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세기의 흑사병은 당시 유럽의 경제에 타격을 입히기보다  

오히려 부흥시키는 데에 기여하였다.’ 

이를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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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은 유럽에서 약 40퍼센트의 인구 감소를 일으키며 제도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포함한 여러 방면에서 커다란 충격을 가했다. 나는 여기서 흑사병이 당시 유럽의 

경제 성장에 가한 영향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 이 글에서 사

용할 경제 성장의 요인에 대해 명시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흑사병 전 후를 비교해 개인의 임

금 증가, 그 중에서도 실질 임금(real wage)의 증가를 경제 성장의 증거로 설정할 것이다. 실질 

임금은 노동자가 명목 임금(nominal wage, 노동자가 지불 받음 임금을 단순 화폐 단위로 표시한 

것)을 이용해, 그 사회 당시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개인의 생

활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1인당 GDP를 볼 것이다. 임금과 인당 GDP의 상승으로 인해 노동자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 경제가 성장했다고 볼 것이다. 실질 임금과 더불어 산업화 이전 경제를 바

라보는 두 가지 모델에서 경제 성장의 정의를 가져와 두 모델의 상충되는 효과를 비교하고, 결과

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는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두 번째로, 이에 따라 당시 유럽 사람

들의 삶의 질이 상승한 증거들을 제시함으로서 경제가 그 당시에 부흥했음을 보일 것이다. 또한 

‘당시’ 유럽 경제라는 단어에서 관찰할 시점을 흑사병 발병 이후 100년까지로 볼 것이다. 

1) 실질 임금과 1인당 GDP1 

유럽의 실질 임금을 보기 위해서 산업화 이전 경제를 살피는 두 가지 상충되는 모델을 

기반으로 흑사병으로 인한 유럽의 경제 변화를 설명한 기존 연구 결과를 살펴본다. 첫 번째 모델

은 Malthusian model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술이 발전하면서 임금 증가, 식량 생산량 증가

를 일으키고, 다시 인구가 증가하는 것과 같이 양성 피드백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앞의 논리에 

따르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 할 텐데 그렇지 않게 되는 이유는 질병과 전쟁 같은 Malthusian 

trap으로 인해 다시 인구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Malthusian model을 기반으

로 하여 산업화 이전 경제를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하게 된다. (1) 토지 면적 당 생산성과 1인당 

소득의 관계는 없다. 하지만 인구 밀도와는 양의 관계이다. (2) 1인당 소득 증가와 인구 증가는 

음의 관계이다. (3) 기술 발전에 따른 1인당 소득 증가는 거의 없다. 이를 비례 관계로 표현해보

면, [토지 면적/노동력]이 증가하게 될 시((1)에 의해 토지 면적 당 생산성의 역수는 생산성

                                           
1 Jedwab, R., Johnson, N., & Koyama, M. (2020). The economic impact of the Black Death. 



(labor) 당 토지 면적이고, 이는 인구 밀도와 음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Malthusian 이론에 의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자본/노동력] 이 증가

해도(당시 경제의 자본이 한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자본/노동력은 1인당 소득과 관계 있기 때문

이다.) 경제가 성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흑사병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했으니 이에 따라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 첫 번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관점은 Smithian model을 적용

한 것이다. Smithian model은 노동의 분업, 전문화, 상업화의 심화에 따라 경제 성장이 발생한다

고 이야기 하며, 앞의 세 요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구 증가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흑사병이 경

제에 미친 영향을 관점으로 이야기 하면 흑사병이 인구 및 시장의 규모를 줄였기 때문에, 전문화

와 무역을 저해해 유럽 경제를 손상시켰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특히 중세에서 밀집된 시장, 특

히 도심과 가까운 곳에서 노동 분업이 활발히 일어났기 때문에 생산력이 좋았지만, 인구 감소 이

후 경제의 생산 가능성 경계를 안쪽으로 끌어 당겼다고 볼 수 있다. 한 마디로, Smithian model

로 흑사병 이후 유럽 경제를 설명하면,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도 그만큼 어려워졌다고 보게 된

