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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이많은전남에는너무도다양한다리들이생겨났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은 각양각색

의다리들이놓이면서마치전남의해안은세계어디에서

도볼수있는커다란 다리박물관이됐다

2007년부터설치된전남의다리가운데는모두세계다

리의역사에한획을그을정도로의미가큰다리도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되는 완도군 노화읍 이포

리와 보길도를 연결하는 연륙교인 보길대교는 2008년 3

월 준공됐다 539억원이 투입돼 620m의 다리를 놓았는

데 그 방식은 약산대교 소랑대교 등과 같은 로제아치교

다 이다리가들어서면서고산윤선도 망끝전망대 우암

송시열이 썼다는 글씐 바위 등으로 유명한 보길도를 찾

는이가크게증가했다

2009년 1월개통된소록대교는국내현수교(懸垂橋) 중

최초로 PPWS(Prefabricated Parallel Wire Strand)

공법과 자정식 모노케이블이 적용됐다 일반적인 현수교

의주케이블이두줄인데비해소록대교는한줄케이블

로가설했으며땅으로연결해지탱하는대신교량몸체에

연결해 힘을 받는방식이다 이 방식은 세계에서두 번째

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산도 무려 1657억원이 투입됐다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와 용정리를 잇는 연장 1160m 폭

127157m의 이 다리로 인해 소록도를 찾은 자원봉사

자들의발길이크게늘어났다 소록도의아름다움이외부

에본격적으로알려진것도이다리가놓인후다

2009년에는 목포와 신안 압해도를 연결하는 압해대교

도생겼다 3개의 경간(徑間 교각과 교각사이의거리)을

가진닐센아치교로 2개의아치리브와보강거더를케이블

로 연결하는 형태다 연장은 1840m 투입 예산은 2124억

원으로 최초로 2000억원의 벽을 깼다 이 다리의 개통으

로목포에 있는 신안군청과 유관기관이압해도로이전하

고 목포 북항에서 운항하던 여객선이 압해면 송공리 연

안항에서팔금도고산선착장과암태도오도선착장방면

으로 운항하게 됨으로써 운항시간이 1시간10분 이상 단

축됐다고한다

2010년에는 증도대교와 안도대교가 설치됐다 증도대

교는 신안군 사옥도와 증도를 연결하는 900m 연장의 다

리로 751억원이투입됐다 전국적인명소로유명세를지

닌 뒤 증도의 관광객을 비약적으로 늘린 일등공신이다

중로아치교방식으로교상(橋床)즉다리바닥이아치중

간에 자리 잡은 다리로 가운데 부분에서는 교상이 아치

에매달리고 양끝에서는아치위에놓이는형태다 안도

대교는일반적인거더교로 여수금오도와안도를연결한

다 연장 360m에 예산은 329억원이 투입됐는데 경간이

무려 200m로 최장거리이며 해수면과 교량 상판 사이가

271m나된다 오가는선박의안전을고려한설계다

2012년 4월30일 준공된 거금대교는 고흥군 금산면 신

촌리와도양읍소록도를잇는다 연장이 2028m에 2707억

원이투입된이다리는국내최초이중합성와렌트러스사

장교(斜張橋)이자 국내 최초 보차도 병용 이중 사장교다

사장교는일반교랑의교각에해당하는주탑에케이블을

경사지게설치해이케이블이주탑과상판을연결지지하

는형식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내풍(耐風) 안정성과 뛰어난 비틀림

강성을지닌이중합성와렌트러스(삼각형의철구조물 일

명보강형)를사용했다

같은해 6월11일준공된제2돌산대교(거북선대교)는국

내최초의해상콘크리트사장교로 2012년여수세계박람

회의성공적인개최를위한 시가지교통량을분산한다는

목표로설치됐다 744m의연장에 907억원이투입됐다

2013년에준공된목포대교는좌우측에각각두쌍의케

이블로지지되는일반사장교와달리국내최초로좌우측

의케이블을 1쌍으로줄이고 이를보강거더의중앙에옮

겨3쌍으로보강거더를고정하는 3way cable 공법이적

용된것으로유명하다 목포시와고하도를연결하는연륙

교로 태풍이나 강풍이 자주 부는 지역에 자리해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강거더를 유선형으로 설계하

기도했다

연장은 3060m 예산은 3172억원으로 역대 기록을 모

두갈아치웠다

이순신대교(2013)는 세계 최고 현수교 콘크리트 주탑

(270m) 국내 최장 및 세계 4위 현수교 경간장(1545m)으

로유명하다

여수시묘도동과광양시금호동을연결하는해상교량으

로 연장은 2260m다 교량 시작과끝부분에별도의장소

를만들어주케이블을고정하는타정식현수교방식이다

국가산업단지의 역동성과 개방감을 극대화한 연직주

탑으로 여수시 월내동과 묘도동을 연결하는 해상교량인

여수대교(2)와 무안군운남면성내리와신안군압해읍복

룡리를연결하는김대중대교도이해만들어졌다

여수대교(2)는 연장 760m 김대중대교는 925m의 다리

다

이 외에도 여수고흥 등 26지구(연장 404)에 새로

운다리가놓일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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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최초로투입예산2000억을넘어선압해대교이다리의개통으로목포에있는신안군청과유관기관이압해도로이전했다

다리생기자 증도보길도관광객몰리고소록도전국유명세

2013년 개통한 이순신대교는 세계최고 높이의 현수교

콘크리트주탑이자랑거리다

2009년개통한소록대교다리덕분에전국자원봉사자들의발길이늘었다

2010년완공된증도대교는관광객을비약적으로늘린일등공신이다

신안군청압해도로이전시킨압해대교

세계최고콘크리트주탑이순신대교

국내첫보차도병용사장교 거금대교

2000년이후최초타이틀각종다리개통

블루오션

���

2부 다도해는 다리박물관

섬과다리 전남의또다른자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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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준공된목포대교국내최초로3웨이케이블공법으로건설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