에는 여자가 아름답기 때문에 남자가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선택하는 것은 죄가 아니었다.26) 또한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때, 남자를 살펴
보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칼빈은 남자가 여자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를 얼마든지 쳐다 볼 수 있지만, 그가 그녀를 너무 오래 쳐다보지 않아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은 죄악된 생각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믿었다.27)  

25) CO 2, 112. 
26) CO 23,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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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기 전 얼마간의 기간 동안, 커플은 그들이 적합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 사이에 열
정적 접촉이 있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경우에, 칼빈의 견해는 결혼일에 
처음 만나서 서로에게 구속력을 지닌 결혼 서약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중세 교회법에 의해
서 허용된 실천과는 거리를 둔다. 칼빈은 부모들이 자신들의 바라는 것에 따라 자녀들을 결혼
시키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젊은 남자와 마찬가지로 젊은 여자들이 정략 결혼으로부터 보
호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부모가 결혼에 찬성해야 하지만 이는 
결혼하려는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만약 남자와 여
자가 상호적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를 향한 사람이 없다면 이는 결혼을 모독하는 것이
며 참된 의미에서 결혼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결합은 그들 모두가 원하는 것이다.”28) 다른 
종교개혁 목회자들과 대조적으로, 칼빈은 결혼에 대한 부모의 동의의 필요성을 제5계명(네 부
모를 공경하라)으로부터 도출하지 않았다. 그에게 이것은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자연 질서에 관한 문제이었다. 결혼은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었기에 
부모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단지 자연스러운 것일 뿐이었다.29) 이와 관련해서 결혼에 앞서서 
부모에게 동의를 구했던 예들을 성경에서 언급하였다. 

칼빈은 자연스럽게 로마 가톨릭, 유대인, 무슬림과의 결혼을 거부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불신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었다. 이런 결혼에 대해서 법적 금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는 이런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백성들은 강하게 주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
다. 왜냐하면 비록 죄악스러운 것이지만, 다른 신앙을 지닌 사람과의 결혼은 금지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30) 이것은 신앙을 지니지 않은 사람과의 결혼에도 적용되지만, 이 경우에 칼빈의 
기본적 출발점은 신자인 배우자의 신앙과 자신의 배우자의 신앙의 결여가 결혼을 모독하는 것 
(고전 7:14)보다 더 축복이 된다는 점이었다. 칼빈에게 이 규칙은 특히 한 쪽 배우자가 나중에 
신자가 되고 다른 배우자는 신자가 되지 아니하는 신앙이 결여된 두 사람 사이의 결혼에 적용
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신자와 신앙을 가지지 않은 자 사이의 결혼
은 성경과 칼빈에 의해서 거부된다. 

결혼에 관한 모든 규칙은 결혼이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언약의 거울 이미지에 해당된다는 확
신에서 비롯된다. 이 이유로 인해 칼빈에게 결혼의 양 당사자가 사랑과 연정을 표현하여 이 
결혼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이 서로의 친밀한 관계를 돈독히 한다는 것은 아주 중
요한 것이었다. 칼빈에게 결혼은 법적 동의나 계약이 아니었으며 각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위해서 짐이 아니라 봉사의 정신에서 존재하다는 동맹이었다. 

결론 
 
종교개혁은 갱신과 변화의 운동이었으며 이는 확실히 결혼과 가정이라는 주제에도 적용된다.  
결혼에 대한 성경적 견해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과 서로를 섬기도록 도우며, 그리스도에 대

27) CO 23, 185. 
28) CO 23, 306. 
29) CO 23, 306. 
30) CO 13, 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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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앙을 지니고 교회와 사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돕는다. 이 성경적 견
해가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건전하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지닌 교회를 필요로 한다. 칼빈에
게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교육시키는 어머니에 해당된
다. 교회는 특별히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침으로서 이를 가장 잘 할 수 있다. 이것이 
설교와 교리문답교육이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게 될 때 그를 
사랑하고 섬기게 된다. 이 점에 있어서 지난 수 세기 동안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과 젊은 부부들은 자신들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엄청난 양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이 하나님에 관한 적합한 가르침을 받아서 이 정보들을 가려내고 이를 해석하고 그
들의 결혼과 가정, 교회와 사회의 삶, 그들의 개인적 삶,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삶, 무엇보다
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해로운가를 분별하기를 배우는 것은 
여전히 교회의 과제로 남아 있다. 루터, 불링거, 그리고 칼빈은 이런 방식에 있어서 우리의 부
모이며 이들은 우리에게 그리고 그 이후의 많은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탁월한 안내를 제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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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 grant that our marriage may thus endure, as it is now, until the end.  So I hope it will 

and may be pleasing to God and useful to both of our souls and advantageous in soul and body 

to many people. … If we are driven out and must suffer death [for our faith], well, we still 

have the consolation that Christ says, ‘You foolish and vexatious hearts, slow to believe all 

that the prophets have said: Must not the Christ suffer such things and thus come into His 

Kingdom?’ … Therefore we Christians should await the end in all patience; therefore have I 

placed myself and my husband in God’s hands with a joyous heart; may His will be done in 

us!  I know no greater honor we could experience than that we should die in disgrace with this 

world, and on the cross we would speak joyously to each other, he to me and I to him, to 

strengthen each other.”1 

 

These are the words of Katharina Schütz Zell in 1524 when she and her new husband 

Matthew Zell were being slandered publicly for their marriage.  Zell had been a Roman Catholic 

priest vowed to celibacy.  When he became a “follower of the gospel,” as Protestants called 

themselves, he had rejected what Protestants considered human traditions.  Katharina Schütz had 

been a very devout young girl, who had privately pledged herself to virginity as the most holy 

Christian vocation.  When she became convinced of the new understanding of the gospel which 

Martin Luther and Zell were preaching, she also renounced human traditions., including the idea 
that celibacy is a special and meritorious way to please God.  So on Dec. 3, 1523, Katharina Schütz 

and Matthew Zell were married by Martin Bucer, a former monk who had already married a former 

nun.2  What was going on here? 

 This presentation seeks to examine the thought and practice of marriage as it was explained 

and experienced by women of the early Reformed church.  The first part explores something about 

the theology, particularly as that was expressed by Katharina Schütz Zell, one of the first women 

to marry a pastor.  The second section discusses aspects of the actual marriages of leading 

Reformed women: Anna Reinhard Zwingli, Katharina Schütz Zell, Elisabeth Silbereisen Bucer, 

Agnes Drenss Capito, Anna Adlischwyler Bullinger, Marie Dentière, Idelette de Bure Calvin, as 

well as some rather different figures such as Anne Askew. 

I 

Although that fact is often forgotten, the question of marriage was a key aspect in Protestant 

theology and especially Reformed teaching.  The issue has several dimensions. One was a changed 

view of holiness, of what it means to be set apart for God.  In general, the medieval Roman Catholic 

perspective identified everything related to the church as holy: so priests, monks, and nuns who 

                                                 
1 Katharina Schütz Zell, Church Mother. The Writings of a Protestant Reformer in Sixteenth-Century Germany, trans.-

ed. E.A. McKee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2006), pp. 79, 80. 
2 Elsie Anne McKee, Katharina Schütz Zell. The Life and Thought of a Sixteenth-Century Reformer (Leiden: Brill, 

1999).  For Katharina Schütz’s childhood, see chapter one; for the early reform, chapter two; for their marriage,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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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separated from the world of married people were more holy than ordinary Christians.  

Churches and shrines and relics and altar cloths and statues of the Virgin Mary and the saints were 

more holy than ordinary people’s houses or pots and pans or daily work.  Saints’ days were more 

holy than workdays.  Note that all the people were Christian, all their world was shaped by the 

church’s teaching.  The point is that there were two ranks of Christians, two ranks of places and 

things and times.  Some were closer to God and therefore able to be channels to help other people 

be saved, and some needed these special holy people and places and times and things to provide 

access to God. 

 Protestants challenged this division on the grounds of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grace 

alone.  If the means of salvation is purely God’s gift, which is given without regard for human 

merit, then there are no people or places or times or things intrinsically closer to God than others.  

People are holy when they are forgiven and reconciled to God by trusting in Christ’s grace, and 

this occurs only when the Holy Spirit moves them to trust.  When this happens, everyone is on the 

same level in relationship to God.  To put this another way, every person who has this faith 

relationship with God can pray directly to God through Christ, the only Mediator.  All people are 

priests, able to pray for themselves and for others.  This new idea about who is holy and how one 

becomes set apart to God effectively made the Roman Catholic priests unnecessary. 

 A second dimension of the changes in the teaching on marriage was related to the other 

fundamental basis of Protestant theology: sola scriptura.  Justification by faith and grace alone 

gave a new understanding of access to salvation, and sola scriptura gave a different perspective 

on what is the authoritative ground for theology.  When Protestants said that the only doctrines 

which are binding must come from the Bible, they eliminated quite a lot of the church’s ordinary 

teaching, or at least made it non-binding.  This was very important for the teaching on marriage. 

 It is useful to summarize briefly the medieval views about women, sexuality, and marriage.  

These three are often closely connected for a number of reasons.  In traditional societies, the main 

task of women is to be mothers, and this is also seen in much of the Bible, especially the Old 

Testament.  In much of Christian history, sexuality has been associated with sinful desires; so in 

the medieval church married people were less holy than celibate people, and people who refused 

sexual life were regarded as especially spiritual.  Marriage was not bad but it was considered a 

second-class kind of Christian lifestyle.  It did serve two good purposes: procreation (to produce 

new Christians) and to be a remedy for immorality.  Since being married and bearing children are 

often traditionally regarded as what defines a woman, women were essentially associated with 

sexual life.  Because sexuality and women and marriage were associated, and sexuality was viewed 

in a negative way, women and marriage were also viewed in a negative way.  On the other hand, 

denying sexuality was associated with being manly.  For Roman Catholics, the way to be spiritual 

and holy was to vow celibacy (as Katharina Schütz did), and women who did this were praised for 

being “manly.”  In addition, vows of celibacy were seen as good works.  When men or women 

took vows of celibacy, they were seen to be doing something extra, beyond what was necessary 

for salvation.  They were doing good works to please God and earn God’s favor. 

However, Protestants said that no one can do anything to earn God’s favor; Christ has done 

it all.  So there is no virtue in promising celibacy.  In fact, God blessed marriage for Adam and 

Eve and made that the model way for believers to live.  Sexuality is not evil but a part of God’s 

good creation when it is used as God intended.  The consequence of this theology was that 

Protestants made marriage the normal holy lifestyle.3  Not everyone has to marry but marriage is 

                                                 
3 For a good overview of Reformed thinking about marriage, the reformer Martin Bucer provides the most articulate 

– and for his day, radical – teaching.  Calvin’s teaching is also important though less radical.  See Herman Selderh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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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good in God’s sight and the best way to serve God in the world.  In fact, the Reformed 

tradition, led by Bucer and Calvin, actually revised the understanding of the purposes of marriage 

by focusing on its origin in Eden before the fall.  According to this, the primary purpose of marriage 

is companionship in the faith, in serving God.  The wife is the helpmate of the husband (Gen. 2:18); 

although she is still subordinate to her husband, without her he is incomplete, only half a person.  