다. 여기서는 이 반대되는 두 모델을 +와 –의 개념과 비슷하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실제 실질 임

금과 1인당 GDP의 변화를 +의 요소로는 Malthusian model로, -의 요소로는 Smithian model(경제 

성장을 다시 끌어내린다)로 설명하여 최종적으로 경제가 성장 하였다는 것을 보일 예정이다.[2][3] 

먼저 흑사병 이전의 중세 유럽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겠다. 흑사병 이전 중세 유럽은 10

세기에서 13세기 사이 경제 호황을 거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해 인구 밀도도 급격히 증가한 상

태였다. 이렇기 때문에 인구를 뒷받침할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축산업보다는 농업에 상당히 

집중을 해야했고, 그 결과 대부분의 식량 조달은 농업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농업이 흥행했다

고 해서 농민 개인의 소득은 보장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농민들이 농노였고, 영국의 예시를 들면 

대부분의 농민들은 0.5 야드 미만의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0.5 야드 미만의 농장으로는 자

급자족을 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농사 말고 다른 일도 찾아야 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의 급증을 불러 일으켰고, 특히 농사를 하지 못하는 겨울에 이 현상이 심해져서 임금은 더욱 낮

아지게 되었다. 노동력이 넘쳐나므로 당연히 노동시장의 경쟁에서 뒤쳐지게 되는 사람은 숙련 기

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unskilled)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임금은 계속 낮아져가는 상황이었

다. 흑사병 이후의 경제 변화의 주된 원인은 인구의 큰 감소이다. 다음 논문은 각 지역마다 초기 

조건에 따라 Malthusian model로 인한 성장과 Smithian model로 인한 하락률이 다르다고 제시한

다.  

첫 번째로 볼 국가는 영국이다. 그림 1을 보면 흑사병 이후 영국의 인구가 크게 줄게 되

어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해 약 2년간 숙련 및 미숙련 노동자 모두 임금이 20% 감소했으며, 1인당 

                                           
[2] Jedwab, R., Johnson, N., & Koyama, M. (2020). The economic impact of the Black Death. 2p, 50p 

[3] Allen, R. C. (2008). A review of Gregory Clark's a farewell to alms: A brief economic history of the 
world.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6(4), 946-73. 



추정 GDP도 1년간 6퍼센트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1 영국에서의 실제 임금과 1인당 GDP의 변화[1] 

하지만 발생 2년 후를 살펴보면, 1400년대 후반까지 영국 지역에서 실질 임금과 1인당 소유한 토

지의 양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그림 2-a, 2-b) 1 야드의 토지에서 발생하는 평균 수입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구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적어진 노동자들을 

놓고 경쟁을 해야 했고, 이는 노동자에게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찾아 고를 수 있게 함으로서 자연

스럽게 임금의 상승을 불러 일으켰다. 

 

Figure 2 (a)농노가 가진 땅 면적 변화(Stoughton, Leicestershire), (b)목수와 노동자(미숙련)의 임금 변화(Essex)4 

그림 1에서도 흑사병 이후 실제 임금과 1인당 GDP가 서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임금의 급격한 증가 속도를 1인당 GDP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에서 Smithian model이 강하

게 작동한 것을 알 수 있다. 시장구조 자체에 구조적인 혼란이 흑사병 이후에 계속 존재했기 때

문에 사람들의 노동 생산성이 급격하게 높아져도 이를 1인당 GDP로 치환되는 것에 제약을 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전염병이 발생한 이후 국제 무역에 대한 거래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무역이 줄어들었는데, 특히 영국의 주된 수출품인 양모에 대한 무역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5] 따라서, 농노제가 강했고, 양모 수출을 주력으로 삼던 초기 조건 하의 영국에서는 인구 감

                                           
4 Boroda, K. (2008). Plague and Changes in Medieval European Society and Economy in the 14 th and 15 th 
Centuries. The Journal of Arts and Science, 10(1), 52-53 

5 Munro, J. H. (2004). Before and after the Black Death: money, prices, and wages in fourteenth-century 
England. 



소로 인한 Malthusian model의 경제 상승 효과와 무역 및 분업에 필요한 인구 감소로 인한 

Smithian model의 하락 효과가 충돌하였지만 실질 임금과 1인당 GDP가 상승해 경제 성장을 이루

었다고 볼 수 있다. 

