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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SHINING BRIGHTLY, DAY AND NIGHT DIAMOND BRIDGE

부산시설공단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광안대교는 지난 2003년 8년여의 공사 끝에 총 연장 7,420m의

규모로 개통한 이래 부산시민은 물론 전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온 부산의 자랑입니다.

광안대교는 부산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개선, 항만물류의 대동맥 역할과 함께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해 대표적 관광자원으로서 도시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광안대교는

단순한 다리가 아니라, 부산해안순환도로의 백미로서 부산의 상징이자 축제의 장소로 각광받고

있으며 대한민국 건설사에 큰 족적을 남긴 부산의 자존심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광안대교는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시설 환경을 위한 지속가능한 체계를 정착

시킬 수 있도록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부산의 품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최적의 공간으로 만들

어나가겠습니다.

해양문화도시 부산의 품격과 미래,광안대교가 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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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SHINING BRIGHTLY, DAY AND NIGHT DIAMOND BRIDGE

INFRA-
STRUCTURE

도시와 바다를 잇는 광안대교는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의 자부심입니다
광안대교는 도시와 자연, 
사람을 연결하여 도심 간선도로의 
극심한 교통난을 완화하고
해상 관광시설의 역할을 제고하는 
중심축으로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관광산업의
샛별로 떠오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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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SHINING BRIGHTLY, DAY AND NIGHT DIAMOND BRIDGE

해안선과 조화를 이룬국내 최대 해상 복층 교량
광안대교는 도시인구의 집중화로 인한 부산의 교통난 가중을 해소하고자 해안순환도로
계획의 일환으로 건설되어 수영로 및 부산과 동부 경남지역 간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해상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을 제공하는 국내 최대 해상 복층 교량입니다.

범례

도로전광표시판

광안대로 총 연장 9,460m

•광안대교 7,420m + 지하차도 1,370m + 

평면도로 670m

광안대교(7,420m) 구성 현황

•현수교 : 900m(3경간_200m＋500m＋

200m, 폭 24m)

•트러스교 : 720m(6경간_120m×6)

•접속교 : 5,800m(강상형교, PSC교, 라멘교)

주요 설계 내용

•도로기능 : 자동차 전용도로(V=80㎞/hr) 

•하중 : 1등교(DB-24), 총 하중 43.2톤

•풍속 : 45m/sec(부위별 67∼72m/sec)

•파고 : 7m 

•지진 : 내진 1등급 교량(리히터 규모 6) 

1.5km

광안리해수욕장

트러스교

트러스교

현수교

상층

상층 진출구

제1부 변전실

제2부 변전실

진입램프 앞(평면)

하층

하층
상층

상층

패드 변압기

주변전실

하층 진입램프 앞

8대

과속단속카메라 1개

변전실 6개소

교량관리처

수영강변요금소
(12개차로)

지하차도
1,370m

벡스코요금소
(10개차로)

•도로전광표지판 : 8대

•CCTV : 64대(교통감시 44, 시설물감시 5, 변전실 10,

보행육교 5)

•비상전화 : 8대(현수교 4, 지하차도 4)

•방송스피커 : 128대

(현수교, 트러스교 상층 56대, 하층 72대)

•인터폰 : 22대(주탑 내부)

•과속단속카메라 : 1대(부산지방경찰청 소관)

•조명설비 : 12,495등

(가로등 1,046, 지하차도등 1,731, 점검등 2,707, 

경관조명 7,011)

•곤돌라 : 1대

•점검차대차 : 5대(현수교 3, 트러스교 2)

관리시설 현황

•속도 50% 감속 : 태풍·호우주의보 발령, 

풍속 10~15m/s, 적설 시, 지진 50gal 이상, 

안개 시정거리 100m 이하

•컨테이너 통제 : 풍속 15~20m/s

•전면 통제 : 태풍·호우경보 발령(필요시), 

풍속 20m/s 이상, 적설 2cm 이상·결빙시, 

지진 80gal 이상, 안개 시정거리 50m 이하

자연재해 안전대책

광안대로 총 연장

9,460m
광안대교

7,420m

제3부 변전실

요금소 앞(평면)

변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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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08 

유료도로 승인

(건설교통부)