With this change in doctrine, being a husband or a wife became a kind of partnership; though the 

man was dominant, both owed complete faithfulness to each other, each relied on the other as the 

one whom God had given in order to live a faithful life well.  Being a mother or a father became a 

holy vocation, family life became the primary place where Christians lived out their callings to 

serve God.  And this included ministers of the gospel. 

So one of the ways that Protestant teaching on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grace alone and 

sola scriptura first became visible to many people was when their priests started to marry!  As a 

new wife, Katharina Schütz knew that her marriage had caused a lot of scandalous talk.  On the 

official level, the bishop of Strasbourg had disciplined her husband Matthew Zell and the other 

priests who had married and cast them out of their pulpits because they had broken canon law.  On 

the popular level, some citizens praised Zell but others were attacking him; surely his theology 

was wrong or he would not have broken the church’s laws of celibacy.  There were also rumors of 

how he had mistreated his wife.  First Katharina Schütz wrote to the bishop to defend the Biblical 

status of clerical marriage, but then she decided she needed to answer the slanders.4  It was her 

Christian duty to defend the truth, which meant pointing out what was false and setting the record 

straight, in order not only to show that Zell was following the Bible but also to save the people 

who were turning away from the gospel because of the lies about the preacher.  So in July 1524 

Katharina Schütz published a pamphlet entitled Katharina Schütz’s Apologia for Master Matthrew 

Zell, her husband, who is a Pastor and Servant of the Word of God in Strasbourg.5 

 Katharina Schütz makes her argument about the marriage of clergy on several grounds.  

One is practical morality: many of the traditional priests did not keep their vows of celibacy and 

the bishops winked at this and even profited from it by taxing immoral priests for their concubines 

and children.  Katharina Schütz describes in considerable detail the terrible effects of this 

immorality on the people, and the church itself because the system encouraged the bad behavior.6  

Naturally, the second ground for Katharina Schütz’s defense of clerical marriage was the Bible.  

This is a case of sola scriptura, setting the teaching of the epistles to Timothy and Titus above the 

teaching of the church’s tradition.  By canon law, priests had to be celibate; according to the text 

of scripture, such as 1 Tim. 3, bishops and deacons were supposed to be married.7  For this reason, 

the marriage of clergy became one of the very important markers of the early Reformation.  It was 

a very clear way for Protestants to affirm that the Bible is the sole authority for salvation.  In 

making this claim by marrying, Protestant ministers were also saying that they rejected the 

authority of Roman Catholic tradition and canon law. 

 For women like Katharina Schütz to marry priests could be a major statement of their faith.  

In some cases, the new pastors’ wives were the priests’ concubines.  These women had for a long 

time been despised as immoral and had not had the right to participate fully in the rituals and life 

                                                 
Marriage and Divorce in the Thought of Martin Bucer, tran. J. Vriend & L. D. Bierma (Kirksville, MO: Truman State 

Univ., 1999).  For a summary of Calvin’s teaching in the context of Genevan practice, see Elsie Anne McKee, The 

Pastoral Ministry and Worship in Calvin’s Geneva (Geneva: Droz, 2016), pp.  357-75. 
4 Katharina Schütz Zell, Church Mother, p. 71. 
5 Katharina Schütz Zell, Church Mother, pp. 62-82. 
6 Katharina Schütz Zell, Church Mother, pp. 73-77. 
7 Katharina Schütz Zell, Church Mother, pp. 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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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church.  Katharina Schütz knew at least a few who had managed to take care of themselves 

and she thought that they had the right to do so.8  When priests married their concubines they were 

putting right the women’s status and the status of their children, even though there was still a 

significant stigma attached to being the wife of a priest.  What about the respectable women like 

Katharina Schütz who decided to marry priests?  This was a step which demonstrated a very strong 

Protestant faith because they were risking their reputations – and possibly even the stability of 

their lives if the town where they lived did not become Protestant.  Then they and their husbands 

might be exiled for breaking the church’s law.  In her pamphlet, Katharina Schütz included a 

defense of her decision to marry a priest.  She begins by saying why she got involved, which was 

to address the problem of clerical immorality.  “Do you mean that this is not my business?  Then 

I say that I see how many souls already belong to the devil and continue so, which was also the 

reason that I have helped to raise up clerical marriage.”9  She goes on to explain that “with God’s 

help” she was the first respectable woman in Strasbourg to marry a priest, although she had not 

been intending to marry at all. 

However, since I saw the great fear and furious opposition to clerical marriage, and also the 

great harlotry of the clergy, I myself married a priest with the intention of encouraging and 

making a way for all Christians – as I hope has also happened.  Therefore I also made a little 

book, in which I showed the foundation of my faith and reason for my marriage.10 

Although the idea of marrying in order to proclaim one’s faith might seem strange to modern ears, 

this could be a very important sign for Protestant women to demonstrate their courage and 

commitment. 

II 

The lives of early Reformed women expressed clearly their convictions about marriage, even when 

often their words were not recorded.  In this part of the presentation the first section tells briefly 

the stories of a number of outstanding Reformed women, especially wives of the Reformed leaders.  

The second section then summarizes the key aspects of their views on marriage as these can be 

discerned through their words or actions. 

Many of the first generation Reformed pastors’ wives give good glimpses into the 

experience of brave and faithful followers of the gospel.  In 1522 Ulrich Zwingli secretly married 

a young widow named Anna Reinhart.11  He had been preaching in the new Protestant way since 

he came to Zurich in Jan. 1519, but the city was still under the control of the bishop of Constance.  

Zwingli and his followers were acting on their Biblical convictions (such as eating meat in Lent) 

and one of his actions was to marry.  But look at this from Anna’s viewpoint: according to the laws 

of the church, she had become a priest’s concubine!  It was only in 1524 that the marriage was 

made public, after Zurich had voted to break with the Roman practice. 

The story of Elisabeth Silbereisen Bucer is somewhat similar but in one sense even more 

shocking because both she and her husband broke their vows of celibacy.12  Elisabeth had been a 

nun since she was a twelve, because when she was orphaned her relatives put her in a convent so 

they would not have to take care of her and could also have much of her inheritance.  In the convent 

Elisabeth was often sick, and felt that being a nun kept her from living a truly Christian life.  Thus, 

                                                 
8 See Marjorie E. Plummer, From Priest’s Whore to Pastor’s Wife: Clerical Marriage and the Process of Reform in 

the Early German Reformation (Farnham, UK/ Burlington, NH: Ashgate, 2012).  Katharina Schütz Zell, Church 

Mother, p. 76. 
9 Katharina Schütz Zell, Church Mother, p. 77. 
10 Katharina Schütz Zell, Church Mother, p. 77. 
11 Roland Bainton, Women of the Reformation in Germany and Italy (Boston: Beacon, 1971/74), pp. 161-62. 
12 Herman Selderhuis, Marriage and Divorce in the Thought of Martin Bucer, pp. 1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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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decided to leave the convent because of her faith. In 1522 she married Martin Bucer, a priest 

and monk.  He was accused of persuading her to abandon the life as a nun, but the two felt that 

God had called them to marriage and given them to each other.  After some months when Bucer 

was serving as a pastor along with another married priest, the two clerical couples were driven out, 

so Bucer and Elisabeth came to his family’s home city of Strasbourg.  At this point Matthew Zell 

had not yet married, although his Protestant preaching was upsetting the bishop a great deal.  Zell 

invited Bucer to preach from his pulpit – a scandalous thing to do!  The small group of Protestants 

in Strasbourg welcomed the new pastoral couple, and Katharina Schütz and Elisabeth Silbereisen 

would become good friends.  Elisabeth’s life in supporting her husband’s ministry was spent 

mostly caring for their home, bearing and rearing their many children (probably eleven, although 

only about five survived infancy), and welcoming guests, especially traveling Protestant ministers.  

She was an educated woman and sometimes corresponded with other Reformed women, but most 

of her time and energy went into the household.  When she died of the plague in 1541, Bucer was 

heartbroken.  Clearly, for some women the choice to marry a minister was an expression of faith 

in the face of much negative criticism. 

Other important Reformed women in the German-speaking world add further details to the 

picture of how women understood their calling to marriage as ministry, and also highlights the 

cost when it led to conflict in their own families.  Margarete Drenss was the daughter of a 

prominent Strasbourg family; she and her mother Agnes were among the early converts to 

Protestantism.  When the reformer Caspar Hedio asked Margarete to marry him, she and her 

mother agreed.  However, Margarete’s brother Andreas objected vigorously: he was not a follower 

of the new teaching and he was determined that his sister was not going to become a priest’s 

concubine and ruin the family’s reputation.  Then another leading Strasbourg citizen who was both 

a Protestant and a relative of the Drenss family stepped in to support the marriage (as if he were 

the women’s male guardian) and Margarete married her preacher.  Not long after this her brother 

also converted, so there was peace in the family again, but it must be remembered that a Protestant 

woman’s choice to marry for her faith could demand great courage, including defying her family 

– and not everyone would have had a supportive relative to help her.13 

Another similar case was that of Anna Adlischwyler, a young woman from an aristocratic 

background who became a nun in 1523 and was living in the Oetenbach cloister in Zurich.14  

Several years later Anna met the new young reformer Heinrich Bullinger and he wanted to marry 

her.  In fact, he wrote her a number of love letters over the course of their long courtship.  The first 

was in 1527 and they became betrothed on Oct. 27, but Anna then tried to break off the relationship, 

probably because her widowed mother greatly objected.  Bullinger continued to insist; a betrothal 

was legally binding, and he called on other ministers to help him convince Anna, but still she 

hesitated.  It was not until Aug. 17, 1529, six weeks after her mother’s death, that Anna and 

Bullinger were married.  Then together they established a happy household which, like Bucer’s, 

had many children who kept Anna busy. They also took in Zwingli’s widow and children and other 

relatives and students.  Anna’s life was shaped by caring for her mother and then for everyone who 

came to her.  When the plague came with great force in 1563 Anna nursed her husband through it 

but and she and several of their children died. 

Wibrandis Rosenblatt, the daughter of a citizen of Basel, had perhaps the most varied 

challenges in marriage and her life demonstrates the vital role of a reformer’s wife – multiple 

                                                 
13 Elsie Anne McKee, Katharina Schütz Zell. The Life and Thought of a Sixteenth-Century Reformer, pp. 54-55. 
14 Rebecca Giselbrecht, “Myths and Reality about Heinrich Bullinger’s Wife Anna,” Zwingliana 38 (2011),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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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15  As a young woman she was married to a well-educated citizen of Basel named Keller; 

they had one daughter, but soon her husband died.  Wibrandis and her family had become followers 

of the new gospel teaching.  When Johannes Oecolampadius, the elderly priest reformer who led 

the movement in Basel, finally decided that he needed to marry in order to show his commitment 

to the Biblical faith, he asked this young widow to be his wife.  There was a great difference in 

age between them, and Wibrandis would be taking on the disreputable role of a priest’s concubine, 

but she agreed because she felt called to serve her faith in this way.  Together they had several 

children. Since their father was a very learned scholar, he gave them names from history: a son 

Eusebius (an early church historian), and daughters Aletheia and Irene (Greek for truth and peace).  

