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 경

3. 개혁개방후기 주택정책
(1991년-현재)

1977년 11기 3차 중국은 인민대표대회
를 통하여 중국의 개혁개방이라는 방침을

이 시기는 중국주택건설이 무질서한 단
계에서 성숙기에 접어드는 시기이다.

결정하여 왔다.
특히 건설산업은 모든 산업의 선두주자

농촌인구의 유동을 억제하는 호구정책,

로서 그 규모와 발전속도에서 앞자리에 놓

양식의 배급정책이 완전히 폐지되면서 대

여 왔다. 근 20년의 개혁개방과 10년의 시

량의 농촌인구가 도시에 집중되고 도시화

장경제체제의 전면도입을 통하여 국민경

과정이 신속히 전개되었다. 또한 국민경제

제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사회 자

차원에서도 값싼 노동력의 수요로 대량의

본과 기술, 국민의 의식 등 면에서 상당한

유동인구가 도시로 집중되었으며 출근하

발전과 축적이 진행되어 왔다.

는 도시에서 주택 구입시 호구해결이라는
주택구입 권장정책 하에 도시주택의 상당

2. 중국건설업의 현황
리성군·명지대학교 건축학부 석사과정
정영수·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한 부분의 해소를 외래인구가 진행해 왔
었다.

중국건설업은 1998년 통계에 의하면 당

중국주택의 목표는 2000년 말까지“小

해 총생산액은 100619922만원(1213.75

康生活水平”을 달성하는데 있다. 즉 대부

억)으로서 국민경제의 18% 정도 차지하고

분의 도시가구는“1가구 1주택”의 원칙아

있다. 건축산업의 전년도 대비 증가치는

래, 기본적인 생활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아

2783.79억원으로서 27.66%로서 아주 빠

파트에 거주하도록 하고, 농촌가구는 위생

른 속도를 기록하고 있다.

시설이 갖추어진 실용적인 주택에 거주하

년시공면적은 137593.57만m²이며 년
준공면적은 68682.63m²이다.

도록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경제
발전 가능성, 핵가족화 등을 감안하여

건설업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발주, 입찰

2000년까지는 도시주민 1인당 거주면적

제의 전면실시와 건설기업의 종합 및 단종

을 8.0m²로 확대하였는데 이미 9.5m²로

면허의 규범화된 건설관리를 전면도입하

실현한 상태이다.

고 있다.

1994년 9월 중국정부에서는 8개의 부,

건설일괄도급업체의 규모에서 자본금이

국의 협동으로 시행하는 정부대형 프로젝

5000만(75억)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

트로서 國家重大科學産業工程으로“2000

다. 건설기업 개수는 45634개를 이루고

년 小康型 姓鄕 住宅科學産業工程”을 실시

있다. 건축업에 종사하는 일군도 2029.99

하였다. 이는 도시와 농촌의 공동주택의

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미래지향적 설계, 공법, 에너지절약, 정보

중국은 1994년부터 건축사, 감리사, 구

화 주택연구, 건설관리, 판매 및 주택금융

조사, 감정평가사 등 4대 면허제도를 실시

정책 연구에 이르기까지의 주택산업의 전

하여 왔다.

반을 걸친 연구 및 실천으로서 9차 5개년
계획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며 주택건설
의 현대화의 개조와 주택산업의 재조정을
이루는 중요한 전략적 사업이다.
또한 50-60개의 10만m²의 주택시범단
지의 건설과 검수를 통하여 연구의 과정을
실천·응용함과 그 효시성을 보여주고 주
택산업의 과학적인 흐름과 유통시스템을
형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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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리동향

본 사업의 목표는

에서 발주 및 입찰관리를 강화하고 건설업

이 86%에 이른다.