1993. 12 

해안순환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1994. 12 

공사계약 및 착공

1996. 06 

현수교 스틸케이슨

창설

1998. 02 

접속교 상공부 가설 

개시

1999. 12 

앙카블럭 구체공사 

개시

2000. 07 

광안대로 주탑 

가설 완료

2002. 06 

현수교 트러스 

가설 완료

2003. 01 

광안대교 개통

2003. 06 

광안대로 요금징수 

개시

2007. 03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2009. 03 

광안대로 하이패스 

요금징수 개시

수많은 난관 극복하고 마침내 도약의 상징으로
1994년 착공 이후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2003년 1월 마침내 정식으로 개통한 광안대교는 
20세기와 21세기를 잇는 역사적 교량으로,  
부산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번영과 도약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HISTORY

1991. 06 

해운대 신시가지 

교통영향평가 시 

건설필요성 제기

1991. 12 

항만배후 수송도로 

사업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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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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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7SHINING BRIGHTLY, DAY AND NIGHT DIAMOND BRIDGE

공사기간 

1994년 12월~2002년 12월(8년) 

사업비 

7,899억 원(시비 5,097억 원, 

국비 2,802억 원) 

규모

연장 7,420m, 폭 18~25m

(2층 구조, 왕복 8차로) 

현수교 900m, 트러스교 720m, 

접속교 5,800m

구간 

수영구 남천동 49호 광장 ~ 

해운대구 우동 부산센텀시티 

특징

•국내 최초의 2층 도로전용 교량 해상건설

•국내 최대 규모의 3경간 연속 2층 

트러스교를 현수교 양측에 가설함으로써 

건설 기술 축적과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국가 경쟁력 향상 

•국내 최장의 타정식 현수교

건설역사

부산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린8년의 대역사
광안대교는 항만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이라는 경제적 가치와 함께 
뛰어난 관광자원으로 활용됨으로써 해양물류도시이자 국제적 관광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부산시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물류비용 절감 및 교통난 해소와 

해운대·광안리 연계 관광명소 활용

광안대교는 총연장 7.42㎞의 바다를 가로지르는

국내 최대의 해상 복층 교량입니다. 광안대교의

개통은 수영로와 해운대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

체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되었고 항만 물동량을

신속하게 경부고속도로와 연결하여 물류비용의

감소와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의 최첨단 정보업무 복합단지인 센텀시티의

기능을 극대화 하였으며, 광안리, 해운대관광특구와

연계한 관광명소로 활용되어 해상 관광의 활력을

높이고 부산이 세계적인 무역도시이자 해양도시로

뻗어나가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주변경관과 지진·태풍에도 

안전한 첨단공법으로 건설

광안대교는 교량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상층

부에서 바라보는 주변경관이 매우 뛰어납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 손을 뻗으면 잡힐 듯한 오륙도,

광안대교를 둘러싼 황령산과 아기자기한 백사장,

해운대 동백섬과 달맞이 언덕 등이 한 눈에 들어옵

니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으로 예술적 조형미를

갖춘 첨단 조명 시스템이 구축되어 10만 가지 이상

의 색상으로 연출할 수 있어 광안대로의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8년으로

내진 1등급의 지진과 평균 초속 45m의 태풍 및

높이 7m의 파도에 견딜 수 있도록 건설되었습니다. 

공사기간

8년

사업비

7,89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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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SHINING BRIGHTLY, DAY AND NIGHT DIAMOND BRIDGE

광안대교를 지지하는 반석

앵커블록

콘크리트 186,276㎥, 철근 18,467톤이 투입된 높이 44m의 앵커블록(anchor block)은 케이블 및 보강

트러스로부터 전달되는 수직, 수평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철근콘크리트 블록으로서 스트랜드 정착과

케이블 장력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블록은 먼저 지중연속벽 굴착 후 연속벽의 내부 굴착을 진행하여 기초지반의 변형특성을 향상시키고

풍화암층을 보강하기 위해 주입식 마이크로 파일을 시공하였습니다. 이후 콘크리트 모형타설 시험을

통해 시멘트를 선정하고 앵커리지 구체(43m×53m×44m)를 빗살무늬의 좌우대칭형으로 타설하였습니다.