But Oecolampadius died suddenly in 1531.  So also did the wife of one of his friends, the 

Strasbourg reformer Wolfgang Capito, a colleague of Bucer and Zell and Hedio.  Bucer thought 

that Capito needed a wife to take care of his children and Wibrandis needed a husband to support 

her family, so he suggested that they marry.  They met and agreed to follow Bucer’s advice. 

To marry Capito Wibrandis had to move from Basel to Strasbourg; despite the strong ties 

between the two cities, this was a significant uprooting.  She brought her children and her mother, 

and took over the care of Capito’s household, and soon five more children arrived.  However, life 

in the sixteenth century was very precarious, and another plague in 1541 was very severe; 

thousands of people died.  Among them were a number of Wibrandis’ children, Capito himself, 

and Bucer’s wife Elisabeth Silbereisen and all but one of their surviving children.  When Elisabeth 

was on her deathbed she heard that Capito had died.  So she asked Katharina Schütz to go and 

bring the widowed Wibrandis to her home; there she made Bucer and Wibrandis promise to marry 

after her death.  Very soon Elisabeth died and some months later Bucer and Wibrandis kept their 

word.  Wibrandis brought her children from her previous marriages to Bucer’s house and there 

established her new home, caring for his one surviving son and all the blended family.  Several 

more children were born of this, Wibrandis’ fourth marriage, though only one survived infancy.  

However, the plague was not the only major challenge Wibrandis faced with this husband; this 

time there was more political trouble which separated the family.  When Roman Catholic forces 

defeated the Protestants, outspoken reformers like Bucer were exiled.  He went to teach at 

Cambridge in England – a long and difficult journey away from Strasbourg.  Wibrandis traveled 

there to care for him, although it was difficult juggling the children; she finally decided to leave 

one of the older daughters to care for Bucer while she returned to Germany to collect the rest of 

the family and come back to England.  Not long after her arrival Bucer died, and Wibrandis moved 

once more, back to Strasbourg and then on to Basel with the children who were still at home, from 

where she continued to try to guide and care for all of the family.  Her commitment to the gospel 

led Wibrandis to marry three priests, one after the other, enduring uprooting from her home, 

difficult travel, and constant childbearing as well as the many daily tasks of looking after leaders 

of the reform who were always busy with something else. 

All these women were from German-speaking lands where Protestantism began by the 

early 1520s, but there were also important women’s voices among the French and English-

speaking Reformed.  Marie Dentière is known as one of the first French women to talk about 

marriage as well as about her faith.16  She was an aristocratic nun, probably the prioress of her 

                                                 
53-66. 
15 Herman Selderhuis, Marriage and Divorce in the Thought of Martin Bucer, pp. 123-28. Roland Bainton, Women of 

the Reformation in Germany and Italy, pp. 79-96. 
16 Mary B. McKinley, “Introduction,” Marie Dentière, Epistle to Marguerite de Navarre and Preface to a Sermon by 

John Calvin, trans./ed. Mary B. McKinley (Chicago: Univ of Chicago, 2004),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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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 when she was attracted to the new gospel teaching.  France was strongly Roman Catholic 

so normally those who became Protestant had to go into exile.  Dentière left her order and went to 

Strasbourg, which was the closest Protestant city, and there she married a former priest, Simon 

Robert.  The couple joined William Farel in the work of spreading the gospel by preaching in the 

French-speaking area in the Rhone valley.  After Robert’s death, Marie was left with several small 

children.  She married again, to another priest named Antoine Froment, with whom she came to 

Geneva to participate in the conversion of that city.  Marie was involved in the first evangelical 

efforts – and she preached quite actively!  – including especially to the cloistered Sisters of St. 

Clare, to whom she explained the goodness of marriage.  (One of the nuns recorded how 

scandalized they were by this!)17 

Idelette de Bure, known as the wife of John Calvin, did not leave any written texts as 

Katharina Schütz and Marie Dentière did, but her life expressed poignantly her commitment to her 

faith and her marriage.  Like Dentière, Idelette de Bure had to leave her home and go into exile 

because of her beliefs.18  De Bure was a middle class woman like Katharina Schütz, but her home 

town did not convert to the new teaching of the gospel, so Idelette had to choose between her home 

and her faith. She was already married, with two small children, when she and her husband Jean 

Stordeur left Liège and moved to the Protestant city of Strasbourg.  They were Anabaptists, reading 

the Bible literally and so rejecting infant baptism because it is not found in the New Testament.  

At this time Calvin was in Strasbourg because the Genevans had objected to his reforms and 

ordered him to leave.  Since Strasbourg was German-speaking Bucer had called Calvin to be the 

pastor of the French-speaking religious refugees.  In Strasbourg Idelette de Bure and Jean Stordeur 

encountered Calvin and came to accept his teaching and joined his congregation.  After a time 

Stordeur died.  Calvin had been looking for a wife but he had just about given up.  The latest 

attempt had been by wealthy German-speaking Protestant friends who wanted him to marry one 

of the young women of their family.  However, Calvin did not think that was a good match; his 

wife should be someone who shared his language and his social background as well as his faith.19  

Idelette de Bure was exactly right, and he asked the widow to marry him. 

For Idelette, acccepting Calvin’s proposal meant complicating her life further.  She was 

already in exile, and now she was adding the disadvantages of marriage to a minister; and to make 

it worse, Calvin was very poor.  But she believed this was her call.  She had chosen exile for herself 

and her children, in order to be able to live out her faith, and now she was willing to accept more 

challenges like those of other women who married these new Protestant pastors.  When they moved 

to Geneva in 1541, Idelette and Calvin no longer had financial problems but they had a very 

difficult church situation.  Calvin and his ideas about reforming the life of the church were no more 

popular than they had been when Geneva first exiled him, so Idelette lived in the context of many 

church arguments, even as she visited the sick and welcomed all the travelers who visited Calvin.  

                                                 
17 Jeanne de Jussie, The Short Chronicle. A Poor Clare’s Account of the Reformation in Geneva, trans./ed. Carrie F. 

Klaus (Chicago: Univ of Chicago, 2006), pp. 151-52 quotes Dentière as saying “Oh, you poor creatures, if you knew 

what a good thing it is to be next to a handsome husband and how pleasing to God! Alas, I was for a long time in this 

darkness and hypocrisy where you are.  But God alone showed me the delusions of my wretched life, and I saw the 

trust light of truth and realized I had been living in sorrow the whole time because in these convents there is nothing 

but hypocrisy, mental corruption, and idleness. And so, without hesitating I took five hundred ducats from the treasury 

and left that miserable life, and thanks to God alone I already have five fine children and I lead a good and healthy 

life.”  The nuns were “horrified” by these “false and deceitful words” p. 152. 
18 See Emile Doumergue, Jean Calvin. Les hommes et les choses de son temps. Tome second : Les premiers essais 

(Lausanne : Georges Bridel, 1902), pp. 463, 466, 469.   
19 Calvin’s Letters #172, 206; Calvini Opera 10b:34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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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ther Idelette nor Calvin was in good health; their only known child died as an infant and she 

was never really well again.  It is possible to get a glimpse of Idelette’s faith through the letters 

Calvin wrote to his two closest reformer friends, Farel and Viret, when he described her death and 

their life together. 

Intelligence of my wife's death has perhaps reached you before now. I do what I can to keep 

myself from being overwhelmed with grief. ....  And truly mine is no common source of grief. 

I have been bereaved of the best companion of my life, of one who, if anything more difficult 

had befallen me, would not only have been the willing sharer of my exile and indigence, but 

even of my death. During her life she was the faithful helper of my ministry.20 

Calvin names exile, poverty, and death; Idelette had shared both exile and poverty, and he is sure 

that if necessary she would have shared death with him, as companions in their service to God.  

For the full impact of these words,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Calvin was writing to the two 

men to whom he was closest, who had been his fellow reformers from the beginning; it is the 

highest praise he could give.  And this tells us something about the way that Idelette de Bure lived 

her faith through her marriage, embodying the Reformed ideal of partnership in the faith, wherever 

that might lead them.  Her final words on her deathbed were recorded by Calvin as a testimony to 

her faith. “O glorious resurrection!  O God of Abraham and of all our fathers, in You have the 

faithful trusted during so many past ages, and none of them have trusted in vain. I also will hope.”21 

There is another aspect of Reformed women and marriage, one could say it is the other 

face of the ministries.  These were women whose husbands did not share their faith; they had to 

choose between their convictions and their marriages.  One of these was the English martyr Anne 

Askew who was burned at the stake under Henry VIII in July 1546.22  Anne came from a good 

family which already had some interest in the new Protestant teaching although England at the 

time was still essentially catholic.  Henry had broken with the pope and made himself head of the 

church but his theological orientation remained conservative.  Anne was arrested in 1545 because 

she insisted on scripture alone, rejected transubstantiation, and broke Henry’s law by going into 

the church and reading the Bible aloud.  (Only priests were permitted to do that.)  Some of Anne’s 

relatives arranged to get her released but she did not change her theology, and the next year she 

was arrested again and tried a second time, and this time she was sentenced to death.  Both of her 

examinations show how articulate and well-informed Anne was in her faith.  One of the questions 

she was asked concerned her name.  Some people called her Anne Kyme, because she was married 

to a man named Kyme, but he had rejected her as a heretic, so she used her maiden name Askew.23  

Clearly, for Anne, her faith in the gospel and her determination to keep to the teaching of the Bible 

against everything that the Roman Catholic clergy said, decided her attitude toward marriage.  She 

did not reject her husband but she would not give up her faith in order to save her marriage – or 

her life. 

III 

As can be seen, many Reformed women made choices about marriage because of the choices they 

had already made about their faith.  Most of these strong and devout women did not write about 

their convictions, so one must extrapolate from what they did in order to understand their beliefs.  

                                                 
20 Writings on Pastoral Piety, pp. 52, 53-54. First sentence from April 2, 1549, to Farel; remainder from April 7, 1549, 

to Viret.  Letters #1171 and #1173, Calvini Opera 13:229, 230. 
21 April 2, 1549. Writings on Pastoral Piety, pp. 52-53.  Letter #1171, Calvini Opera 13:229. 
22 Elaine V. Beilin, “Introduction,” The Examinations of Anne Askew, ed. E. V. Beilin (NY/Oxford: OUP, 1996), pp. 

xv-xxiv. 
23 The Examinations of Anne Askew, ed. E. V. Beilin (NY/Oxford: OUP, 1996), pp. 175,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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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arina Schütz, however, is the exception, and she provides a vivid picture of the partnership of 

her marriage with Matthew Zell. 

The Zells were a rather unusual couple, even by the standards of the new vocation of 

pastor’s wife.  In the first section of this paper we saw how and why Katharina came to marry 

Matthew and how she defended clerical marriage.  In this section the purpose is to discuss briefly 

how she described her married life when she was an elderly widow looking back.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main reason she wrote about her marriage was because she was being attacked by 

a young man who had been like a foster son.  He accused her of heresy and disturbing the church 

and causing trouble for her husband… and Katharina would not tolerate that slander.  So she set 

out to explain exactly how Matthew and Bucer and the rest of the first generation had risked their 

lives for their faith, and what that teaching was.  And she emphasized that she had shared it!  In 

addition, Katharina described how much Matthew had approved and supported her as his partner. 