북부 이탈리아는 흑사병 이후 초반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이에 따라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은 87%, 숙련 노동자는 27%만큼 임금이 올랐다. 하지만 경제활동의 중단으로 인해 

전체 GDP는 1.5정도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흑사병 직후 발생한 급격한 변동 이후로 북부 이탈

리아는 그림 3-(a)를 보면 향후 50년동안 GDP가 실질 임금(실질 임금이 날뛰는 형태지만, 50년 

텀을 두고 바라보면)과 비슷한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영국의 경우와 다르

게 Smithian model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북부 이탈리아는 전염병 이후 

Malthusian model에 의해 작동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즉, 북부 이탈리아는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성장이 일어난 곳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폭발적인 임금 상승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로 각 국가들이 임금에 대한 제약을 거

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의 노동법(1349)는 명

목 임금에 제한을 부여해 임금이 더 이상 증가하는 것을 막았고, 프랑스는 임금, 물가, 길드 입

장에 대한 규제를 1351년에 걸었다. 반면 피렌체는 도시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허용했지만, 이 

때 피렌체에선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있었으므로 실질 임금은 감소하는 효과를 내었다. 흑사병 이

후 노동자의 가치가 상승 하였으므로 날이 갈수록 치솟는 노동자 임금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생

각해 제약을 걸은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6 

흑사병으로 인해 대부분 경제 성장을 했지만 스페인이라는 예외가 존재한다. 스페인은 

초기 조건이 다른 유럽과 달랐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상업 혁명으로 인해 폭발적 인

구증가로 토지당 노동력이 넘쳐나던 다른 유럽국가들과 달리 스페인은 토지에 비해 노동력이 

부족한 곳이었고, 이미 소빙기로 인한 기근 등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있던 상황이었다.7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Malthusian trap이 작동해야 Malthusian model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므로 이 상황에서는 Malthusian model을 적용할 수 없다. 게다가 인구 감소

로 인한 Smithian model의 경제 하락 효과를 직격으로 받아 스페인의 실제 임금과 1인당 GDP가 

모두 급격히 감소한 것을 그림 3-(b)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Jedwab, R., Johnson, N., & Koyama, M. (2020). The economic impact of the Black Death. 9p,  

7 Álvarez Nogal, C., Prados de la Escosura, L., & Santiago Caballero, C. (2020). Economic effects of the Black 
Death: Spain in European perspective. 



  

Figure 3 (a)북부 이탈리아에서 실제 임금과 1인당 GDP, (c) 스페인에서 실제 임금과 1인당 GDP8 

따라서 스페인과 같은 초기조건을 가진 곳을 제외한 나머지 유럽이 영국이나 이탈리아 같은 비슷

한 초기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Smithian model의 경제 성장 감소율을 넣어도 인구 감

소의 충격으로 인한 Malthusian model의 경제 상승효과가 더 커서 경제가 부흥함을 확인할 수 있

다. 

 

2) 흑사병 이후 유럽인들의 달라진 삶의 모습9 

 경제가 부흥하면 대개 사람들의 삶의 질은 상승하기 마련이다. 경제가 부흥해 실업률이 떨어지

고, 개인이 받는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는데 거리낌

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중세 사람들은 흑사병 전과 후에 있어서 삶의 질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식단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다. 흑사병 이전의 유럽은 앞

서 이야기 했듯 가축을 키우는 것 보다 농사를 하여 곡물을 얻는게 토지 대비 식량 생산이 높

아 농업으로 인해 대부분 식량을 조달하던 형태였다. 사람들의 주식은 빵과 유제품이며 고기를 

먹을 때는 소금에 절여두어 오래 보관이 가능했던 베이컨을 먹었었다. 하지만 흑사병 이후 곡

물 수요량이 줄어들어 농업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이를 축산업이 서서히 자리를 차지하게 되