(1) 중점적으로 5개 방면 24개의 기술을

도시화과정은 계속 빠른 속도로 이루어

체들이 건설시장에서 공평경쟁 및 일정 및

해결함으로서 80년대 벽돌과 라멘조의 혼

질 것이다. 국민경제의 수요 및 농촌의 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합형식의 주택보다면적 사용율을 5-10%

계화의 제고는 농촌의 과잉노동력이 계속

건설부에서”건설시공발주입찰관리방법(工

증가시키고, 자중을 5-10% 줄이며, 토지

도시에로의 이동을 통하여 도시화율을 계

程建設施工招投標管理方法)”이라는 건설

사용을 5-10% 절약하고, 에너지를 50%

속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이에 따른

산업의 발주, 입찰제도를 발표하였다.

절약하며, 물 이용과 재료사용을 12% 절약

주택 수요량도 상당하다.

하며 노동생산력을 30% 증가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발표는 정부 및 공유기업, 사

주택의 상품화 과정이 완전히 실현되며

업단위를 주체로 투자한 신축, 증축, 개축

(2) 사업정책의 프레임을 제출하고 주택

주택의 계획, 생산, 유통에서 완전한 시장

등 항목에 모두 적용되며 건설산업의 시공

산업의 개발 및 생산의 운영체계를 탐색하

체계를 형성한다. 시장주도 및 민간개발형

업체가 지역 및 부문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며 주택상품의 인정제도 등 산업관리의 기

주택정책을 이미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며

공평한 전제로 건설공정에 참가한다는데

초적 작업을 완성하는 것이다.

계속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

큰 의의가 있다.

(3) 이상의 기술들을 이용하여 2000년

중국은 주택건설의 총량은 근 몇 년동안

까지 총면적이 600-800만m², 50-60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이다. 국가사회발

4.1 건설단위(建設單位)-발주자.

의 주택시범단지를 건설한다.

전계획에서 금후 10년간 년 평균 주택건축

건설단위는 반드시 법인이여야 하며 발

의 총 면적은 10억m²이며 년 평균 도시주

주공정에 상응한 경제, 기술관리 인원을 갖

택건설량은 2.5-3억m²에 도달할 것이다.

추어야 하며 발주문서를 작성할 능력이 있

농촌주택은 년 700만호, 도시주택은 300

어야 하며 개찰(開標), 심의(評標), 낙찰(定

만호의 수준으로 건설될 것이다.

標)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상의 조건이 구

시범단지의 건설 후 10-15년 동안 국제
수준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
미래 중국주택정책 및 동향
두 개의 지표가 있다.

중국의 주택정책은 중국의 정치체계와

비되지 않았을 때에는 반드시 상응한 자문,

하나는 인구당 GDP가 800$가 넘을 때

중국실정과 갈라놓을 수 없다. 주택정책도

시장은 신속히 가동된다고 한다. 현재 중

중국의 정치상황과 함께 그 굴곡과 어두운

시공입찰에서 공개입찰, 요청입찰, 그리

국은 인구당 GDP 6534원(788$)로서 전

면들을 격어 왔다. 중국의 개혁개방과 20

고 공개입찰 및 요청입찰을 할수 없는 특

국수준은 거의 도달하였으며 도시국민 인

년의 주택정책의 탐색과정은 중국의 나름

수공사에는 의표(議標) 즉 2개시상의 업체

구당 년총생산액은 기본 800$라는 수준을

대로의 주택정책을 형성해 왔다.

를 선정하여 상의하여 결정한다.

감리 등 회사에 전 입찰과정을 위임한다.

초과하였다. 또한 홍콩의 예를 들면 인구

즉 국가주도형 주택정책으로부터 직장

발주자에서(건축주, 혹은 위임회사-자

당 GDP가 10000$ 때 건설이 정지되었다

주도형, 직장 및 개인공동 출자형, 마지막

문회사, 감리회사) 는 국가 및 지방의 입

고 한다. 전 세계 발달국가의 예들도 마찬

으로 민간개발형으로 진행되어 왔다. 완전

찰관리기구에 입찰신청서를 제출한다.

가지이다. 인구당 GDP가 10000$를 넘어

한 시장경제체재는 주택정책의 원동력이

신청서에는 발주자의 능력, 공사의 조

설 때 남은 것은 인테리어 회사들 밖에 없

며 또한 가장 효율성이 있는 주택상품의

건, 입찰방식, 공사업자의 조건 등을 명

다고 한다. 도시에서는 더는 공사현장들이

생산의 전제라고 본다. 또한“國家住宅公

시한다.