 The Zells’ marriage was both similar to that of the other reformers and different.24  Like 

all the pastors’ wives, Katharina cared for a busy household which was expected to function as a 

guesthouse for visiting reformers and a refuge for people in need.  This was a role which both Zells 

took very seriously, and Katharina actively invited anyone who was in need.  To their great sorrow, 

their own two babies died in infancy, but they cared for relatives and orphans and more.  One time 

Katharina suddenly was called upon to provide housing for eighty men who were forced to leave 

their homes for their faith and to feed twice that many; another time she gave a home to an exiled 

minister and his family for the entire winter; another time she arranged a dinner for a big Protestant 

conference but spent the time nursing a sick member of it. And the story goes on.  At other times, 

Katharina defended people whom some Protestants considered unorthodox, and she never failed 

to help anyone in need – though she would also probably preach to them as well as feed them!  

According to Katharina, Matthew was more than willing to give her time and service to the parish 

and church community. 

So, constantly, joyously, and strongly, with all good will have I given my body, strength, 

honor, and goods for you, dear Strasbourg, I have made them a footstool for you.  My devout 

husband too was very heartily glad to allow this, and he also loved me very much for it; he 

often allowed there to be something lacking in his own physical and household needs because 

of my absence and gladly sent me as a gift to the community; also, at  his death he commended 

me to continue such activity – not with a command, but with a friendly request.25 

However, busy as she was with the care of her husband’s parish, Katharina was also determined 

not to miss continuing to learn, and she loved to read: the Bible, Luther, other reformers, religious 

texts.  She said that Matthew encouraged her to study and weigh everything by scripture.  “[W]hen 

[Zell] was alive he never hindered or forbade [my reading or studying]  but always told me (as he 

himself also did) to read and listen, and so, after testing (as they do with the stone that is used to 

try gold), to hold to the good.”26  Katharina was also included in conversation at the dinner table, 

where she discussed theology with the guests, arguing and explaining her views politely but firmly.  

Marriage meant a lifelong growing in faith and serving the church alongside Matthew and then 

continuing their shared work after his death. 

                                                 
24 For a full picture of Katharina Schütz’s life, see Elsie Anne McKee, Katharina Schütz Zell. The Life and Thought 

of a Sixteenth-Century Reformer.  For a shorter summary, see Elsie Anne McKee, “Introduction,” to Katharina Schütz 

Zell, Church Mother. The Writings of a Protestant Reformer in Sixteenth-Century Germany, pp. 14-24. 
25 Katharina Schütz Zell, Church Mother, pp. 224-25. 
26 Katharina Schütz Zell, Church Mother, p.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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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notable or controversial aspects of Katharina’s view of marriage came from her 

conviction that she was Matthew’s partner in teaching and sharing the gospel.  She would welcome 

people but she was also compelled to preach (informally) and educate and correct them, as well as 

carry on pastoral visitation.  Katharina said that Matthew called her his assistant minister. 

I have also – God be praised! – taught much in those place [homes, prisons, etc.], and affirm 

before God that I have done more work, of body and tongue, than any assistant (helffer) or 

chaplain of the church; I have watched and run, night and day, and many times I have neither 

eaten nor slept for two or three days.  Therefore also my devout husband (whom this so well 

pleased) only called me his assistant minister (helffer), even though I also never stood in the 

pulpit, nor did I need to do so for my work.27 

(This was addressed the educated and arrogant young man who was Zell’s official assistant!) For 

Kathrina Schütz, teaching the gospel, “fishing for people,” was not just for men; it was for 

everyone, and she was determined to do her part.28  Some people she could reach in person but 

others were too numerous or too far away so Katharina decided to print some of her teaching.  

During Matthew’s lifetime she published various devotional texts especially for women and 

children.  But after he died she seemed to believe she was called to continue his pastoral work; she 

preached to his congregation at his burial, and she carried on visiting the sick and poor.  Glimpses 

of her ministry are visible in her later publications, as she spoke and wrote to comfort and 

strengthen “her” parishioners and defend the teaching of the first generation Strasbourg reformers.  

Marriage for Katharina began as an affirmation of her faith and it was lived as an affirmation of 

the importance of a partnership with her husband in service to God.  The people of Strasbourg 

seem to have accepted this as a fact, and regarded her as an extension of Matthew; the two were 

God’s servants in ministry, two bodies but one calling. 

 Katharina Schütz Zell, Idelette de Bure Calvin, and many other women lived out the new 

Reformed perspective on the purpose of marriage.  One important concern was to address 

immorality: people were lax because their religious guides were lax, so a new standard of behavior 

had to begin with a right lifestyle for ministers of the church.  Many women of the first generation 

explicitly understood it to be their calling to create a new image of what a pastor’s household 

should be.  They wanted to correct the traditional view of clergy as those who vowed an impossible 

celibacy and then did not live up to it, and they were willing to risk their own reputations to serve 

the church in this way.  They also shared the Protestant teaching which redefined the means of 

salvation as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grace alone, on the basis of the Bible as the sole authority 

for knowing God’s will.  For this reason they welcomed the calling of motherhood, not as a second-

class rank but as part of the true religious vocation of God’s daughters.  This maternal role extended 

far past their own families, and meant that they regularly offered hospitality to a great many people 

for both short term and long term stays in their homes, becoming mothers to the church.  Because 

they also shared the Protestant view that sexuality in marriage is good, these women claimed their 

role as wives with pride as a way to fulfill God’s will. 

It was a particularly Reformed addition to teach that the original and primary purpose of 

marriage is companionship in the faith, and these women very clearly believed and lived that out.  

Few were as outspoken as Katharina Schütz in affirming publicly that she was Matthew’s partner, 

but she voiced what these Reformed women expressed in their lives.  They did not claim equality.  

However, they actively embraced their belief that the Christian church and society should be built 

                                                 
27 Elsie Anne McKee, Katharina Schütz Zell. The Life and Thought of a Sixteenth-Century Reformer, p. 449.  See pp. 

441-49 for Katharina Schütz’s description of their married partnership. 
28 Elsie Anne McKee, Katharina Schütz Zell. The Life and Thought of a Sixteenth-Century Reformer, p.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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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partnership of husbands and wives in service to God and neighbors, and they acted on their 

conviction that marriage and motherhood are holy callings for women just as marriage and 

fatherhood are holy callings for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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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리나 첼과 이들레트 드 뷔르 및
종교개혁 여성들의 결혼관과 결혼경험

엘시 맥키(프린스턴 신학교)
번역: 우병훈(고신대, 신학과 교수)

“하나님은 우리들의 결혼이 지금과 같은 그대로 종말까지 지속되도록 하신다. 그
래서 나는 결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결혼이 우리들을 영혼에
도 유익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육 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 만일 우리가 
신앙 때문에 추방당하고 죽임 당해야 한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위로
를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
니냐(눅 24:25-26)?’라고 말씀하신다. …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인내 
가운데 종말을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과 내 남편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부부 안에서 이뤄지기를! 우리 부
부가 이 세상과 불화하여 죽는다면 그보다 더 큰 영예는 없으리라 나는 믿는다. 
십자가에서 우리 부부는 기쁘게 서로에게 말할 것이다. 남편은 나에게, 나는 그에
게 말하면서, 서로를 견고하게 도울 것이다.”1)

이 인용문은 카타리나 슈츠 첼이 1524년에 한 말이다. 그때 그녀와 그녀의 남
편 매튜 첼은 결혼 때문에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었다. 남편 첼은 독신 서약을 
한 로마 가톨릭 사제였었다. 그가 개신교도들이 자신들을 부를 때처럼 “복음을 따르
는 자”가 되었을 때, 그는 개신교도들이 인간의 전통으로 여겼던 것을 거부했다. 카타
리나 슈츠는 아주 경건한 어린 소녀였는데, 가장 거룩한 기독교적 부르심으로서 동정 
서약을 개인적으로 했었다. 그녀가 마틴 루터와 매튜 첼이 선포했던 복음에 대한 새
로운 이해를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녀 역시 독신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매
우 특별하고 공로적인 방법이 된다는 생각을 포함한 인간의 전통들을 버렸다. 그래서 
1523년 12월 3일에 카타리나 슈츠와 매튜 첼은 마르틴 부써의 주례로 결혼했다. 부
써 역시 이전에는 수도승이었으나 수녀와 결혼한 사람이었다.2) 도대체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

이 발표에서는 초기 개혁파 교회에서 여성들이 설명하고 경험했던 결혼에 대

1) Katharina Schütz Zell, Church Mother. The Writings of a Protestant Reformer in 
Sixteenth-Century Germany, trans.-ed. E.A. McKee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2006), pp. 
79, 80.

2) Elsie Anne McKee, Katharina Schütz Zell. The Life and Thought of a 
Sixteenth-Century Reformer (Leiden: Brill, 1999). 카타리나 슈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이 책
의 1 장을 보고, 초기 개혁 운동에 대해서는 2 장을, 결혼에 대해서는 49 쪽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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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각과 관습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개신교) 목사와 결혼한 최초
의 여성들 중에 한 명이었던 카타리나 슈츠 첼이 표현한 신학에 대해서 몇몇 주제를 
탐구한다. 두 번째 부분은 개혁파 여성 리더들의 실제 결혼 생활의 여러 국면들을 토
의하고자 한다: 안나 라인하르트 츠빙글리(Anna Reinhard Zwingli), 카타리나 슈츠 
첼(Katharina Schütz Zell), 엘리자베스 질베라이젠 부써(Elisabeth Silbereisen 
Bucer), 아그네스 드렌스 카피토(Agnes Drenss Capito), 안나 아들리쉬빌러 불링거
(Anna Adlischwyler Bullinger), 마리 당티에르(Marie Dentière), 이들레트 드 뷔르 
칼빈(Idelette de Bure Calvin)을 다룰 것이며, 아울러 앤 아스큐(Anne Askew)와 같
은 좀 색다른 인물들도 다루겠다.

I
비록 종종 잊히긴 하지만, 결혼이라는 문제는 개신교 신학, 특히 개혁파 가르

침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었다. 이 주제는 몇 가지 차원이 있었다. 하나는 거룩의 
개념이 달라진 것이다. 거룩이란 하나님을 향해 구분된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중세 
로마 가톨릭의 관점에서는 교회와 관련된 모든 것이 거룩과 동일시되었다. 그래서 결
혼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제들, 수도승들, 수녀들은 일반적인 그리
스도인들보다 더욱 거룩했다. 예배당들, 성체 용기들, 성물들, 제단의 옷들, 처녀 마리
아의 조각상들, 성인(聖人)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집들, 용기(容器)들, 냄비들, 일상적 
일들보다 더 거룩했다. 성인(聖人)의 날들은 평일들보다 더 거룩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었고, 그들의 세계는 
교회의 가르침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두 계층의 기독교인들, 두 계층의 장소들
과 사물들과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 요점이다.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 보다 더 가까
웠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 받도록 도와주는 통로가 될 수 있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을 제공하는 특별히 거룩한 사람들과 장소들과 시간들과 사물들
이 필요했다.

개신교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받는 칭의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구분들에 이의를 제기했다. 만일 구원의 수단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즉 인
간의 공로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이나 사물보다 본질적으로 더 하
나님께 가까운 사람이나 장소나 시간이나 사물은 없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용서 받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오로지 
성령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실 때에 발생하는 일이다. 이 일이 일어날 때
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같은 수준에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이 신앙과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진 모든 사람은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곧장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제들이다. 누
가 거룩한 사람이며 어떻게 하나님께로 구분되는가에 대한 이 새로운 생각은 실제로 
로마 가톨릭 사제들을 불필요하게 만들었다.