또 1999년 12월 개시한 구체 시공 시 케이블 정착을 위한 스트랜드슈도 함께 설치하였습니다. 

한편, 1998년 6월 앵커블록 공사 중 광안대교 접속교 부근에서는 최초의 교량 상판을 올렸습니다.

광안대교 주요 구성으로 살펴보는 시공과정
현수교는 앵커블록 2기와 주탑 2기, 주 케이블, 보강 트러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안대교의 시공순서는 앵커블록과 주탑을 건설한 후 주 케이블 및 행어로프를 가설한 뒤 
보강 트러스를 설치하고 포장 및 마감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광안대교를 빛나게 하는 상징

주탑

현수교 전체의 조형적 완성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손꼽히는 주탑

(pylon)은 강재기둥 높이 116.5m, 중량 6,320톤의 규모로 광안리 해변과

조화를 이루며 부드럽고 아름다운 곡선 형식을 도입해 2000년 7월 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주탑은 꼭대기에 설치된 탑정새들을 통해 주 케이블에서

전달되는 11,541톤×2케이블의 하중을 떠받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틸케이슨, 차수벽, 현장타설 말뚝, 내부굴착, 기초 콘크리트 설치 등을 거쳐

탑기부에 저판(base plate)을 설치하였습니다. 주탑은 기당 탑기부 2블록,

일반부 24블록, 수평재 3블록으로 총 28블록/기당으로 제작하였으며, 이를

하단, 중단, 상단 순서로 해상 크레인을 사용해 선적·운반·가설하였습니다.

현수교의 탄탄한 기초공사

스틸케이슨

현수교의 기초공사를 위한 물막이용 스틸케이슨

(steel caisson)을 1996년 6월 교량 앵커블록에

86m×76m×18m 규모로 침설하였습니다. 이듬

해에는 주탑에 70m×46m×20m의 규모로 스틸

케이슨 침설을 완료해 본격적인 해상 기초공사에

돌입하였습니다.

스틸케이슨은 경남 거제 고현만에서 해상 소블럭

탑재공법으로 제작해 현장까지 해상으로 예인한

뒤 2,000톤급 해상크레인의 앵커윈치를 이용해

침설하였으며, GPS를 활용해 침설 위치 1m까지

접근시킨 후 육상에서 2대의 광파측량기로 확인

하면서 허용오차 1m 범위 내인 50㎝ 전후로 침설

하였습니다.

STEEL CAISSON 스틸케이슨

ANCHOR BLOCK 앵커블록

PYLON 주탑

콘크리트 투입량

186,276m3

철근 투입량

18,467ton
주탑 강재기둥 높이

116.5m
주탑 강재기둥 중량

6,320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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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주 케이블

앵커블록 사이에 있는 주탑 2개는 직경 60.6㎝(노출 949.1m, 블록 23.9m)의

주 케이블 2개로 연결되었습니다. 주 케이블은 직경 5㎜짜리 312개를 묶은

스트랜드 37개를 사용해 케이블 가닥 수가 11,544개이며, 장력은 24,500톤

에 달합니다.

광안대교 주 케이블은 에어 스피닝(air spinning)공법 중 텐션 콘트롤(tension

control)공법으로 가설하였습니다.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장력을 도입한 이 공법은

캣워크(catwalk)의 설비를 경량화할 수 있으며 와이어의 산재오차도 줄일 수

있습니다. 케이블의 시공은 1단계 파이롯트 로프 가설→2단계 주탑 셋백 가설

→3단계 캣워크 로프 가설→4단계 메인케이블의 가설 및 스퀴징 작업→5단계

케이블밴드 및 행어로프 가설→6단계 트러스 가설 및 래핑으로 진행되었습

니다.

MAIN CABLE 주 케이블 CABLE BAND & HANGER ROPE 
케이블밴드 & 행어로프

STIFFENING TRUSS 보강 트러스

주 케이블을 든든하게 지지하는 힘

케이블밴드와 행어로프

케이블밴드(cable band)는 강상판이나 보강 트러스에 작용하는 각종 설계

하중을 주 케이블까지 전달하는 행어로프(hanger rope)와 연결됩니다. 케이블

밴드에는 밴드의 볼트에 축력을 도입하여 밴드와 케이블의 마찰력으로 지지

하고 있습니다. 