보이지 않으며 재개발이 위주를 이루고 있

積金”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아직도 많은

입찰문서의 제작과 입찰최저가격의 제

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은 인구당 GDP를

국가공무원, 국영기업의 대량의 직원들의

정 및 입찰관리기구의 심사를 받는다.

800$에서 10000$까지 아주 보수적인 예

주택적금 및 국가의 보조의 정책을 통하여

입찰공고의 발표 및 입찰초청서 발표

측도 몇십년이다.

더욱 쉽게 주택구입을 이룰 수 있다.

공사업자들의 입찰신청

다른 하나는 인구당 주거면적이다. 중등

주택건설이 개발에서 많은 문제들이 존재

입찰신청회사들의 자질심사 및 심사결

발달국가의 평균 인구당 주거면적은 50m² 하고 이들을 해결을 기다린다. 정확한 주택

과의 통보

이다. 2005년 중국도시주민들의 주택기본

합격된 입창신청들에 대한 입찰서류, 설

정책은 주택건설의 방향을 제시하여 더는

목표는 1인평군 주택의 건축면적은 22m² 굽은 길을 걷지 않도록 인도하여야 한다.

계도면, 기술자료 송부

에 도달하며 매호는 기본기능을 갖춘 주택

입찰신청업자들을 조직하여 현장답사

을 소유하며 개인주택소비가 전체소비의

4. 발주, 입찰제도

15%에 도달하며 도시와 수준이 전체인구
의 36%에서 도달하며 도시가스의 보급율

및 답변.
입찰평가위원 선정 및 낙찰방법 결정

사회주의 시장체재의 수요와 건설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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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신청서류에 대한 심사

낙찰통지서 발송

면허와 상응한 자격증가를 소유한 건설

업을 책임지며 건설부에서는 구체적인 관

낙찰업체와의 도급계약 체결

시공업체는 입찰서류에 의하여 입찰활

리를 진행하며, 건설감리회사를 심사, 비

동에 참가한다.

준한다. 또한 전국의 감리사의 자격시험

4.2 입찰서류(招標)

4.4.1 입찰신청

및 면허를 발표한다.

공사종합설명서, 공사명칭, 주소, 입찰

시공업체의 면허와 자격증서, 기업약력,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건설관리기구의

항목, 대지경계선, 건축면적, 기술요구,

자급정황, 직원수 및 기술자의 보유수,

주요 직책은 국가의 건설감리법규를 집행

품질표준, 입찰방식, 준공시간, 입찰신

평균기술등급 및 시공설비의 일람표. 근

하고 지방건설감리법규를 제정, 실시한다.

청업체의 등급기준 등이다.

3년의 주요한 공사정황, 현재의 주요한

필요한 설계도면 및 기술자료

시공현장에 대한 사항 제출

5.2 건설감리범위

공사량 리스트

입찰서류의 받을 때 반드시 입 찰보증금

건설감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은행에서 제시하는 건설자금 증명과 지

을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 중점건설공사,

급방식 및 지급 백분비.

4.4.2 입찰서류

대중형 공공공사. 상수도, 전기, 문화,

철강, 목재, 시멘트 등 주요 건설재료 및

공사량에 의하여 계산된 철근, 목재, 시

스포츠, 교육, 문화, 위생, 사회복지, 등

설비의 공급방식

멘트 등 주요재료.

3000만원이상 투자의 공사

특수공법의 요구 및 기술범위

시공공법의 선정 및 설비선정.

아파트단지의 공사; 건축면적이 3만m²

입찰신청서류의 작성요령

공사품질, 일정진도, 시공안전의 실시방

이상의 공사.

입찰, 개찰, 심의, 낙찰의 일정안배.

안.

외국정부 혹은 국제조직의 대출 및 원조

입찰보증금액의 한도 최고 1000원(130

공정개시, 준공 일정 및 공사진도

자금으로 진행하는 공사

달러)을 초과 못한다.