결혼에 대한 변화의 두 번째 측면은 개신교 신학의 또 다른 근본적 근거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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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되어 있다: 그것은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다. 오직 믿음과 은혜로 받는 칭의
는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주었다. 그리고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은 신학에서 권위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공해 주었다. 
개신교도들이 구속력이 있는 교리들은 오로지 성경에서만 나와야 한다고 말할 때에 
그들은 당시 교회의 일상적 가르침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제거해 버리거나, 적어도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것은 결혼에 대한 가르침과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했다.

여성, 성(性), 결혼에 대한 중세의 견해들을 간략히 요약하는 것이 도움이 된
다. 이 세 가지는 많은 이유들 때문에 종종 밀접하게 연결된다. 전통적 사회들에서, 
여성의 주된 역할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었다. 이것은 성경, 특히 구약에서도 주로 그
렇게 생각된다. 기독교 역사 대부분에서 성은 죄악된 욕망과 연결되었다. 그래서 중세 
교회에서는 결혼한 사람들이 독신자들보다 덜 거룩했다. 그리고 성생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영적인 사람으로 여겨졌다.

결혼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 삶의 방식의 두 번째 계층에 해당되는 것
으로 간주되었다. 결혼은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었다. 자녀 생산 즉 새로운 기독교인
들을 생산하는 것과 (성적) 부도덕에 대한 하나의 처방이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본질적으로 성생활과 연결된다. 성과 여성과 
결혼이 서로 연관되는 상황에서, 성이 부정적으로 여겨졌으므로, 여성과 결혼 역시 부
정적으로 여겨졌다.

또 다른 한편으로, 성을 부정하는 것은 주로 남성적인 것과 연관되었다. 로마 
가톨릭에게는 영적이고 거룩한 삶의 길은 (카타리나 슈츠가 그러했듯이) 독신 서약을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독신 서약을 한 여성들은 “남성적”이라며 칭송을 받았다. 게다
가, 독신 서약은 선행으로 간주되었다. 남자나 여자나 독신 서약을 할 경우, 구원에 
필수적인 것을 넘어선 과외의 일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호의를 획득하기 위해서 선행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개신교도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호의를 획득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래
서 독신 서약에는 그 어떤 미덕도 없었다.

사실상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축복하셨으며, 그것을 신자들이 살아가
는 삶의 모델로 만드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대로 사용되기만 한다면, 성은 악
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한 부분이었다. 이 신학의 결과로 개신교도들은 결
혼을 일반적이고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만들었다.3)  

3) For a good overview of Reformed thinking about marriage, the reformer Martin 
Bucer provides the most articulate – and for his day, radical – teaching.  Calvin’s teaching is 
also important though less radical.  See Herman Selderhuis, Marriage and Divorce in the 
Thought of Martin Bucer, tran. J. Vriend & L. D. Bierma (Kirksville, MO: Truman State Univ., 
1999).  For a summary of Calvin’s teaching in the context of Genevan practice, see Elsie Anne 
McKee, The Pastoral Ministry and Worship in Calvin’s Geneva (Geneva: Droz, 2016), pp.  
3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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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다 결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혼은 하나님께서 보시
기에 좋은 것이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식이다. 사실상 부써와 
칼빈이 이끌었던 개혁파 전통은 결혼을 타락 전 에덴에서의 기원에 근거해서 봄으로
써 결혼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수정했다.

이것에 따르면, 결혼의 주된 목적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동반
자 관계됨에 있다. 아내는 남편을 돕는 자이다(창 2:18). 비록 아내는 남편에게 여전
히 종속되지만, 아내 없이는 남편은 불완전하다. 다만 반쪽짜리 인간에 불과한 것이
다. 교리상의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남편이나 아내는 일종의 파트너 관계가 되었다. 
남자가 주도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부부는 서로에게 온전한 신뢰를 주어야 했다. 남
편과 아내 각자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삶을 살도록 해주신 사람으로서 상대방에게 의
존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되는 것은 거룩한 소명이 되었다. 가족생활은 그리스도인
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소명을 이뤄내는 주요한 장소가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의 
사역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오직 믿음과 은혜로 받는 칭의’와 ‘오직 성경’에 대한 개신교적 가르
침 가운데 한 방식은 무엇보다 목회자들이 결혼하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
로 보이게 된 것이다!

새로운 신부로서 카타리나 슈츠는 자신의 결혼이 엄청나게 많은 추문(醜聞)들
을 불러일으킨 것을 알았다. 공식적인 차원에서, 스트라스부르의 주교는 그녀의 남편 
매튜 첼 및 그 외에 결혼한 다른 사제들을 권징했으며, 설교를 못하도록 강단에서 내
쫓아 버렸다. 그들이 교회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일반 사람들의 차원에서, 어떤 시민
들은 첼을 칭송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다: 분명 그의 신학은 틀렸을 것인
데, 그렇지 않다면 그가 교회의 독신 서약을 깨뜨렸을 리가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가 아내를 얼마나 학대 했는지에 대한 소문들도 무성했다.

카타리나 슈츠는 우선 주교에게 글을 써서 사제들이 결혼하는 것에 대한 성경
적 근거를 옹호했다. 그녀는 중상자들에게도 답변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4) 진리를 
옹호하는 것은 그녀가 가진 기독교인의 의무였다. 그녀는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지적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원했다. 그리하여 (남편) 첼이 성경을 따른다는 것을 보
여줄 뿐만 아니라, 설교자인 남편에 대한 거짓 소문 때문에 복음으로부터 등을 돌린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했다. 그래서 1524년 7월에 카타리나 슈츠는 『나의 남편이며 스
트라스부르의 목회자이며 말씀의 종인 매튜 첼을 위한 카타리나 슈츠의 변호』라는 작
은 책자를 출간했던 것이다.5)

카타리나 슈츠는 사제의 결혼에 대해 세 가지로 논증을 펼친다. 첫째는 실천
적 도덕성이다. 전통적으로 많은 사제들이 독신 서약을 지키지 않았고, 주교들은 이것
을 용인해 주었다. 심지어 주교들은 부도덕한 사제들의 내연녀들과 자식들에 대해 세
금까지 매기면서 수입을 얻었다. 카타리나 슈츠는 이러한 비도덕성이 사람들에게 미

4) Katharina Schütz Zell, Church Mother, p. 71.
5) Katharina Schütz Zell, Church Mother, pp. 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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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끔찍한 영향에 대해 상당히 자세하게 기술한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영향
을 받았는데, 이런 시스템이 나쁜 행동을 조장했기 때문이다.6)

둘째로, 너무나 당연하게도 카타리나 슈츠는 성경을 가지고 사제들의 결혼을 
옹호한다. 이것은 교회의 전통보다도 디모데서나 디도서의 가르침을 더 우위에 두는 
‘오직 성경’의 원리를 따른 하나의 경우이다. 교회법에 따르면 사제는 독신으로 살아
야 한다. 그런데 성경 말씀, 예를 들어 딤전 3장을 따르면 감독들과 집사들은 결혼을 
한 사람으로 나온다.7) 이러한 이유로 사제의 결혼은 초기 종교 개혁의 아주 중요한 
표지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것은 개신교도들에게는 성경이 구원을 위한 유일한 
권위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아주 분명한 방식이었다. 개신교 목회자들은 결혼을 통
해 이런 주장을 분명히 하였고, 그리하여 로마 가톨릭 전통과 교회법의 권위를 자신
들이 거부한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

카타리나 슈츠와 같은 여성들은 사제와 결혼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앙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었다. 때로는 목사들의 새로운 아내들이 이전에 사제의 내연녀
인 경우도 있었다. 그런 여인들은 부도덕하다고 아주 오랫동안 비난 받았었다. 그들은 
교회의 예전과 생활에 온전히 참여하는 권리를 얻지 못했었다. 카타리나 슈츠는 그렇
게 살아가고 있는 여인들 가운데 적어도 몇 사람을 알고 있었으며, 그녀는 그들이 제
대로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8)

사제들이 내연녀와 [공식적으로] 결혼했을 때, 그들은 여성의 지위를 회복했으
며, 그들의 자녀들도 역시 그렇게 되었다. 비록 여전히 사제의 아내라는 심각한 꼬리
표가 늘 따라다니긴 했어도 말이다.

그렇다면 카타리나 슈츠처럼 사제와 결혼하기로 결정한 존경 받는 여인들의 
경우에는 어떠할까? 이것은 정말 강력한 개신교 신앙을 보여주는 한 단계였다. 왜냐
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자기들이 사는 도
시가 개신교 도시가 아니라고 한다면, 생명의 안전 역시도 보장 받지 못할 수 있었
다. 그렇게 되면 그들과 그들의 남편들은 교회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추방될 수 있었
다.

자신의 작은 책자에서 카타리나 슈츠는 사제와 결혼하기로 한 자신의 결정에 
대한 옹호를 포함시켰다. 그녀는 왜 자신이 이 문제에 엮이게 되었는지 말하면서 시
작한다. 그것은 사제들의 부도덕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었다.

“당신은 이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저는 너무나 많
은 영혼들이 벌써 사탄에 속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사제와 결혼하는 일을 찬성하는 이유입니다.”9)

계속해서 그녀는 비록 자신이 결혼하고자 했던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

6) Katharina Schütz Zell, Church Mother, pp. 73-77.
7) Katharina Schütz Zell, Church Mother, pp. 73-75.
8) See Marjorie E. Plummer, From Priest’s Whore to Pastor’s Wife: Clerical Marriage and the 
Process of Reform in the Early German Reformation (Farnham, UK/ Burlington, NH: Ashgate, 
2012).  Katharina Schütz Zell, Church Mother, p. 76.
9) Katharina Schütz Zell, Church Mother,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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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우심으로” 스트라스부르에서 사제와 결혼을 한, 존경 받는 첫 번째 여인이 되었
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나는 사제와 결혼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과 맹렬한 반대를 보
았고, 또한 사제 집단의 엄청난 매춘 행위를 보았기에, 저 자신은 모든 그리
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을 위한 길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사제와 결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망하는 바는 벌써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
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작은 책자를 썼습니다. 여기서 저는 저의 신앙 및 제가 
결혼한 이유의 근거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10)

자기 신앙을 선언하기 위해 결혼한다는 생각은 현대인들이 들으면 상당히 이
상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개신교 여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용기와 헌신을 증명하
는 아주 중요한 표지가 될 수 있었다.

II
때때로 초기 개혁파 여인들의 말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는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생애는 결혼에 대한 그들의 확신들을 분명하게 표현했다. 이번 
발표의 이 부분에서, 첫 번째 섹션에서는 개혁파의 많은 탁월한 여인들, 특히 개혁파 
지도자들의 부인들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서술하겠다. 그리고 둘째 섹션에서는 그들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는 그들의 결혼에 대한 핵심적 측면들을 요약하겠
다.

