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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장 배경
Ÿ 수탁과제로 수행중인 ‘(KSP 건설인프라 정책자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대중교통 

발전 전략 수립 지원’과 관련하여 실무진 회의 참석
Ÿ 과업 수행을 위한 현지 현장 조사를 수행

2) 실무진 회의
Ÿ 실무진 회의 : 2019년 3월 12일(화) 10시
   - KSP팀, 타슈켄트 교통국 관계자가 참석하여 과업 내용 및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 논의
   - KSP팀은 타슈켄트시에서 받은 자료(버스 노선도, 지하철 계획도, 승하차 인원 수 등)

를 바탕으로 버스 전용차로 도입 방안, 지하철/버스 연계 향상을 위한 환승센터, 도입
방안, 요금체계 개편 방안, 대중교통 통합 정보제공 방안에 대해 제안

   - 타슈켄트 교통국은 위의 내용 이외에 노선 최적화 방법론 제시를 요구. 현재 타슈켄트
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대중교통 노선 최적화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도 함께 포
함 해주길 요청

   - 이에 KSP팀은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 사례 경험을 공유하고, 타슈켄트시 적용 
방안을 제시하기로 함

<그림 1> 실무진 회의

  3) 현장 조사
Ÿ 타슈켄트 도시철도 건설 현장 조사
   - 타슈켄트시에서 도시철도 건설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버스와 연계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 타슈켄트시에서 건설하고 있는 도시철도는 총 3개 노선으로 두 개 노선은 지상, 한 개 

노선은 지하로 건설하고 있음. 이러한 형태의 특성에 맞게 환승시설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Ÿ 버스전용차로 및 환승 센터 도입 가능 지점 조사
   - 버스 전용차로, 환승센터 도입 가능성 검토를 위해 도시철도 건설 계획 구간 및 주요 

환승 지점 현장 조사 수행
   - 타슈켄트시는 도시철도 건설 계획이 있음. 다만, 건설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도시철도 계획 노선에 버스 전용차로를 도입하여 대중
교통의 이동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도시철도가 건설되지 않는 지역은 이동
성 향상을 위해 버스 전용차로 도입이 필요함. 따라서 이 지역들에 대한 도입 가능성
을 검토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수행

   - 이와 함께 환승센터 건설을 위해 주요 지점의 지하철역 및 버스 정류장 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도입 가능성을 검토

<그림 2> 타슈켄트 현지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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