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경관  Theme

부산신항으로의 방향성 제시

부산과 신항의 상징, 갈매기의 비상

부산 신항의 도약 = 龍의 승천

세부경관계획

3개 교량의 경관적 일관성 유지

현지 경관분석에 의한 교량 형식 선정
∙국도2호선 교차부

 ➡ V형 교각 소수주형라멘교의 관문성
∙공업단지 내 표준부

 ➡ 소수주형의 신기술 활용성
∙항로부

 ➡ 부산신항으로의 진입성․방향
성

6.녹산대교 하부공간       공원화계획 ➡ 대안설계보고서 246쪽 참조

가야의 탄생과 허황후의 도래 만남의 광장 ◀ 친수공간(수로) ◀ 남측 진입광장

가야국의 번성 ◀ 허황후의 뱃길예정 ◀ 아유타 광장

∙허황후를 맞는 

구간을 열주로 

표현하여 북측 

녹 지 공 간 과 의 

연결망을 갖는 

물고기 문양포

장 도입

∙뱃길여정을 상

징하는 산책로

와 계류를 따라 

휴게소(인도양

광장, 태국광장, 

보주광장) 계획

∙김수로왕의 탄생

부터 허황후와의 

혼인설화를 동판

에 새겨 붙인 학

습 전시벽 계획

     미래를 향한 힘
이벤트․놀이공

간
◀ 운동공간 ◀ 만남의 광장

주민 참여 공간 ◀ 미래를 향한 힘 ◀ 쌍어광장

∙이벤트 ․ 놀이공

간과 운동시설을 

연계 ․ 배치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가족이용 유도

∙미래를 향한 힘

인 청소년을 운

동공간으로 인

근 근로자들의 

이용 가능 시설 

도입

∙가야국의 상징인 

쌍어로부터 미래

를 향한 힘이 용

출되는 것을 표

현한 쌍어조형물

과 쌍어천(세족장

/지압보도) 계획

주변환경과의 조화 지역과 역사․장소성 강조

수변친수공간 및 
Biotope 계획

주변식생과 조화를 
이루는 수종선정

지역역사 유적을 
이용한 관광효과 및 
지역 장소성 강조
녹산대교 하부에 역사 

가로 테마 공원 조성

도로 주행여건을 
고려한 식재계획으로 
경관의 연속성 부여
공간별 기능에 

적합한 식재계획

기능을 고려한 
주변환경 조성으로 주행 
안전 확보
터널, 절토면 등의 

효율적인 보완 식재

경관의 연속성 고려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진입램프 터널 진출입구 사면처리방안 

식재가능한 녹지대 추가
조성 및 동백나무, 왕벚
나무 식재로 인지성 향상

암절토부 녹화 후 절토
부 전면 조팝 나무 식재
로 주행경관 향상

터널상부에 훼손된 자연 
Sky Line 회복을 위한 
해송 및 동백나무 식재

제8장 조경 및 경관 설계

1.조경설계 기본구상 ➡ 대안설계보고서 237쪽 참조                         5.경관설계 ➡ 대안설계보고서 84쪽, 242쪽 참조

2.공간별 계획 ➡ 대안설계보고서 240쪽 참조

3. 식재계획 ➡ 대안설계보고서 241쪽 참조                     

 시화․시목, 구화․구목 도입 동백나무, 팽나무, 배나무 식재

 환경정화 수종 식재 도로 조성후 예상되는 대기오염에 강하고 정화

능력이 크며 계절감 및 경     관적 가치가 큰 수종 식재 유지관리가 용

이한 향토수종을 적극적으로 활용

4.시설물 계획 ➡ 대안설계보고서 24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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