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1. 연구 방법
	2. 연구 범위

	제3절 연구 체계

	제2장 중국 개방화 전략에 대한 이론 고찰
	제1절 경제특구와 국가급 신구에 관한 일반개요
	1. 국가급 신구와 경제특구의 개념
	1) 국가급 신구
	2) 경제특구

	2. 경제특구와 국가급 신구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2절 중국 허베이 슝안신구에 관한 고찰
	1. 슝안신구에 관한 일반 개요
	2. 슝안신구 설치배경 및 목적
	1) 슝안신구의 설치배경
	2) 슝안신구 설치 목적

	3. 슝안신구 개발 전략 내용

	제3절 광동 선전특구와 상해 푸동신구에 관한 고찰
	1. 광동선전특구에 관한 고찰
	1) 광동선전특구 일반 개요
	2) 광동선전특구 설치 배경 및 목적
	3) 광동선전특구 개발전략 내용

	2. 상해 푸동신구에 관한 고찰
	1) 상해 푸동신구 일반 개요
	2) 상해 푸동신구 설치배경 및 목적
	3) 상해 푸동신구 개발전략 내용


	제4절 선행연구 고찰
	1. 국내 문헌고찰
	2. 국외 문헌고찰


	제3장 슝안신구와 선전특구푸동신구와의 비교분석
	제1절 비교분석의 틀
	제2절 3대 국가급 전략의 유사점 분석
	제3절 3대국가급 전략의 차이점 분석
	제4절 소결

	제4장 슝안 신구의 지역발전방안
	제1절 베이징의 비수도기능 발전방안
	제2절 중국의 징진지 균형발전방안
	제3절 중국의 남북경제 균형발전방안
	제4절 스마트시티 발전방안

	제5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1. 국내문헌:
	2. 국외문헌:
	3. 인터넷 자료:



<startpage>13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3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4
  1. 연구 방법 4
  2. 연구 범위 4
 제3절 연구 체계 5
제2장 중국 개방화 전략에 대한 이론 고찰 7
 제1절 경제특구와 국가급 신구에 관한 일반개요 7
  1. 국가급 신구와 경제특구의 개념 7
   1) 국가급 신구 7
   2) 경제특구 10
  2. 경제특구와 국가급 신구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13
 제2절 중국 허베이 슝안신구에 관한 고찰 15
  1. 슝안신구에 관한 일반 개요 15
  2. 슝안신구 설치배경 및 목적 17
   1) 슝안신구의 설치배경 17
   2) 슝안신구 설치 목적 18
  3. 슝안신구 개발 전략 내용 20
 제3절 광동 선전특구와 상해 푸동신구에 관한 고찰 20
  1. 광동선전특구에 관한 고찰 20
   1) 광동선전특구 일반 개요 20
   2) 광동선전특구 설치 배경 및 목적 21
   3) 광동선전특구 개발전략 내용 22
  2. 상해 푸동신구에 관한 고찰 24
   1) 상해 푸동신구 일반 개요 24
   2) 상해 푸동신구 설치배경 및 목적 24
   3) 상해 푸동신구 개발전략 내용 26
 제4절 선행연구 고찰 29
  1. 국내 문헌고찰 29
  2. 국외 문헌고찰 31
제3장 슝안신구와 선전특구푸동신구와의 비교분석 33
 제1절 비교분석의 틀 33
 제2절 3대 국가급 전략의 유사점 분석 34
 제3절 3대국가급 전략의 차이점 분석 38
 제4절 소결 43
제4장 슝안 신구의 지역발전방안 48
 제1절 베이징의 비수도기능 발전방안 48
 제2절 중국의 징진지 균형발전방안 51
 제3절 중국의 남북경제 균형발전방안 53
 제4절 스마트시티 발전방안 55
제5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 60
참고문헌 62
  1. 국내문헌: 62
  2. 국외문헌: 62
  3. 인터넷 자료: 65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