제 1세대 개혁파 목사들의 아내들 중 많은 이들은 복음을 용감하고 신실하게 
따른 자들의 경험에 대한 좋은 일별(一瞥)을 제공한다. 1522년에 울리히 츠빙글리는 
안나 라인하르트라는 젊은 과부와 비밀스레 결혼했다.11) 그는 1519년 1월에 취리히
에 온 이후로 개신교의 새로운 방식으로 설교를 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 도시는 
여전히 콘스탄츠의 주교의 지배하에 있었다. 츠빙글리와 그의 추종자들은 자신들의 
성경적 근거에 근거하여 행동했다. 예를 들어 사순절에도 고기를 먹었던 것이다. 그리
고 그런 행동 중에 하나가 결혼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안나의 관점에서 보자. 
교회의 법에 따른다면, 그녀는 이제 사제의 내연녀가 된 것이다! 1524년에야 비로소 
그 결혼이 공식화 되었는데, 그때는 취리히가 로마교의 관습과 결별하기로 투표한 이
후였던 것이다.

엘리자베스 질베라이젠 부써의 이야기는 다소 비슷하긴 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더욱 충격적인데, 그녀와 그녀 남편 모두 독신 서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이다.12) 엘

10) Katharina Schütz Zell, Church Mother, p. 77.
11) Roland Bainton, Women of the Reformation in Germany and Italy (Boston: Beacon, 1971/74), 
pp. 161-62.
12) Herman Selderhuis, Marriage and Divorce in the Thought of Martin Bucer, pp. 116-23.

40



- 7 -

리자베스는 12살 때부터 수녀가 되었다. 그녀가 고아가 되었을 때 친척이 그녀를 수
녀원에 보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그 친척들은 그녀를 돌보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그녀에게 상속될 유산의 상당 부분도 가져갈 수 있었다. 수녀원에서 엘리자베
스는 종종 아팠다.

그녀는 수녀가 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기독교적 생활을 가로막는다고 생각
했다. 그래서 그녀는 신앙 때문에 수녀원을 떠나기로 작정했다. 1522년에 그녀는 마
르틴 부써와 결혼했는데, 부써는 사제이자 수도승이었다. 그는 그녀가 수녀로서 살아
가는 삶을 포기하도록 설득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하나님께
서 자신들을 결혼으로 부르셨다고 느꼈고, 각각 상대방에 헌신했다.

몇 달 후에 부써가 다른 결혼한 사제들과 함께 목사로 사역할 때의 일이다. 
그 사제 부부들이 쫓겨나게 되자, 부써와 엘리자베스는 부써의 고향인 스트라스부르
로 가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매튜 첼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
만 그의 개신교적인 설교가 스트라스부르의 주교를 매우 동요시켜 놓고 있었다. 첼은 
부써를 초청하여 자신의 강단에서 설교하도록 했다. 물론 추문을 불러일으키는 행동
이었다.

스트라스부르의 작은 개신교 그룹은 이 새로운 목사 부부를 환영했다. 그리고 
카타리나 슈츠와 엘리자베스 질베라이젠은 장차 좋은 친구가 될 것이었다. 남편의 사
역을 지원하는 엘리자베스의 삶은 대체로 가정을 돌보는 것과 많은 자녀들을 낳아 기
르는 일(아마도 11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중에 다섯 명만이 유년기에 살아남음)과 
손님들 특히 여행하는 개신교 목회자들을 맞이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교육 받은 여인
이었고, 때때로 다른 개혁파 여인들과 서신교환을 했다. 그러나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
과 에너지를 집안일에 쏟았다. 그녀가 1541년에 역병으로 죽었을 때, 부써는 정말 마
음이 무너져 내렸다. 분명히, 몇몇 여인들에게는 목사와 결혼하기로 선택한 것은 많은 
부정적 비판에 직면해야 했던 믿음의 표현이었다.

독일어권에서 살았던 다른 중요한 개혁파 여인들은 여인들이 사역으로서 결혼
으로 부르심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그림의 보다 상세한 부분들을 더해준다. 그리
고 또한 그 결혼이 그녀들의 가족과 마찰을 일으킬 때 어떤 희생을 감수해야 했는지
도 보여준다. 마가렛 드렌스는 스트라스부르의 아주 명문 가문의 딸이었다. 그녀와 그
녀 어머니 아그네스는 초기부터 개신교로 전향했던 사람들이었다. 개혁자 카스파르 
헤디오가 마가렛에게 결혼해 달라고 프로포즈 했을 때, 그녀와 그녀 어머니는 승낙했
다. 그러나 마가렛의 오빠 안드레아스는 매우 심하게 반대했다. 그는 (개신교의) 새로
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누이가 사제의 내연녀가 되어서 집안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다짐했다.

그때 개신교도였으며, 드렌스 가족의 친척이었던 스트라스부르의 또 다른 시민
이 개입하여 결혼을 지지해 주었다. 마치 그가 그 여인들의 후원자가 된 것처럼 말이
다. 그러자 마가렛은 그 설교자와 결혼을 할 수 있었다. 이후에 멀지 않아 그녀의 오
빠 역시 개신교로 전향했기에, 가족들은 다시 화평을 회복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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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 여성이 신앙을 걸고 결혼하고자 하는 선택은 상당히 많은 용기를 요구했으며, 
그것은 때로 가족에 대한 반항이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모
든 여인이 자신을 도와주고 지지해 주는 친척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또한 생각해
야 한다.13)

또 다른 경우가 안나 아들리쉬빌러의 경우인데, 그 젊은 여인은 귀족 가문 출
신이었으며, 1523년에 수녀가 되었다. 그녀는 취리히에 있는 오이텐바흐 수도원에서 
살고 있었다.14) 몇 년 뒤에 안나는 새로운 젊은 개혁자인 하인리히 불링거를 만나는
데, 그는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했다. 사실상, 그는 긴 구혼 기간 동안 그녀에게 수많
은 러브 레터를 썼다. 첫 번째 편지는 1527년 것이었는데, 그들은 그해 10월 27일에 
약속했다. 그러나 안나는 그 관계를 깨뜨리고자 했는데, 아마도 과부였던 어머니가 그
들 관계를 심하게 반대해서였을 것이다. 불링거는 계속해서 주장하기를, 약혼은 법적
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다른 목사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안나를 
설득하는 것을 좀 도와달라고 했다. 하지만 안나는 여전히 머뭇거렸다. 안나의 어머니
가 죽고 나서 6주가 지난 1529년 8월 17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안나와 불링거는 결혼
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행복한 가정을 꾸렸는데, 부써의 경우처럼 자녀를 많이 출
산하여 안나는 매우 바쁘게 되었다. 그들은 또한 츠빙글리 사후에 그의 부인과 아이
들과 다른 친척들과 학생들을 돌봐주었다. 안나의 삶은 처음에는 그녀의 어머니를 돌
봐주는 것이었고, 이후에는 그녀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돌봐주는 그런 삶이었다. 
1563년에 역병이 맹렬한 기세로 덮쳤을 때, 안나는 남편을 극진히 간호했다. 하지만 
그녀와 몇몇 자녀들은 역병 때문에 죽고 말았다.

비브란디스 로젠블라트는 바젤 시민의 딸이었는데, 아마도 결혼에 있어서 가장 
많은 변화들을 겪었던 사람일 것이다. 그녀의 삶은 개혁자의 아내의 역할의 중요성을 
거듭거듭 잘 보여준다.15) 젊었을 때 그녀는 바젤의 교양 시민이었던 켈러라는 사람에
게 시집간다. 그들은 딸을 하나 낳았다. 그러나 곧 그녀의 남편은 죽고 말았다. 나이
가 지긋한 사제이자 개혁자였으며 종교개혁 운동을 바젤에서 이끌고 있던 요한네스 
외콜람파디우스가 성경적 신앙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고자 결혼해야겠다고 마침내 결
심했을 때, 그는 이 젊은 과부에게 자신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간청했다. 그들 사이의 
나이는 크게 차이가 났고, 비브란디스는 또한 사제의 내연녀라는 불명예스런 역할을 
맡게 될 텐데도, 그녀는 승낙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해야 한다는 부르
심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러 명의 자녀를 두었다. 아버지(=외콜람파디우스)는 
아주 박식한 학자였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역사상 유명한 이름들을 지어주었다. 아들
은 에우세비우스(초대 교회의 역사가), 딸은 알레테이아와 이레네(각각 진리와 평화라
는 헬라어 단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러나 외콜람파디우스는 1531년에 갑작스

13) Elsie Anne McKee, Katharina Schütz Zell. The Life and Thought of a Sixteenth-Century 
Reformer, pp. 54-55.
14) Rebecca Giselbrecht, “Myths and Reality about Heinrich Bullinger’s Wife Anna,” Zwingliana 
38 (2011), pp. 53-66.
15) Herman Selderhuis, Marriage and Divorce in the Thought of Martin Bucer, pp. 123-28. 
Roland Bainton, Women of the Reformation in Germany and Italy, pp. 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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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죽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외콜람파디우스의 친구이자 스트라스부르의 개혁자 볼
프강 카피토의 아내 역시 세상을 떠났다. 카피토는 부써와 첼과 헤디오의 동료였다. 
부써는 카피토가 자식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아내가 필요하며, 비브란디스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남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결혼하라고 제안
했다. 그들은 서로 만났고, 부써의 충고를 따르기로 합의했다.

카피토와 결혼하기 위해서 비브란디스는 바젤에서 스트라스부르로 이사를 가
야했다. 비록 그 두 도시가 유대 관계가 매우 좋긴 했지만, 이 이사는 아주 쉽지 않
은 일이었다. 그녀는 아이들과 어머니를 데리고 갔고, 카피토의 집안일을 책임지기 시
작했다. 그리고 곧 다섯 명의 아이들이 더 도착했다.

그러나 16세기에 삶이란 매우 불안정한 것이었다. 1541년에 또 다른 역병이 
돌았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을 정도로 매우 심각했다. 그 때문에 비브란디스의 
아이들도 여러 명 죽었고, 카피도 자신도 죽었다. 부써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질베라이
젠도 죽었으며, 그들의 아이들도 한 명만 빼고는 다 죽었다. 엘리자베스는 임종의 자
리에서 카피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카타리나 슈츠에게 부
탁하기를 과부가 된 비브란디스를 자기 집으로 좀 데려와 달라고 했다. 거기서 엘리
자베스는 자기가 죽고 나면 부써와 비브란디스가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다. 
얼마 안 있어 엘리자베스는 죽었고, 몇 달 후에 부써와 비브란디스는 그들의 약속을 
지켰다.

비브란디스는 이전에 결혼해 살던 집에서 아이들을 부써의 집으로 데려왔고, 
거기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그리고 부써의 한 명 남은 아이들과 다른 모든 뒤섞인 
가족들을 돌보았다. 비브란디스는 이 네 번째 결혼에서 몇 명의 자녀들을 더 낳았다. 
하지만 그들 중에 단 한 명만 유년기를 보내고 살아남았다.

