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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다도해는 다리박물관

경관디자인에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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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륙연도교에디자인입히자관광객발길줄잇는다

2007년준공된강진마량과완도고금을잇는고금대교 2000년이후전남에서처음으로개설된연륙연도교인고흥지죽대교

2000년대 들어서면서 다리는 단순히 뭍과

섬 섬과 섬을 잇는 기능만이 아니라 경관 디

자인 등에도 충실하게 된다 바다에서 바라본

다리의 디자인과 야경 역시 지역의 매력적인

자원이기때문이다

새로운 세기인 2000년대 들어 첫 전남의 연

륙연도교는 2003년 1월5일준공된고흥의지

죽대교다 도화면 구암리와 도화면 지죽도를

연결하는 이 다리는 440m 연장에 모두 255억

원이들었다 해안선길이가 6km로 주민들은

대부분 농어업을 겸하고 있다 다도해해상국

립공원에포함돼있으며 섬의모양은마치소

가 누워있는 듯한 형태다 지호도로 불렸다가

옆에 자리한 죽도의 머릿글자를 빌려와 지죽

도라고했다

2004년에는신안군지도읍읍내리와지도읍

탄동리를 잇는 지도대교가 들어섰다 660m의

연장에폭 135m 규모로 484억원이투입됐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된 증도

와 지도 사이에 자리한 이 섬의 해안선은 27

km로 제법크다 당초여러개의섬이있었지

만 염전 개발 간척사업 등으로 하나의 섬이

됐다섬에모래가많고 가운데에는옥이있어

사옥도로 불렸다 2000년대 초반까지 당제사

(堂祭祀)를 모시는 등 옛 섬 문화를 간직하고

있었다

이 지도대교가 2005년 2월28일 준공되면서

사옥도와 증도를 잇는 증도대교 공사가 바로

착공해 2010년 완공되면서 증도의 접근성은

크게향상됐다

2005년 4월14일에는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와 화정면 백야도를 잇는 연륙교 백야대교가

완공됐다 연장 325m 폭 12m 규모의이다리

에는모두 371억원이 투입됐는데 우리나라에

서 가장 경간(다리의 기둥과 기둥 사이)이 긴

닐센아치교다 닐센아치교란 주탑 없이 다리

의 상판을 케이블로 매달아 하중을 아치에 전

달하는 방식이다 경간의 연장은 183m이며

이다리의상부와하부공사를 3000t짜리해상

크레인이일괄타설한것도특징이다

여수화양면끝자락의백야도에는면소재지

가 위치해 있어 제도개도월호도낭도사

도추도상화도하화도 등 인근 섬을 연결하

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백호도라고도 불렸다가

나중에백야도가됐다

2005년까지완도의명사십리를가려면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었다 섬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컸지만2006년 2월완도군완도읍과신

지면송곡리를잇는연장 840m 폭 155m 신지

대교가 생기면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신

지도는 새로운 지도라는 말로 신안군의 지도

와 구별하기 위해 신지도라고 이름을 바꿨다

고한다

신지대교가 생기면서 신지도 방문객 수가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해안선 길이가 48km

이며 38km의 명사십리해수욕장이 유명하

다 다른 지역에도 같은 명칭이 있지만 앞의

명이밝은명(明)이아니라모래가우는소리가

들리다는 의미로 울 명(鳴)자가 들어간다 약

산도 금당도 평일도 생일도 황제도 덕우도

청산도 달해도등주변에크고작은섬들이있

고 감성돔 우럭 도다리등이잘잡혀강태공

들에게도인기가높다 신지대교에는모두 379

억원의예산이투입됐다

2006년 4월에는 제2진도대교가 탄생했다

이미 1984년 설치된 진도대교 바로 옆에 마치

쌍둥이처럼 나란히같은방식으로건설된제2

진도대교는연장 484m 폭 1255m로 527억원

의예산이투입됐다 이러한다리는물론국내

최초다

같은해완도군이자체적으로놓은소랑대교

는202m연장에교량형식은다리중간에아치

가있는로제아치교로분류된다 평일도와소랑

도를 잇는 이 다리는 아치를 빨간 페인트로 칠

하면서명물이됐다 완도읍으로부터동쪽으로

21km 지점에 있는 소랑도와 남쪽 사동리해안

에서 04거리에있는평일도를이었으며 남

동쪽에다랑도남서쪽에는우도가있다

바다물결이항시잔잔하고세찬폭풍우에도

큰 물결이 일지 않아 소랑도라는 이름을 얻었

으며 이 같은 자연환경에 맞게 미역다시마

전복양식업도활발하다

2006년 12월에는 회진대교 즉 장흥군 회진

면과노력도를잇는다리가준공됐다 452m의

연장에폭 12m의 이다리로인해노력항이활

기를 띠게 됐으며 모두 350억원이 들었다 노

력도는 과거 정기여객선도 없어 개인 선박을

이용해 뭍에 나갈 정도로 폐쇄된 공간이었으

나 회진대교 덕분에 뭍이나 다름 없이 변화하

고있다

강진 마량과 완도 고금을 잇는 고금대교는

2007년 6월29일준공됐다국도 77호선에포함

되며 760m 연장에 모두 739억원이 투입된 이

다리 중간부분에 반영구적인 LED램프를 활

용한 투광등기구 150여 개가 설치됐다 또 다

리 전체에는 LED 라인바램프 250여 개를 설

치해 5가지색상으로마량미항의화려한경관

을돋보이게한다는평가를받고있다 이다리

중간에아치가있는아치교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2000년대 첫 연륙연도교고흥지죽대교

경간 가장 긴 닐센아치교 여수 백야대교

신지대교 준공 명사십리 방문객 10배로

LED 라인바 램프 5색 조명 고금대교

2006년완공된제2진도대교

아치를빨간페인트로칠해명물이된소랑대교

경간이가장긴닐센아치교여수백야대교다리가생기면서방문객수가 10배증가한완도신지대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