면서 사람들의 식단에 신선한 고기가 포함되기 시작했다. 축산업이 흥행하며 사람들의 식단에 

신선한 고기가 자리잡게 되었고, 단백질 공급원인 유제품의 자리를 부분적으로 대체하기 시작

했다. 고기 이외에도, 원래는 빵을 만드는데 쓰이는 밀을 집중 재배했다면, 이제는 호밀 대신 

                                           
8 Jedwab, R., Johnson, N., & Koyama, M. (2020). The economic impact of the Black Death. 50p 

 

9 Boroda, K. (2008). Plague and Changes in Medieval European Society and Economy in the 14 th and 15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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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를 재배하고 맥주를 만들어 마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아래 그림 4에서 흑사병 

이후의 밀과 보리 가격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소득이 늘면서 고기와 맥주를 더 소비하

는 반면, 유제품과 빵의 소비는 감소한 것으로 보아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 되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아래 그림 5는 영국의 Sedgeford 지역에서 농업 종사자의 식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ure 4 밀, 보리 가격 변화 

 

Figure 5 13세기, 14세기의 영국 Sedgeford 지역 농업 종사자의 식단 변화 

 

결혼 시기에 대한 변화도 흑사병 전과 후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흑사병 

이전의 유럽에서 결혼 시기는 상당히 늦었는데, 그 이유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경제가 어

려우므로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작은 농장에서 자급자족도 못하는 상황에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원래의 가족과 살아가야 했는데, 이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워 지는 상황에 처한다. 

따라서 흑사병 이전의 결혼 시기는 남자가 보통 28세에 결혼했고, 여자는 보통 23세에 결혼하였

다. 하지만 흑사병 이후 한 사람이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의 액수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남성의 결혼 평균 연령은 28세에서 23세로, 여성은 23세에서 20세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 밖에서 

농민들의 임금이 오르게 되고, 축산업이 중요해지게 되면서 농민들의 집 또한 더 나아지게 되었

다. 농민 주택에 외양간 또는 양 우리가 확장되기 시작하고, 충분히 부유한 농민들은 하나의 큰 

방이 있는 집이 아니라, 다른 침실과 같은 방이 딸려있는 집을 살 수도 있었다. 그림 6에서 위에

서 언급한 식단의 변화로 인해 동물성 단백질 같은 영양소를 더 섭취할 수 있어 20세의 평균 기

대 수명도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노동자들의 임금 향상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옷

에 지출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저품질 생산이 등장해 기존의 고품질 소량생산 체

제의 시장에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고 한다. 

 

Figure 6 중세 20세 농민의 기대수명 변화 

지금까지 흑사병 이후 유럽의 경제가 성장했다는 것을 실질 임금과 1인당 GDP와의 상승

으로 살펴보았고, 또 중세 유럽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진 점에서 삶의 질이 향상 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전반적인 경제 수준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첫 번째로, 초기 조건이 

다른 유럽과 달랐던 스페인을 제외하면 흑사병 이후 유럽의 실질 임금과 1인당 GDP는 상승세를 

보였고, 그 차이는 각 지역의 상황 및 초기조건에 따라 Malthusian model의 효과와 Smithian 

model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두 번째로는, 조금 더 단순한 접근으로 흑사병 

이후 사람들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진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이 배경에는 실질 임금의 상승이 있

다는 것을 통해 경제가 부흥했다고 설명하였다. 비록 첫 번째 논의에서 대부분의 아이디어를 차



용해온 다음 논문10의 데이터가 과연 중세를 대표하는 데이터인지 의견이 분분하지만(대규모 건

설 프로젝트 같은 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측정했다고 한다. 흑사병은 각 노동 부문마다 

다른 영향을 끼쳐 건설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염병 때문에 처음에는 건축 수

요가 떨어져 건축 노동자들의 임금은 늘지 않았다.) 이를 수용한다면 흑사병 이후 경제 상승의 

요인을 좀 더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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