그러나 비브란디스가 이 남편과 함께 살 때에 오직 역병만이 큰 위기였던 것
은 아니었다. 이번에는 그 가족을 갈라놓은 보다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로
마 가톨릭 군대가 개신교도들을 이겼을 때, 부써와 같이 거리낌 없이 말하는 종교개
혁자들은 추방시켜 버렸다. 부써는 케임브리지에서 가르치기 위해 영국으로 가 버렸
다. 그건 스트라스부르에서 아주 멀고 위험한 여행이었다. 비브란디스는 그를 돌보기 
위해서 함께 여행했는데, 그것은 아이들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큰 
딸들 중에 하나를 남겨 부써를 돌보도록 하고서, 자신은 나머지 가족들을 다 모아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독일로 갔다. 그녀가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써
는 죽었다. 비브란디스는 또 다시 스트라스부르로 갔다. 그리고 집에 있는 아이들을 
다 데리고 다시 바젤로 갔다. 거기서 그녀는 계속해서 모든 가족들을 지도하고 돌봐
주었다.

복음에 대한 그녀의 헌신 때문에 비브란디스는 세 번이나 사제와 차례 차례로 
결혼을 했으며, 집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는 어려움을 견뎠으며, 힘든 여행도 
감내했고, 그리고 힘들면서도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키워내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항상 바깥일에 바쁜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을 돌보는 수많은 일상적 업무도 역시 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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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상에서 말한 모든 여인들은 모두 다 1520년 초에 개신교가 시작된 독일어권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프랑스어권과 영어권 개혁파 진영에서도 역시 중
요한 여인들의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다.

마리 당티에르는 결혼과 신앙에 대해 얘기한 첫 번째 프랑스 여성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16) 그녀는 귀족 출신의 수녀였다. 그녀가 이 새로운 복음적 
가르침에 매료되었을 때, 아마도 자신이 속한 수녀원의 부원장이었던 것 같다. 프랑스
는 매우 강력한 가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개신교도가 되면 추방당하는 일이 다반사였
다. 당티에르는 자신이 속한 종단을 떠나 스트라스부르로 갔다. 그곳이 가장 가까운 
개신교 도시였기 때문이다. 거기서 그녀는 이전에 사제였던 시몽 로베르(Simon 
Robert)와 결혼한다.

그 부부는 윌리엄 파렐과 협력하여 론(Rhone) 계곡의 프랑스어권에서 설교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했다. 로베르가 죽자, 마리는 몇몇 어린 자녀들과 
함께 남겨졌다. 그녀는 이제 앙투완 프로망(Antoine Froment)이라는 사제와 결혼했
다. 그와 함께 그녀는 제네바의 개혁에 동참하기 위해 거기로 갔다. 마리는 처음으로 
복음 사역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아주 활발하게 설교를 했다. 그녀는 생 클라르(St. 
Clare)에 있는 수도원의 수녀회에 특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그녀는 결혼의 좋
은 점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 수녀들 가운데 한 사람은 그녀의 메시지에 얼마나 
그들이 분개했는지 기록해 주었다!)17)

이들레트 드 뷔르는 존 칼빈의 아내로 잘 알려져 있으나, 카타리나 슈츠나 마
리 당티에르가 기록물을 남겨놓은 것과는 달리 그 어떤 기록물도 남겨 놓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신앙과 결혼에 대한 그녀의 헌신을 매서울 정도로 잘 보여준다.

당티에르와 마찬가지로 이들레트 드 뷔르도 역시 신앙 때문에 집을 떠나 추방
당해야 했다.18) 드 뷔르는 카타리나 슈츠와 마찬가지로 중간 계층의 사람이었는데, 
그녀의 고향은 복음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으로 전향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이들
레트는 가족과 신앙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다. 그녀와 남편 장 스토르되르(Jean 
Stordeur)가 리에주(Liège)를 떠나 스트라스부르의 개신교 도시로 옮겨갔을 때, 그녀
는 결혼하여 아이가 둘인 상황이었다. 그들은 재침례교도들이었는데, 성경을 문자적으

16) Mary B. McKinley, “Introduction,” Marie Dentière, Epistle to Marguerite de Navarre and 
Preface to a Sermon by John Calvin, trans./ed. Mary B. McKinley (Chicago: Univ of Chicago, 
2004), pp.
17) Jeanne de Jussie, The Short Chronicle. A Poor Clare’s Account of the Reformation in 
Geneva, trans./ed. Carrie F. Klaus (Chicago: Univ of Chicago, 2006), pp. 151-52 quotes Dentière 
as saying “Oh, you poor creatures, if you knew what a good thing it is to be next to a 
handsome husband and how pleasing to God! Alas, I was for a long time in this darkness and 
hypocrisy where you are.  But God alone showed me the delusions of my wretched life, and I 
saw the trust light of truth and realized I had been living in sorrow the whole time because in 
these convents there is nothing but hypocrisy, mental corruption, and idleness. And so, without 
hesitating I took five hundred ducats from the treasury and left that miserable life, and thanks to 
God alone I already have five fine children and I lead a good and healthy life.”  The nuns 
were “horrified” by these “false and deceitful words” p. 152.
18) See Emile Doumergue, Jean Calvin. Les hommes et les choses de son temps. Tome second : 
Les premiers essais (Lausanne : Georges Bridel, 1902), pp. 463, 466,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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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읽었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반대했다. 신약성경에 유아세례가 나오지 않는 까닭이
었다.

이 무렵 칼빈은 스트라스부르에 있었는데, 제네바 사람들이 그의 개혁을 반대
하여 제네바를 떠나도록 명령했기 때문이다. 스트라스부르는 독일어를 쓰는 지역이었
으므로, 부써는 칼빈을 불러 프랑스어를 쓰는 종교적 피난민들의 목사가 되도록 했다. 
스트라스부르에서 이들레트 드 뷔르와 장 스토르되르는 칼빈을 만나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의 회중에 참여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스토르되르가 죽
었다. 당시에 칼빈은 아내가 될 사람을 구하는 중이었으나 거의 포기한 상태였다. 가
장 최근에는 독일어를 쓰는 부유한 개신교 친구들이 한 여인을 소개시켜준 적이 있는
데, 그들은 자기들 가문의 한 젊은 여인과 칼빈이 결혼하기를 원했었다. 그러나 칼빈
은 그것은 그렇게 좋은 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의 아내는 같은 언어를 쓰고, 
사회적 배경도 비슷하며, 무엇보다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
문이다.19) 이들레트 드 뷔르가 정확하게 딱 맞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칼빈은 그 과부
에게 자기와 결혼해 달라고 프로포즈했다.

이들레트에게는, 칼빈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을 더욱 복잡하게 만
드는 일이었다. 이미 피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 만일 목회자와 결혼한다면 상
황은 더욱 불리해지게 된다. 더군다나 칼빈은 너무나 가난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소명이라 믿었다. 그녀는 신앙을 실제로 살아내기 위해서, 자신과 아이들을 위
해 추방당하기를 선택했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개신교 목사들과 결혼했던 다른 여
인들과 마찬가지로 더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기로 결심하고 있었다.

이들레트와 칼빈이 1541년 제네바로 이사왔을 때에 그들은 더 이상 경제적으
로 어려움은 겪지는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교회 상황은 매우 좋지 못했다. 
제네바 시민들이 이전에 칼빈을 추방했을 때와 비교해 보면, 교회 생활을 개혁하고자 
하는 칼빈과 그의 생각은 여전히 별로 인기가 없었다. 그래서 이들레트는 환자를 방
문하고 칼빈을 찾아온 모든 여행객들을 환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교회적 논쟁이 아
주 심각한 상황에서 살아야만 했다.

이들레트도 칼빈도 건강이 안 좋긴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유일한 자녀는 어렸
을 때 죽었다. 그리고 그녀의 건강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 칼빈의 가장 절친한 개
혁자 친구들이었던 파렐과 비레에게 보낸 그의 편지를 보면 이들레트의 신앙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다. 이 편지에서 칼빈은 그녀의 죽음과 그들의 삶을 함께 기술하고 있
다.

아마도 제 아내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당신이 이미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슬픔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 제가 겪는 슬픔은 평범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제 생애의 최고의 동반자를 잃었으니까요. 그녀
는 나의 피난민 생활과 나의 가난에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그보다 더 심한 일

19) Calvin’s Letters #172, 206; Calvini Opera 10b:34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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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한테 닥치더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죽음에도 동참했을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그녀는 내 사역의 신실한 조력자였습니다.20)

칼빈은 피난민 생활, 가난, 죽음을 언급한다. 이들레트는 피난민 생활과 가난
을 함께 겪었다. 그리고 칼빈이 확신한 것처럼, 만일 필요하다면 그녀는 그와 함께 
죽는 것도 각오했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역자들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말의 온전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칼빈이 이 편지를 자기와 가장 가
까운 친구들, 바로 처음부터 줄곧 개혁의 동역자들이 되어왔던 두 사람에게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 편지는 칼빈이 할 수 있는 최
대의 찬사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들레트 드 뷔르가 결혼을 통해서 신앙을 살아낸 방식에 대해 
뭔가를 알려준다. 그녀의 결혼은 신앙 안에서 동역자 관계에 관한 개혁주의적 이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비록 그 관계가 그들을 어디로 이끌든지 말이다.

칼빈은 그녀가 임종의 순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기록하였는데, 그것은 그
녀의 신앙에 대한 증언과 같았다.

“오, 영광스러운 부활이여! 오, 아브라함과 우리 모든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신
실한 자들은 주님을 지난 숱한 세대들 가운데 늘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
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그것을 소망합니다.”21)

개혁파 여성과 결혼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이 있다. 그것은 그 사역들의 또 다
른 면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여인들은 남편과 신앙이 달랐던 사람들이었
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과 결혼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1546년 헨리 8세 통치 때에 화형대에서 화형 당한 영국
의 순교자 앤 아스큐이다.22) 앤은 개신교의 새로운 가르침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
던 훌륭한 가문 출신이었다. 하지만 잉글랜드는 당시에 여전히 본질적으로는 가톨릭
이었다. 헨리 왕이 교황과 절교하고 자신이 교회의 수장이라고 선언하긴 했지만, 그의 
신학적 방향성은 여전히 보수적(가톨릭적)이었다.

앤은 1545년에 체포되었다. “오직 성경”의 원리를 주장하고, 화체설을 거부했
을 뿐 아니라, 교회에서 성경을 큰 소리로 읽음으로써 헨리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었
다. (당시에는 오로지 사제들만 그렇게 교회에서 성경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었다.)

앤의 친척들은 그녀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협의했으나, 그녀는 자신의 신학을 
바꾸지 않았다. 이듬해 그녀는 또 다시 붙잡혀 두 번째로 조사를 받았다. 이번에 그
녀는 사형 언도를 받았다. 두 번에 걸친 앤에 대한 심문은 그녀가 신앙에 있어 얼마

20) Writings on Pastoral Piety, pp. 52, 53-54. First sentence from April 2, 1549, to Farel; 
remainder from April 7, 1549, to Viret.  Letters #1171 and #1173, Calvini Opera 13:229, 230.
21) April 2, 1549. Writings on Pastoral Piety, pp. 52-53.  Letter #1171, Calvini Opera 13:229.
22) Elaine V. Beilin, “Introduction,” The Examinations of Anne Askew, ed. E. V. Beilin 

(NY/Oxford: OUP, 1996), pp. xv-xx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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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명하며 잘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질문 중에 하나는 그녀의 이름에 대한 것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앤 카

임이라고 불렀다. 그녀가 카임이라는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임은 그녀
를 이단이라 여기며 거부했다. 그래서 그녀는 처녀 시절 성(姓)이었던 아스큐라는 이
름을 다시 썼다.23) 분명히 앤은 복음에 대한 신앙과 로마 가톨릭 성직자들이 말했던 
모든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결심을 마음속에 품고 있
었다. 이 결정 때문에 그녀는 결혼에 대한 태도 역시 결정하게 되었다. 그녀는 남편
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자신의 결혼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녀의 신앙
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을 뿐이다.

