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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주기로 시작한 일 년의 기록

‘달력(calendar)’은 ‘흥미 있는 기록’ 또는 ‘회계 장

부’라는 뜻의 라틴어 ‘칼렌다리움(calendarium)’

에서 유래했다. 해와 달이 뜨고 지는 모습을 보며 

하루의 개념과 일 년의 개념을 서서히 알게 된 고

대인들은 천문의 관찰을 통해 좀 더 정교한 날짜

의 개념을 알 수 있었다. 달의 모습이 일정 기간마

다 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 따

라 회전하는 별의 모습을 보며 만든 태음력을 통

해 일 년을 360일로 계산하기 시작했다.

이후 로마에서는 일 년을 304일로 계산하는 그

리스의 달력에 50일을 더했다. 달의 공전주기인 

29.53일에 12를 곱해 나오는 날짜가 354.4일이

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1을 더해 행운의 숫자인 

홀수, 355일을 일 년의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기원전 6세기경이 되자 태음력을 기반으로 한 날

짜가 실제 주기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로마에서는 1년을 365일로 계산하는 태

양력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태양의 주기와 일치하는 달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시간을 구분해 하루를 만들었다

그 하루를 모아 일 년이 됐다

그 시간을 물리적인 공간에 담는다는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

매일 한 번씩 들여다보게 되는 달력에 그 비밀이 있다

이전 달력과의 오차를 극복해야 한다는 해결 과제

가 있었다. 그로 인해 로마에서는 4년 중 첫해는 

355일, 둘째 해는 윤년으로 378일, 다시 셋째 해는 

355일, 넷째 해는 윤년으로 377일을 계산하는 달

력을 채택하게 됐다. 태음력 기반의 날짜 체계를 

지키며 평년과 윤년을 조합하면 4년 단위로 정확

한 날짜 체계가 된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 체

계는 복잡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윤년을 제멋

대로 정해 더 많은 세금을 걷게 하는 수단으로 사

용하면서 이전의 태음력보다 더 이상한 날짜 체계

가 됐다.

일 년 445일, 정확성을 위한 변명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로마의 정치

가 카이사르(Gaius Julius Caesar)가 율리우스

력을 보급하면서 이어졌다. 카이사르는 이집트 원

정에서 나일강의 범람을 예측해 농사를 지었기 때

문에 달력의 정확성을 강조한 이집트식 달력을 알

게 됐다. 그 후 원정에서 돌아오자마자 달력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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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1년을 365일로 하고,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을 만들어 366일로 한다는 율리우스력

을 만들었다. 카이사르는 자신이 태어난 달을 이름(율리우스)으로 정하기도 했는데, 이는 

7월(July)의 어원이기도 하다.

하지만 율리우스력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절과 기존 달력과의 차이가 너무 벌어진

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맞추기 위해 카이사르는 그 해 90일에 달하는 윤달을 추가했다. 

그렇게 기원전 46년은 무려 445일이나 되는 역사상 가장 긴 해가 됐다. 정밀성을 갖춘 율

리우스력은 로마 제국 내에 널리 퍼지면서 점차 전 유럽에 보급돼 천년이 넘게 사용됐다.

1582년, 사라진 열흘

율리우스력은 1년을 정확하게 계산했을 때, 1년마다 11분 14초의 오차가 생기게 되고 

1300년이 지나 10일의 오차가 발생한 것이다. 1300년에 10일의 오차가 크지 않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기독교 사상이 지배하던 중세 사회에서 중요한 기념일인 부활절에 오차가 

생겼다는 것이 문제였다. 또한 로마 시대부터 이어왔던 연도 표기는 지금의 BC와 AD가 

아닌 로마 황제의 연호를 사용했는데, 예수를 박해했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연호도 

표기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하여 황제의 연호 대신 예수의 탄생 연도를 기준으로 새

로운 기원을 만들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당시 교황이던 그

레고리우스 13세는 1582년에서 열흘을 삭제했고 10월 4일의 

다음 날은 5일이 아닌 15일이 되면서 부활절은 제자리를 찾

았다. 또한 그 해의 연도가 4의 배수가 아니면 평년으로 2월

은 28일만 있고, 그 해의 연도가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

가 아니면 윤일(2월 29일)을 도입하는 등 기존 율리우스력의 

근소한 오차를 수정해 지금까지도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시간의 기록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그 모습을 조금씩 달리했

지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앞으로도 흘러갈 것이다. 그 

시간에 더해진 하루, 일 년의 의미는 변함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오늘과는 다른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힘으로 이어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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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정산내편』 조선, 가로 23.5cm,  

세로 35.2cm,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  『칠정산외편』 조선, 가로 24cm,  

세로 36cm,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조선의 독자적 역법, 칠정산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중국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동아

시아 국가들은 정치적 권력의 정점에 있는 중국의 달력을 사용했

는데, 1433년, 세종은 신하들에게 명나라의 대통력을 연구해 역법

의 원리를 완전히 익히도록 지시했다. 그 후 명나라 원통이 편찬한 

『대통통궤(大統通軌)』의 오류를 조금 고쳐 조선의 독자적인 역법인 

『칠정산내편』을 편찬했으며, 이순지, 김담 등이 아라비아 역법을 

조선의 실정에 맞도록 교정한 『칠정산외편』을 만들었다. 하지만 임

진왜란이 발발하면서 독자적인 역법을 바탕으로 한 달력의 제작이 

힘들어지기도 했으며, 선조는 명군이 조선력의 사용을 알게 될 것

을 두려워해 달력 만드는 것을 자체적으로 금지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음력 1895년 9월 9일 조선정부가 같은 해 음력 11월 

17일을 1896년 1월 1일로 지정했다. 청의 연호를 버리고 태양력 

채택을 기념하여 건양(建陽)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기로 한 

이래 지금까지 그레고리력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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