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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본고는 중  20세  시건설 물 리사업에 하여 고찰하 다. 선 12개 항목  본건설 당

안과 11개 문  시건설 당안  알아보았고, 시건설 당안  당안 수집 , 무, 서비스  

등에 하여 살펴보았다. 시건설 물 리사업  중  시건설계 과 마 저뚱  시건설 

물 처리에 한 지시에 하여 가적 차원에서 정책적  적극 추진되어 다. 라서 2003년 

 전 적  각  각종  당안  3,816개  건립되었 며, 1960년 에 42곳에서 추진되  시 하

 시건설 당안  전  662개  시에 모두 건립되었다. 한편  시건설 당안  적 원  

경  전체 적 원 비 전문 학 상 졸업 를 70∼80%, 중  술직  60∼70%  치하여 전체 

적 원 비 전문 적 원  최소 60% 상 치되  하고 다. 러한 수치  비  시건설 

물 리 사업  양적  질적 측면에서 모두 적극적  추진한 결과 다. 경시  시건설 물

리 상  살펴 본 결과 전문적  시건설 당안  에 해당 지역  당안 에  시건설 당안들  

수집 리되고  알 수 었다. 또한 리나라  시건설  물 리에 하여 나아갈 향

 제안하 다.  

 

ABSTRACTS 

This thesis concerns urban construction archive management business of China in the 20th century. 

12 items of state-level construction archives, 11 categories of urban construction archives was 

initially studied. And studies on data collection method, obligations, and range of service, etc. 

of urban construction archives center were conducted as well. Urban construction archive 

management business was aggressively pursued in terms of national policy, based on the state 

plan to construct medium-sized and large cities and Mao ZeDong(毛澤東)’s direction regarding of 

urban construction archives. As a result, there happened to be various levels and types of 3,186 

archive centers, as of 2003. And the archives centers of urban construction have been 

established in 662 cities all over China so far, while the establishment of the urban 

construction archives centers was pursued only in 42 cites in 1960s. Another point to note is 

that staff members of junior college or higher educational background account for 70 % - 80 % of 

overall human resources of the archives center of urban construction, while 60 - 70 % of them 

are technical level. This makes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represent at least 60 % of the 

total human resources of the centers. This is a result of effort of China to enhance urban 

construction archive management business on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level. And through 

the study on the situation of urban construction archive management business in Beijing(北京), 

it was learned that urban construction archives are being collected and managed in archives 

centers of the respective areas as well as in professional archives centers of urban 

construction. Some suggestions were also made regarding what kind of direction Korea should take 

to pursue the business of urban construction archiv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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