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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내 최초의 사장교(케이블에 의해 보와 주탑을 연결해

지지하는 다리)는 1984년 10월 준공된 진도대교라는 사실을 언

급한바있다 하지만사장교로최초로설계된다리는바로여수

시와 돌산읍을 이어주는 돌산대교였다 거의 같은 시기에 결정

되고연장은 484m(진도대교)와 450m(돌산대교)로비슷하며 폭

(117m)은 물론 공법(외팔보공법 free cantilever method)마

저같은이다리는그래서 쌍둥이라고도불린다

돌산대교는진도대교준공두달뒤인 1984년 12월1일개통되

면서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을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1980년

12월에착공해공사기간은 4년이소요됐으며총공사비는 179억

5400만원이들었다 조류속도가초속 3m나되고여천석유화학

공단과여수항에출입하는대형선박의주요항로이기때문에양

쪽해안에높이 62m의강철교탑을 1개씩세우고 5687mm 강

철케이블 28개로다리를묶어지탱하는형식을취했다 수면위

높이는 20m로 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 준공시점이

늦춰졌을가능성이높다

이돌산대교로인해국도 17호선이돌산도까지이르면서돌산

의 대표농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돌산갓이 전국 각지에 알려지

게됐다 또 지난 2000년 10월 50여 가지색상연출이가능한경

관조명시설이설치돼 야경으로도유명하다

상낙월도와 하낙월도로 이뤄진 낙월도는 통일신라시대에는

염해현 고려시대부터조선시대까지는임치현에속했으며진달

이섬반월도대낙월도진원도라는이름으로불렸다 1895년지

도군에편입됐다가 1914년 행정구역개편으로영광군에포함됐

는데 달이 지는쪽에있다고해서진달이라는이름이유래됐으

며 이를한자로풀어낸것이바로낙월도다

큰애기고랑 농바위와널바위등설화와노젓는소리 장모채

비소리 상여소리 등당애타령 등의 민요와 함께 산신제 풍어

제액맥이굿초분등의민간신앙이잘보존돼있었던곳으로알

려져있다

새우와 꽃게는 맛이 좋기로 유명하며 특히 새우젓은 한때 전

국생산량의 50%를점유했었다낙월도를연결하는상낙월하

낙월교는영광군이 1987년설치했다 140억원이들어가제방형

식으로좁은수로를연결한것인데 연장은 467m에 폭은 7m규

모다 낙월도에가면조수간만의차로해수면에나타나는모래

톱과함께크고작은동굴 기암괴석과수령 300년가량되는팽

나무숲을볼수있다 하낙월도는수석명산지로유명하다

우리나라에서김양식이최초로이뤄진곳이광양시태인도라

는사실을아는이는많지않을것이다 광양시금호동과태인도

를연결하는연륙교가 1988년 4월 들어섰다 국도 2호선에포함

되는이다리의폭은 25m 연장은 150m인데 이 다리는광양제

철의 상징이기도 하다 광양제철소는 1981년 부지가 결정돼

1982년부터 광양만 일대를 매립하는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했는

데 이에따라 태인도를포함한 10여 개가넘는유무인도가사

라지고 500만평에 달하는 인공 섬이 생겨났다 이 섬에 바로 광

양체철소가들어섰고 과거 수산물 양식의최적지로꼽혀 김양

식과패류채취로높은소득을올렸던태인도의명성은점차사

라져갔다 1987년 전남지정기념물제113호로 지정된김시식지

(始植地) 기념관과함께각각1992년과 1999년건립된김시식전

시관김시식지유래비등도볼수있다

1989년에 들어선 임하교는 해남과 임하도를 잇는 연륙교다

지방도 803호선 위에 있고 지난 2009년 20년만에 재준공된 이

다리의 연장은 180m 폭은 8m인데 드물게 보도(2m)가 설치돼

있다 임하도는 해남군문내면예락리에있는유인도로 육지에

가까운안섬먼바깥섬으로구성돼있다섬의형태가말처럼생

겨 초창기에는 이마도(二馬島)라고 불렸다가 나중에 삼림이 울

창해져임하도로부르게됐다고한다 이 연륙교를통해농어촌

버스가운행되고있다

같은 해 설치된 접도연도교(의신접도)는 섬인 진도군 의신

면 금갑리와 접도를 연결하는 연도교다 진도군이 72억원을 들

여연장 240m 폭 65m규모로지었는데 나중에접도의수품항

이 지난 199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8번국도에 포함되며 교통 편의가향상되면서 접도

를찾는관광객이이후급증했다

1980년대의 마지막은 신안1교가 장식했다 신안군 안좌도와

팔금도를잇는이다리는 510m의 연장에 폭은 82m로 신안의

여러섬을 다이아몬드 형태로묶는하나의조각이된다

비교적큰섬인안좌도는해안선이 13098에이르고주변에

내호도외호도반월도박지도부소도자라도요력도 등 크고

작은 섬들이 산재해 있다 북쪽에 있는 팔금도와는 안좌팔금연

도교로이어져있고 부소도내호도와는방조제로연결돼있다

문화유적으로는신안김환기가옥(시도기념물146)방월리지석

묘(문화재자료 117) 등이 구비전승으로는 좃바위 벼락바위 전

설과사촌형노래 모내기노래등의민요가전해진다아직당제

를모시고있는마을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팔금도는북쪽에자은도와암태도 남쪽에안좌도 서쪽에비

금도 동북쪽에 압해도를 두고 있으며 8마리의 새가 모여 있는

형상이라고해팔금도라는명칭을얻었다 문화유적으로는지방

유형문화재제71호로지정된신안군읍리삼층석탑이있으며모

내기소리상여소리등의민요가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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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12월개통한여수돌산대교완공이두달늦어국내첫사장교타이틀을진도대교에내줬다 안좌도와팔금도를잇는신안1교는신안의여러섬을 다이아몬드형태로묶는하나의조각이된다

84년 12월 돌산대교 개통돌산갓 명성 뭍으로

상하낙월도연결 467m 낙월교

제방형식영광군이 1987년 완공

광양제철이들어선인공섬태인도를연결한태인교 1988년개통됐다 진도군의신면금갑리와접도를연결한연도교수품항국가어항지정에큰역할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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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다도해는 다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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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제철들어선인공섬잇는태인교

국내첫김양식태인도명성사라져

안좌팔금도신안1교 1989년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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