행어로프는 총 712개(61㎜ 696개, 67㎜ 16개)로, 총 178개의 케이블밴드

(행어교점)를 사용해 5~6m 간격으로 행어로프 4개 당 하나씩 주 케이블과

연결하였습니다. 행어와 주 케이블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케이블밴드 외에도

행어크램프, 행어소켓, 크램프 메탈 등 각종 부속품이 포함되었습니다. 

또 랩핑용 아연도금강선(S자)을 사용해 장력을 도입하면서 케이블에 정밀하게

감는 작업인 케이블 랩핑(cable wrapping)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핸드로프(hand

rope) 가설 후 장력을 조정하였습니다.

탁월한 내풍·내진 기능을 보유한 교량

보강 트러스

교량의 변형이나 피로도 등의 안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형 및 판형 강재

(총 중량 23,708톤)의 보강 트러스(stiffening Truss)를 와렌 트러스 형식의

교량으로 가설하였습니다. 보강 트러스의 설계는 내풍 안정성이 중요한 과제

이므로 캐나다 서온타리오대학에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검증하였고, 바람

이나 지진에 의한 교축 방향의 저항 문제도 안전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보강 트러스의 가설은 주탑을 기준으로 좌우측으로 대칭이 되도록 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측경간은 탑측 대블록 선행 가설 시 변형이 크므로

앵커리지측 대블록을 먼저 가설토록 하였습니다. 2002년 6월에 트러스

가설을 완료하였고, 9월 부산아시안게임 기간에 임시 개통되었습니다.

케이블 가닥 수

11,544가닥

행어로프

712개

보강 트러스 총 중량

23,708ton

케이블밴드(행어교점)

178개

 

 

 

 

Cap2000tCeCbCap3000tCeCb Cap3000tCeCb

Lifting Gantry

Deck B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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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교 양측을 확장한 교량

트러스교

광안대교 트러스교(truss bridge)는 현수교에 인접

하여 위치하는 120m 지간의 3연속 변단면 와렌

트러스로서 현수교 양측에 360m씩 건설되었습

니다. 상판구조는 강상판이며 주형 트러스와는

비합성구조로 되어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상하

복층 도로교입니다. 

가설공법은 30,000톤급 대형 바지선상에서 유압

잭을 이용하여 인양, 설치하는 공법을 사용하였습

니다. 트러스 가설은 총 3단계로 1, 2단계는 측경간

트러스를 가설하고, 3단계에는 중앙경간을 설치해

연결하였습니다.

광안대교와 육상을 잇는 교량

접속교

광안대교의 접속교는 강상형교(steel box girder bridge)와 PSC박스거더교

(PSC box girder bridg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량에 비해 형고가 낮은 날렵한 단면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강상형교는 곡선교와 같이 비틀림 강성이 요구되는 교량이나

주변 조형물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미관이 중요시되는 교량 등에 많이

채택됩니다. 강상형교의 해상부 상부 가설은 1,000~1,500톤의 대형

해상크레인을 이용한 대블럭 가설 공법을 사용하였으며, 하상부는 대형

장비의 투입이 곤란하여 1지간을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현장에서

연결하는 공법으로 시공하였습니다.

PSC박스거더교는 PSC공법을 사용하여 건설하였습니다. PSC(Pre-Stress

Concrete)는 부재가 부담하게 될 외부 하중에 대한 응력만큼 PS강재를

긴장시켜 콘크리트 내부 하중에 대한 콘크리트 부재의 내응력을 미리

유발시켜주는 공법으로 광안대교에는 PSC공법 중 Post-Tensioning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TRUSS BRIDGE 트러스교 APPROACHING BRIDGE 접속교

트러스교 길이

720m

접속교 길이

5,8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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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시민의 행복과 부산의 번영이바로 광안대교의 가치입니다
부산의 독특한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광안대교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비롯하여 해맞이행사, 
걷기축제, 부산불꽃축제 등
흥겹고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즐거움과 
시민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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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리 해안의 수평선과 요트, 어선이 어우러져 부산의 바다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광안대교는 
현대의 첨단 건축공법이 집약되어 도시경관과 자연, 그리고 기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최고의 건축물이자 부산의 자부심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낮에도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브릿지

SHINING 
BRIGHTL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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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명품 대교, 광안대교는 

역사와 전통을 지닌 부산의 자랑거리로 우뚝 자리하였습니다. 