계약조건의 확인

국가에서 규정한 반드시 감리를 실시해

입찰신청업체의 법인 및 위탁인은 기한

야 하는 인프라 공사.

4.3 입찰최저가(標底)

내에 입찰서류를 밀봉하여 발주회사에 제

입찰에서 반드시 입찰최저가를 결정하

출한다.

여야 한다. 입찰최저가는 발주자가 자체로
혹은 건설행정주관부문이 인증하는 컨설

5.3 건설감리계약과 감리진행과정

입찰회사는 더 개성적인 설계방안, 계약조
건, 시공방안 등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5.3.1 건설감리계약
항목법인(발주자)은 입찰로서 감리회사
를 선정한다.

팅, 감리회사에 의하여 제정된다. 입찰최
저가는 설계도면, 관련서류, 및 국가에서

4.5 개찰, 심사, 낙찰

감리회사는 항목법인(발주자)와 계약관

제작된 기술, 경제표준이 규정된 규범에

개찰, 심사, 낙찰은 본지방의 입찰관리기

계이며 감리의 범위와 의무를 결정한다.

근거한 공정량에 의하여 결정된다. 입찰최

구의 감독하에 발주자의 주체로 진행된다.

감리비는 공정개략견적에 의하여 계산

저가는 원가, 이윤, 세금으로 구성된다. 입

입찰회사는 초청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

된다. 감리회사는 감리임무에 근거하여

찰최저가는 발주처의 계획하여 시장의 실

하며 공식적으로 입찰서류에 대하여 개찰

공사감리 기구를 설립한다. 일반적으로

제상황과 맞아야 하며 경쟁과 품질보장에

하며 최저낙찰가를 발표하며 낙찰 업체를

총감리공정사, 감리공정사, 일반 감리인

유리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입찰최저가는

발표한다.

원 등으로 구성된다. 감리 기구는 공사
시공시기 공사현장에 상주한다.

인건비, 자재, 장비등 가격의 변동요소를
고려하고 시공에서 보이지 않은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품질의 요구가 높을 때에

5. 건설공사감리제도(工程建設監
理規定)

5.3.2 건설감리 진행과정
건설공사의 감리계획을 제정하고 공사
일정, 세부공사의 감리세칙을 제정하며 이

는 그에 상응한 가격의 상승도 고려하여야
한다. 입찰최저가는 반드시 국가의 관리기

건설관리를 강화하고 건설품질을 제고

에 따라 감리를 진행한다. 공사의 준공단

구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입찰최저가는

하며 건설투자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하

계에 참가하여 검수하여 감리의견을 작성

개찰 때까지 밀봉하여야 한다.

여 건설부에서는 건설감리제도를 도입하

한다. 건설감리작업이 완료시 항목법인(발

였다.

주자)에기 건설감리 서류를 제출한다.
감리 시작시에 항목법인(발주자)는 감리

4.4 입찰(投標)
시공업체는 건설산업에서 건축상품의
생산자로서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5.1 건설감리 관리기구와 직책

회사의 총감리공정사에게 권한을 부여한

국가계획위원회와 건설부는 건설감리사

다. 총 감리사는 시공회사에게 감리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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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리동향

한을 통지하며 시공업자는 항목법인(발주

6. 삼협공사

고하여 상위의 100km²의 유역을 제어할

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감리를 받는다.

수 있다. 몇 십년의 연구와 논증 끝에 땜의
이적지를 이 곳에 두기로 결정지었다.

발주체

장강삼협공사의 땜은 철근콘크리트의
중력땜으로서 전체길이는 3035m이며 땜

감리회사

의 높이는 185m이고 정상저수위는 175m

일괄도급

이고 저수량응 395억m³이다. 홍수방지의
부분도급

부분도급

5.4 건설감리회사와 감리공정사
(工程建設監理單位와 監理工程師)
감리회사의 설립은 건설감리 주관기구
의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며 공상행정관리

6.1 배경

저수량은 221.5억m³아며 년간 발전량의

장강(長江)은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우

849억도 이다. 1만톤급 함대가 통과할 수

는 청장고원으로부터 발원하여 상해를 거

있으며 3000톤의 여객선은 빠른 속도로

쳐 동해로 흘러든다. 장강은 전체 길이가

승강할 수 있다.