III
이상에서 본 것처럼, 개혁파의 많은 여성들은 신앙에 대해 이미 내린 선택 때

문에 결혼에 대해도 역시 선택했다. 강인하고 독실한 이 여성들 중에 대부분은 자신
들의 확신에 대해 글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행한 것으로부터 추론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카타리나 슈츠는 예외가 되겠는
데, 그녀는 매튜 첼과의 결혼이라는 동역 관계에 대한 생생한 그림을 제공하기 때문
이다.

첼 부부는 목사의 아내라는 새로운 소명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특별한 
부부였다. 이 논문의 첫 번째 섹션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왜 카타리나가 매튜와 
결혼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그녀가 사제와의 결혼에 대해 옹호했는지 살펴보았다. 이
번 섹션에서는 그녀가 나이 지긋한 과부로서 삶을 되돌아 볼 때에 자신의 결혼 생활
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간단하게 논하고자 한다.

그녀가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글을 썼던 주된 이유는 수양아들과 다를 바 
없던 한 젊은이에 의해 그녀가 비난 받았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
하다. 그는 그녀를 이단이라고 고소했으며,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남편을 이유로 
문제를 야기 시켰다. 카타리나는 그런 비방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어떻
게 매튜와 부써와 다른 1세대 개혁자들이 신앙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놓았는가를, 그
리고 그 가르침이 무엇이었는가를 설명하는 일에 착수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바
로 그 일에 그녀가 동참했음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카타리나는 매튜가 그녀를 자신
의 동역자로서 얼마나 많이 인정해 주었으며 지지해 주었는지를 기술했다.

첼 부부의 결혼은 다른 개혁자들의 결혼과 비슷하면서도 동시에 다르기도 하
다.24) 모든 목사 사모들처럼 카타리나도 바쁘게 집안일을 했다. 그 부부의 집은 방문

23) The Examinations of Anne Askew, ed. E. V. Beilin (NY/Oxford: OUP, 1996), pp. 175, 180.
24) For a full picture of Katharina Schütz’s life, see Elsie Anne McKee, Katharina Schütz Zell. 
The Life and Thought of a Sixteenth-Century Reformer.  For a shorter summary, see Elsie Anne 
McKee, “Introduction,” to Katharina Schütz Zell, Church Mother. The Writings of a Protestant 
Reformer in Sixteenth-Century Germany, pp.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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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개혁자들을 위한 숙소 역할도 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피난처 역할도 
했다. 이것은 첼 부부가 아주 진지하게 수행했던 역할이었다. 카타리나는 도움이 필요
한 사람이면 적극적으로 집으로 초대했다.

그들 부부에게는 큰 슬픔이었지만, 그들 자신의 두 아이들은 어렸을 때 죽었
다. 그러나 그들은 친척들과 고아들과 더 많은 사람들을 돌보아주었다. 한번은 카타리
나가 갑작스레 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숙소를 제공하고, 두 번 식사를 대접해야 했
던 적이 있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었다. 또 한 번은 
추방당한 목회자와 그의 가족을 겨울 내내 집에서 묵게 해야 했던 때도 있었다. 또 
다른 일도 있었는데, 그녀가 개신교의 큰 회합의 저녁 식사를 주관하면서도, 동시에 
참석자 중에 아픈 사람 한 사람을 간호해야 했던 때도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은 더 많다.

카타리나가 어떤 개신교도들이 비정통으로 간주했던 사람들을 옹호했던 적도 
있었다. 이처럼 그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도와주었다. 아마도 그녀는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설교도 역시 하고자 했을 것이다. 카타리나에 따
르면, 매튜는 그녀가 교구 사역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시간과 봉사를 제공하는 것
을 기꺼이 허락해 주었다.

사랑하는 스트라스부르 사람들이여, 이처럼 저는 지속적이고, 즐겁게, 강인하
게, 그리고 모든 선한 의지를 다해서, 제 자신의 몸과 힘과 명예와 물건들을 
여러분들을 위해 바쳤습니다. 저는 저에게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을 위
한 발판으로 제공했습니다. 저의 경건한 남편도 역시 진심으로 매우 기뻐하며 
이것을 허락했지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그는 나를 정말 사랑
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집에 있지 않아서 그 자신이 별로 육신적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집안의 필요도 다 채워주지 못하는 일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공동체를 위한 선물로서 즐거이 나를 보내어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죽을 때에
도 나에게 부탁하기를 그 활동들을 계속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우정이 담긴 요청이었지요.25)

그런데 남편의 교구원들을 돌보느라 바빴어도, 카타리나는 배우는 일을 쉬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성경, 루터의 책, 다른 개혁자들의 글들, 경건 문헌들을 읽
는 것을 정말 좋아했다. 그녀는 남편 매튜가 공부하도록 격려했으며, 모든 것을 성경
에 근거하여 판단하도록 격려했다고 말한다. “첼이 살아 있을 때에, 그는 결코 제 독
서나 공부를 방해하거나 금지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항상 나에게 말하기를 (자신이 
그렇게 한 것처럼) 저 역시도 읽고 경청하라고 했지요. 마치 돌을 가지고 금이 진짜
인지 판단하듯이, 그렇게 시험하여 보고 좋은 것을 붙들라고 했지요.”26)

25) Katharina Schütz Zell, Church Mother, pp. 224-25.
26) Katharina Schütz Zell, Church Mother, p.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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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리나는 또한 저녁 식사 탁상 담화에 포함되었다. 거기서 그녀는 손님들과 
신학 논쟁을 했는데, 자신의 견해를 공손하면서도 확고하게 주장하고 설명했다. 결혼
은 일평생 남편과 함께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뜻했다. 그녀는 남
편이 죽고 나서도 함께 했던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내었다.

카타리나가 결혼에 대해 가진 견해들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하고 논쟁이 될 
만한 측면은, 복음을 가르치고 나누는 일에 있어 자신이 매튜의 파트너였다고 주장하
는 그녀의 확신과 관련된다.

그녀는 사람들을 환대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설교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교정하는 일 또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목회적 심방도 역시 해야 
했다. 카타리나는 말하기를 매튜가 자신을 부교역자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또한 이 장소들에서 [즉,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많
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하건대, 저는 교회의 그 어떤 조
력자(helffer)나 목사보다 더 많은 일을 몸과 혀로 수행했습니다. 저는 밤낮 
없이 늘 주시하면서 뛰어다녔고, 이삼일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한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경건한 남편도 (이 일을 매우 기뻐하면서) 저를 
부교역자(helffer)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비록 저는 단 한 번도 설교단에 선 
적이 없었고, 또한 내가 맡은 일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지만 말입니
다.27)

(이 말은 첼의 공식적인 부교역자였던 사람에게 한 말이었는데, 그 남자는 교
육을 많이 받았으나 거만했던 젊은이였다!)

카타리나 슈츠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사람을 낚는 일”이었고, 그것은 단
지 남자들만의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일은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라 여겼으
며, 그래서 그녀는 자기 몫을 감당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28)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직접 만날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숫자가 너무 많
거나 아니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그녀는 자기 가르침의 일부를 인쇄하기로 
결심했다. 매튜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녀는 특별히 여인들과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경
건 문서들을 출간했다. 그러나 매튜가 죽은 이후에 그녀는 아마도 자신이 그가 남긴 
목회 사역을 이어가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고 믿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녀는 장례식
에서 회중들에게 설교했다. 그리고 환자와 가난한 자들을 계속 심방했다.

그녀의 후기 출판물들을 보면 그녀의 사역을 엿볼 수 있다. 그녀는 이 출판물
들을 “그녀의” 교구 성도들을 위로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트라스부르의 1세

27) Elsie Anne McKee, Katharina Schütz Zell. The Life and Thought of a Sixteenth-Century 
Reformer, p. 449.  See pp. 441-49 for Katharina Schütz’s description of their married 
partnership.
28) Elsie Anne McKee, Katharina Schütz Zell. The Life and Thought of a Sixteenth-Century 
Reformer, p.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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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개혁자들의 가르침을 옹호하기 위해 말하고 썼다.
카타리나에게 결혼이란 신앙을 확증하는 일이었으며, 결혼 생활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 남편과 함께 동역자가 되는 그 중요한 일을 확증하는 것이었다. 스
트라스부르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인 것 같으며, 또한 그녀를 매튜의 
연장(延長)이라고 여겼다. 그 두 사람은 사역에 있어 하나님의 종들이었다. 몸은 둘이
었지만 소명은 하나였다.

카타리나 슈츠 첼과 이들레트 드 뷔르 칼빈과 많은 다른 여인들은 결혼의 목
적에 근거하여 개혁파의 새로운 관점을 살아내었다. 한 가지 중요한 관심사는 부도덕
성에 응답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의 종교적인 안내자들이 방종적이어서, 그들 또한 방
종적으로 살았다. 그래서 새로운 행동의 기준이 교회 사역자들을 위한 올바른 삶의 
방식과 더불어 시작되어야 했다.

1세대의 많은 여인들은 목사의 가정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이
미지를 창조하는 일을 자신들의 소명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성직자들이 불가능한 독
신 서약을 하고서는 그것에 맞춰 살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성직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를 수정하기를 원했다.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명성마저도 기꺼이 단
념하였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유일한 권위가 되는 성경의 토대 위에서, 
구원의 수단을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받는 칭의라고 재정의 하는 개신교의 가르침
을 공유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어머니라는 부르심을 기꺼이 환영했다. 그것을 2등 계
급의 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들에게 주신 참되고 경건한 소명의 한 
부분으로 여겼던 것이다. 어머니로서의 이러한 역할은 자기들의 가족의 경계를 넘어
섰다. 그것은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단기간 혹은 장기간 자기 집에서 머물도록 
환대를 늘 베풀어 준 것을 뜻한다. 그야말로 교회의 어머니들이 된 것이다.

또한 이 여인들은 결혼 관계 내에서의 성(性)은 선한 것이라는 개신교의 견해
를 공유했기에, 아내로서의 역할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한 방법이라고 여기며 
자부심을 가졌다.

특별히 개혁주의적인 고유한 가르침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결혼의 본래적이고 
일차적인 목적이 신앙 안에서 동역자 됨이라는 생각이다. 이 여인들은 너무나 분명하
게 그 사실을 믿었고, 그것을 또한 삶으로 보여주었다.

자신이 매튜의 동역자였음을 공개적으로 확증했던 카타리나 슈츠처럼 드러내 
놓고 말한 여인들은 별로 없었다. 하지만 카타리나는 이러한 개혁파 여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표현했던 것을 분명히 말해 주었다. 그들은 평등성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하지
만 그들은 기독교회와 사회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있어 남편과 아내의 동역
자 관계에 기초해야만 한다는 신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들은 남자들
에게 결혼과 아버지 됨이 거룩한 소명들인 것처럼, 여성들에게도 역시 결혼과 어머니 
됨이 거룩한 소명들이라는 자신들의 확신에 근거해서 행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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