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연구의 개요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연구배경
	2. 연구의 필요성

	1.2 연구의 목적
	1.3 연구의 방법과 범위
	1. 연구방법
	2. 연구범위


	제2장 상업지 특성 및 상업지 정비개념
	2.1 상업지역의 입지특성 및 상업지 정비
	1. 상업지 입지특성
	2. 상권과 상업지 정비

	2.2 도시환경 및 지역경제에 있어서 상업지 정비의 의미
	1. 도시환경에 있어서 상업지정비의 의미
	2. 지역경제에 있어서 상업지 정비의 역할

	2.3 상업지 정비의 정책적 시사점

	제3장 상업지 환경개선을 위한 기존 도시정비수법 검토
	3.1 도시정비 개념 정립
	3.2 현행 도시정비수단인 도시개발사업의 분석
	1. 도시개발사업의 개요 및 특성
	2. 상업지에 적용된 도시재개발사업의 특성
	3. 종합

	3.3 도시정비수법으로써 도시설계와 상세계획
	1. 목적 및 적용여건
	2. 정비대상과 문제점
	3. 정비수법별 주민참여 절차 및 문제점
	4. 서울시 도시설계 조정심의에 부의된 민원분석

	3.4 기타 상업지 정비관련 사업
	1. 도, 소매진흥법에 의한 상점가진흥조합이 시행하는 사업
	2.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
	3. 사업의 특성 및 적용가능성

	3.5 소결
	1. 상업지 정비에 있어서 기존 정비수법의 적용가능성 및 한계점
	2. 기존 법체계 내에서의 개선방안


	제4장 일본의 상업지 정비제도
	4.1 일본의 상업지 정비제도
	1. 건축협정
	2. 마찌쯔구리협정
	3. 일본의 상점가 근대화사업

	4.2 일본의 상업지역 정비사례
	1. 모또마찌 지구
	2. 마차도

	4.3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상업지의 주민협의제 조직 및 주민참여 실태
	5.1 상업지정비에 있어서 주민참여 개념
	1. 주민참여의 개념설정
	2. 상업지 주민참여의 특수성
	3. 상업지정비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범위

	5.2 상업지의 주민참여 형태 및 주민협의체
	1. 상업지 주민참여의 형태
	2. 상업지의 주민협의체 조직

	5.3 상업지 주민참여실태와 문제점
	1. 개요
	2. 상점가 주민협의체 인터뷰결과
	3. 설문조사 결과분석
	4. 문제점 및 개선과제


	제6장 상업지 정비주체 유형별 사례연구
	6.1 사례연구의 개요
	1. 사례연구의 목적
	2. 사례지역의 선정

	6.2 유형별 사례연구
	1. 명동지구
	2. 압구정동 패화도가
	3. 경동약령시

	6.3 사례유형별 분석종합 및 평가
	1. 관, 민 협조의 정비사례(명동)
	2. 민간컨설턴트 주도의 정비사례(압구정동 패화도가)
	3. 민간주도의 정비사례(경동약령시)
	4. 시사점


	제7장 주민참여형 상업지 환경개선 방안
	7.1 상업지정비에 있어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1. 주민참여 활성화의 기본방향
	2. 주민참여 활성화의 선행요건
	3. 주민참여 상업지 정비 지원체계 제도화 방안

	7.2 정비대상별 결정주체 분류 및 단계별 정비수법 파악
	1. 상업지 정비의 단계 구분
	2. 상업지 환경정비의 결정주체
	3. 결정주체에 따른 정비사업
	4. 자율적인 상업지 정비대상별 정비수법의 모색

	7.3 실현가능한 유도 및 지원방안 검토
	1. 규제완화 및 개발규모 확대 인센티브(incentives)
	2. 재정보조 인센티브
	3. 행정적 인센티브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