6300km로서 년물흐름량이 10,000억m³

토량의 절토는 10,260만m³이고 성토는

이며, 총 낙차가 5800m로서 2.68억kw라

2930만m³이며 철근콘크리트의 타설량은

는 엄청난 물에너지 자원이 있다.

2715만m³이며 금속구조 안장은 28.l1만

기구에 기업법인등록을 진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장강은 또한 재난의 원천이다.

톤이다. 공정주기는 15년이며 9년째에 영

감리회사는 비준된 범위에서 공사감리업

장강은 기록된 것만으로도 2000년 사이에

구적인 통항건물은 사용할 수 있으면 부분

무를 진행한다.

214차의 큰 홍수가 일어 났으며 본 세기에

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다. 저수지는

감리회사는 건축시장 주체중의 하나이

3차례의 큰 홍수로서 31만명이 사망되었

43.13만무의 경작지를 수몰시키며 113.18

며 건설감리는 하이테크의 유상(有償)기술

으며 1954년의 홍수만으로서 100억원(12

만이란 인구가 l용할 것이다.

서비스이다. 감리회사는 프로젝트법인(項

억달러)이라는 직접적인 경제손실을 보았

目法人)과 계약관계이며 시공회사와는 감

으며 간접적인 부분은 계산할 수도 없다.

정적인 총 투자액은 954.7억(110억$)이
며 그중 공사투자비는 500.9억(60.4억$)

리관계이다. 감리회사는“공평, 독립, 자

“삼협공사”의 계획은 시작된 지 70년이

이고, 이미(移民) 보상금이 300.7억원이

주”의 원칙에서 감리사업을 진행하며 항목

라는 역사가 흘렀다. 특히 해방이후 대규모

며, 전력수송공사가 153억원 이다. 물가

법인과 피감리회사의 합법적인 권리와 의

의 측량, 계획, 연구, 논증이 진행되었으며

상승율과 이자율을 고려한 자금은 2093억

무를 수호한다. 감리회사는 감리업무를 타

많은 구 소련, 미국, 캐나다 등지의 과학자

으로서 220억달러이다.

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건설공사의 도급

들의 연구와 설계 등에 참여하여 왔었다.

삼협공사는 투자규모가 크나 20여년의

이나, 건축자재의 경영활동에 참가할 수

경제개혁정책으로 국민경제의 빠른 , 지속

없다.

증가로 1995년 삼협공사의 투자 65억(7억

감리공정사는 면허제도를 실시한다. 또

$)는 국민총생산액과 사화고정자산투자의

한“監理工程師崗位證書”를 타인에게 양

0.11%, 0.33%이다.

도할수 없다. 항목법인(발주자)는 감리공

장강삼협공사의 준공이후 홍수방지, 발

정사의 인정에 의하여 공사비를 지급한다.

전(發電), 항운(航運), 양식(養殖)업, 여행

항목법인(발주자)는 총 감리공정사의 지

산업, 생태계 보호, 환경정화(淨化), 개발

령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으며 감리공정

성 이민, 남수북조(南水北調), 관개용수 등

사는 공사 중에 과실이 있는 분할도금업체

10대이익을 얻을 수 있다.

(외주업체)를 변경할 수 있으며 항목법인

6.2 개요

(발주자)과 시공업체간의 분쟁을 조절

삼협수리공사는 봉절(奉節)로부터 의창

한다.

(宜昌)까지의 200km 되는 구간이다. 이는

감리공정사는 독립적인 면허를 소유한

구당협(瞿塘峽), 우협, 서릉협(西陵峽)등

건축사, 구조기술사와 동등한 성격인 건축

세 개의 대 협곡을 지나는데 이것이 장강

활동의 주체중의 한부분이다. 건설공사감

삼협의 총칭이다. 서릉협 중단의 호북성

리제도 와 감리공정사제도의 실시는 중국

의창경내에 삼두평(三斗坪)이라는 지역이

특유한 건설경영제도이다.