광안대교의 빼어난 건축미는 세계적인 부산의 명소로서 손색없는 자태를 뽐내고 있으며, 

부산이 미래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을 만큼 

독보적인 명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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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휘둘러 감싸 안 듯 낮게 드리워진 해무 속 광안대교의 모습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만나기 어려운 해양문화도시 부산만의 이색적인 경관으로서 

자연과 문명이 공존하는 대표적인 도시경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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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을 이어주는 

다이아몬드브릿지,

광안대교는 부산 바다의 낮을 아름답게 수놓으며

시민을 일상을 더욱 빛나게 하는 다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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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바다를 물들이는형형색색 빛의 향연

바다 위를 수놓은 찬란한 불빛, 형형색색의 빛깔이 춤추는 아름다운 해변. 
첨단 조명시스템을 갖춘 광안대교의 밤은 

부산 광안리 해변을 찾은 시민에게는 편안한 휴식을, 
관광객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SHINING
BRIGHTLY,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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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극찬한 광안대교의 야경

광안대교는 부산해안순환도로의 출발지로서 

산악지대가 70%를 차지하는 부산의 지형적 특성상 

항만화물의 도심지 통과가 불가피하였으나 광안대교 건설로 

인해 대형차량의 물동량 이동 시간을 크게 단축하는 등 

외곽순환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광안대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름다운 야경을 선보이며 밤이 아름다운 

빛의 도시 부산의 위상을 구현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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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도시 부산의 중심에 선 광안대교

국제적 관광도시 부산의 명실상부한 첫 번째 명소인 광안대교는 영화의전당(두레라움), 해운대 센텀시티의 마천루와 반지교,

쇼핑타운(신세계, 롯데백화점 등), 해운대해수욕장 등을 잇는 환상적인 부산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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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는 밤이 되면 도시를 화려한 색채로 바꾸는

대한민국 최고의 야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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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조명사업 개요

규모

L=3,420m구간 LED 특수조명 설치

(LED조명 7,011등, 조명제어 설비 1식, 

연출제어설비 1식, 음향설비 1식 등)

사업비

10,430백만 원(국비 5,620, 시비 4,810)

사업기간

2011년 9월 14일∼2013년 12월 20일

경관조명 운영현황

운영시간

평일_ 일몰∼24:00

주말(토·일요일)_ 일몰∼익일 02:00

이벤트 조명연출

불꽃, 광안 등 8개 프로그램

매일 3회(20:00, 21:00, 22:00) 

10분간 음악에 맞춰 춤추는 조명 연출

레이저쇼 설비 운영

불꽃, 광안 등 14개 프로그램

매일 3회(20:30, 21:30, 22:30) 

10분간 연출(앵커리지에서 표출)

시민참여 ‘톡’ 이벤트

광안대교에 신청 문구 표출 

응원, 행복, 감사, 희망의 주제로

연간 3~4회 진행

▶ ▶

국가기념일 및 부산시책 표출, BTS 글로벌 팬미팅, 크리스마스 트리 등

광안대교 경관조명

접수기간 
문구 신청

추첨 및 
선정

표출
(디자인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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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과 감동을 선물하는 희망의 가교
광안대교는 매년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개최해 
시민과 세계인에게 행복과 감동을 전하는 부산의 대표 건축물로 발돋움함으로써 
사람과 자연, 도시와 미래를 잇는 희망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부산불꽃축제(10월~11월)

부산광역시와 부산축제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세계적 축제인 ‘부산불꽃축제’는 가을밤, 부산 광안리 앞바다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다채롭고 예술적인 불꽃의 향연과 레이저 쇼 등을 

감상하기 위해 매년 백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모여들어 광안대교에서 

펼쳐지는 특별하고 아름다운 광경을 즐기고 있습니다.