있는데 강곡이 넓으며 화강암으로 되어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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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공사진행

중보도(中保島)를 이용하여 강의 오른쪽

司)와 계약관계로서 시공업체를 관리하고

삼협공사의 항목법인(발주체)인 중국장

연안에 긴 제방을 건설하여 강물을 막았을

강삼협공정개발총공사(中國長江三峽工程

때 임시 통항을 할수 있는 導流明渠를 건

삼협공사의 준비공사중에서도 주체공사

開發總公司)를 설립하였다. 이는 하류의

설한다. 또한 외쪽 강변에 2단계 공사를

의 진행으로 시간의 없는 하에 준비공사가

갈주패 수력발전소를 합병함으로서 기존

위한 임시 감문공사를 진행한다.

많은 임시성과 설계도면과 공정량이 없는

의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는 동시에 또

제2기 공사(1999-2005)

국가의 직접적인 관여를 시행해 왔다.

감독한다.

상황하에서도 시공을 시작하였지만 감리
회사 외 시공업체간의 노력에 중복투자로

갈주패(葛洲浿)수력발전소를 삼협공사

인한 낭비를 최소로 줄였으며 세부계약이

의 항목법인(발주자)인 중국장강삼협공정

없는 관계로 마찰들에 대한 조절을 이루어

개발총공사(中國長江三峽工程開發總公司)

왔다.

에 소속되게 함으로서 갈주패수력발전소

공정관리에서도 P3 프로그램등 사용

의 발전이윤을 삼협건설자금으로 사용하

삼협공사의 공정분할코드방식 (WPS)를
구축하였으며 공사프로젝트관리의 조직분

게 하였다.

해구조인 OPS를 구축하였으며 P3를 간편

전부공사는 중국장강삼협공정개발총공

중보도와 좌측 강변사이 상위와 하류에

사에서 발주하고 공개입찰과 지명입찰을

뚝을 쌓고 땜의 주체공사와 발전소 공사를

통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진행한다. 제2기 공사중 선박들은 導流明

발주자와 분할도급업체 간의 공정시공

渠나 임시 갑문은 통하여 공사현장을 통과

관계에서 일정한 규칙을 작성하여 프로그

한다.

램의 혼란을 방지하였다.

공사는 준비공공공사, 주체공사, 마무리
공사 3단계로 구분되며 공정은 총 17년이
다.

제3기 공사(2006-2011년)

1단계준비공사 (1993-1998)

화할 수 있는 코드체계를 구축하였다.

자금의 운영방식에서 은행의 보함(保函)
Bid Bond, Performance Bond, Advance

삼협공사의 제1단계로서 공공공사를 준

Payment Guarantee, Maintainance

비공사라고 한다. 이는 1984년부터 점진

Guarantee 등 은행결재방식을 사용하

적으로 시작하였으나 1993년에 본격적으

였다.

로 가동하였다. 프로젝트 관리의를 위하여

TGPMS문서관리 시스템의 운행

삼협공정개발총공사에서는“준비공정프로

사협공사는 방대한 관리체계로서 문서

젝트 관리부”를 설립함으로서 시공기간의

관리체계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는 계약,
도면, 설비 등 관리와도 이주 큰 관계가 있

전기, 상수, 통신, 및 배수, 현장내의 교통,

導流明渠를 막고 강물을 저장하기 시작

가옥, 창고, 녹화 등 공사들을 관리하고 상

한다. 중보도와 우측 강변사이의 원 導流

수, 전기, 통신 시스템의 운행을 관리하게

明渠의 지역에 땜과 발전소를 세워 올리며

문서의 코드방식은]

한다.

강물이 영구적인 구명으로 흘러나가며 선

AAAA-BBBB-DD-DDDD

박은 영구갑문으로 통과한다.

AAAA：문서의 작성회사 혹은 부서

공공공사는 제2단계인 본 주체공사에

다.

BBBB：문서의 작성년

들어간 이후“공공공사프로젝트부”로 이
름을 고치며 자갈, 몰탈의 처리 시스템이

6.4 공사중 건설경영 개념의 운용

CD：문서유형

더해진다.