ENJOY,
DIAMOND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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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맞이행사(1월 1일)

새해맞이 축제로 매년 1월 1일 일출시간에 맞춰 

부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기 위해 

광안대교 상층부 전 구간을 시민들에게 보행로로 개방하는 ‘해맞이행사’를 

부산시설공단의 주관으로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개최함으로써 

광안대교의 관광자원화에 힘을 싣고 

부산의 해맞이 명소로 자리매김시키고 있습니다.

나이트 레이스 인 부산(8월)

한여름 열대야 속에서 열리는 이벤트인 ‘나이트 레이스 인 부산(Night Race in Busan)’이 

부산광역시의 후원과 KNN의 주최로 개최되어 시민들과 국내외 참가자들이 여름밤 광안대교 위를 달리며 

아름다운 도시의 야경을 감상하고, 흥겨운 음악과 춤으로 러닝의 피로와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리는

특별한 시간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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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러닝 페스티벌(4월)

자전거를 타고 광안대교 위를 달리며 환상적인 바다 풍경을 만끽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한 아마추어 마라토너들이 각 구간을 달리며 즐기는 대규모 축제인 

‘바이크&러닝 페스티벌’을 부산광역시와 부산MBC가 공동으로 주최해 

매년 수만 명의 참가자들에게 신선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브리지 걷기축제(5월)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 모여 푸르른 바다 향기와 함께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여유를 즐기는 

광안대교 보행행사인 ‘다이아몬드브리지 걷기 축제’가 부산광역시와 국제신문 주관으로

보행 퍼레이드, 포토존 운영,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곁들여 개최되어 시민들에게 

봄날의 추억을 선사하고 사람 중심의 걷기 좋은 도시 부산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부산바다마라톤대회(11월)

부산광역시와 부산일보사가 공동 주최하고 있는 ‘부산바다마라톤대회’는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푸른 가을날 해상대교 위를 달리는 코스로 국내외 참가자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프, 10㎞, 5㎞ 코스로 나눠 열리는 부산바다마라톤대회는 전국 마라톤대회 중에서 

가장 안전한 대회로 손꼽히며 마라토너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대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Walk, Run, Cycle
자동차전용도로인 광안대교가 시민들에게 개방되는 다양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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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광안대교는 시민 편의와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광안대교는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교량의 안전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진단·관리로 지진, 태풍 등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함으로써
가장 친근하고 믿을 수 있는 
부산의 대표 교량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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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하고 체계적 운영·관리로시민에게 믿음 주는 부산시설공단
부산시설공단 전 구성원은 광안대교의 철저하고 체계적 운영·관리를 통해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부산시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광안대교를 지키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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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를 관리하는 부산시설공단이 하는 일

•광안대로 요금소 관리·운영

•안전점검 및 재난재해관리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전기, 기계, 소방, 통신시설 관리

•해상교량 관제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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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공학석·박사,

국제기술사, 고급도장감리원, 스킨스쿠버(오픈워터) 등의

전문인력들로 교량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고도화된 교량관리시스템 기술로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

IoT기반 실시간 시설물 관리시스템,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고도화된 시설물 유지관리기법 등을 통해 

혁신적, 선도적, 체계적 시설물 유지 관리에 앞장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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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광안대교의 통행량은 개통 이후 3배 이상 증가해 
부산 교통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동북아 항만물류도시 부산의 수출입 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일구어가는 등 
부산의 도시경쟁력을 한 차원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을 상승시키는부산 교통의 핵심
1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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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도시 부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부산시민을 위해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가꿔갑니다.
아늑하고 여유로운  생활 속 쉼터를 제공합니다.
삶의 여유와 즐거움을 함께 나눕니다.

부산시설공단은부산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는도시 기반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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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산추모공원

02   부산영락공원

03   어린이대공원

04   금강공원

05   부산시민공원

06   송상현광장

07   한마음스포트센터

08   중앙공원

09   용두산공원

10   광안대교

터널·지하차도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도시고속도로

(동서고가로)

MAP

11   영도대교

12   자갈치시장

13   남항대교

14   태종대유원지

15   지하도상가

16   공영주차장

17   공단 청사

18   두리발사업

19   부산유라시아플랫폼

20   부산종합버스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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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수록된 사진에는 ‘부산광역시’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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