전반공사의 발주체는 중국장강삼협공정

DDDD：문서의 순서

2단계 주체공사

개발총공사(中國長江三峽工程開發總公司)

이는 문서의 열람, 발송, 저장 등 여러면

제1기 공사 (1994-1998)

통하여 진행된다. 중국장강삼협공정개발

에서 규정하였으며 현장관리 직원들의 편

총공사(中國長江三峽工程開發總公司)는

리를 도모하였다.

중앙의 직영회사로서 중앙인민정부에 책

철근콘크리트의 시공문서시스템의 설
계와 개발

임진다.
세부 공사는 공개입찰과 지명입찰에 의

삼협공사는 대규모의 1257.3m³라는 대
형의 콘크리트의 타설작업이 진행된다. 철

하여 진행된다.
감리회사들은 발주체인 중국장강삼협공

근콘크리트의 시공문서시스템의 설계와

정개발총공사(中國長江三峽工程開發總公

개발은 품질관리, 기성고의 산출, 성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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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리동향

출 등 면에서 쉬우며 공정관리시스템의 중

변화과정 중 많은 문제들이 존재해 왔었

요한 부분이다.

다. 중국에서 말하는“순두부공사”(부실공 “城市規劃原理”中國建築工業出版社

工業出版社

사를 말함)들의 날립으로 표준입찰제도와

공동주택연구회,“한국공동주택계획의 역

6.5 소결

감리제제도가 나왔으며 일괄도급과 분할

사”세진사

삼협공사는 중국의 경제와 기술이 일정

도급의 분명한 계선을 두었다. 중국은 일

한 축적을 이룬 후의 처음으로 되는 대형

괄도급 업체들의 자질과 자본금도 엄격히

공공공사로서 중국의 건설사에서 중요한

규정하였다.

의의를 가지고 있다.

건설정보통합화에서 아직도 많은 선진

참고 SITE
http://www.cin.gov.cn/

이와 같은 대현 건설공사는 처음이며 건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며 먼 길이 남았다.

中華人民共和國 建設部

설관리의 면에서 중요한 경험과 새로운 기

기쁘게 바라볼 것은 일부 발달국가의 선진

http://202.108.221.26/

술들이 모색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대형

적인 기술에 대한 도입과 경영개념에 대한

中國住宅産業

공공공사로서 충족한 자금과 긴 공사기간

빠른 접수와 본토화 과정을 신속히 진행하

http://202.108.221.28/gov/

으로서 건설관리에서의 새로운 프로그램

면서 빠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다.

建設部 住宅産業化促進中心
http://202.108.221.26/xiaokang/xiao

의 개발과 사용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건설

본 고에서는 중국건설의 현황, 개혁개방

기술면에서도 새로운 기술개발이 가능하

이후의 주택정책, 입찰, 낙찰제도, 감리사

kang.htm 小康住宅

게 하였다.

제도, 삼협공사 등 순으로 중국의 건설경

http://www.stats.gov.cn/

또한 일정한 국제적인 입찰과 경쟁하에

영의 현황을 고찰하였으나 자료가 충분하

中國統計信息網(중국통계정보망)

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금의 운영과 관리

지 않았음이 본 보고서의 한계이며 중국의

http://www.worldunion.com.cn/

면에서도 국제표준에 접근하였으며 건설

건설경영상황에 대한 전반적이 요해가 충

世紀地産 (부동산 회사)

관리에서 빠른 발전을 가져왔다.

분하지 않을 수 있다.

http://www.cein.gov.cn/home/
中國工程建設 및 建築業信息網

7. 결론

참고문헌

http://www.chinawater.net./
中國三峽工程

중국건설업은 특정한 역사 배경하에서
새로운 양상으로 크게 발전해 왔다. 급격

임길진, 이만형, 중국 주택정책연구 1990

http://www.wst.net.cn/sanx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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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三峽工程 大紀實

한 시기에 대량의 물량의 건축공사와 빠른 “跨世紀住宅小區方案競塞圖集”中國建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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