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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유네스코 창의 도시 네트워크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국제 수준의 경험이나 지식, 전문기술을 가진 창의도

시 간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7개 분야에서 총 8개의 창의도시가 존재하며, 대구의 경우에는 음악 

창의도시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는 음악 창의도시 대구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PCSI 모델을 기반으로 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PCSI 2.0 모델을 기반으로 서비스 내용 품질, 서비스 전달 품질, 서비스 환

경 품질, 사회적 책임, 불일치, 성과 그리고 만족도라는 변수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 가지 품질

과 사회적 책임 및 불일치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만족도는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고자 하

였다. 대구가 창의도시로서 역할 정립을 새롭게 하고 발전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키워드: 유네스코(unesco), 음악(music), PCSI 2.0 모델(PCSI 2.0 model), 만족도(satisfaction)

PCSI모델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발전방향에 관한 만족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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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유네스코 (UNESCO)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문화예술분야에서 국

제 수준의 경험이나 지식, 전문기술을 가진 창의도시 간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창의도시(Creative City)는 “창조적인 아이디어, 시민과 

예술인의 교류 활성화, 지역 고유 자원 등을 통해 문화도시를 산업적으

로 발전시킨 모델”[1]이다. 지금까지 유네스코의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도시는 72개국 중 180개 도시이다[2]. 국내에서 서울은 2010년

에 디자인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천은 공예 및 민속 예술, 전주는 

2012년에 음식으로 지정되었다. 2014년에는 부산이 영화로, 광주가 

미디어 아트로 창의도시에 선정되었다. 2015년에는 통영이 음악 

도시로 선정되었다. 대구는 2017년 창의 음악도시로 선정되었으며 

부천이 문학으로 선정되어 총 8곳이 국내에서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되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활동은 지역 혁신과 더불어 지역의 문화적 

혁신을 끌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현재 음악 창의도시 대구의 

역할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구가 창의도시로서 역할을 

정립하고 발전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현재 창의도시 지원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구의 음악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대구의 창의도시 지원 역할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고자 

PCSI 2.0 모델을 기반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UNESCO 창의도시 연구

기존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관련 연구들의 경우, 아직 미비한 편이다. 

대부분 정책 보고서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방안, 다른 도시 사례 

등을 소개한 연구들이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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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비스 품질 연구

서비스 품질(Service Quality)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전체적인 

평가를 일컫는 말로 만족도의 선행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5].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모델은 SERVQUAL이 대표적이며, 공공기관 고객

만족지수(Public 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index, PCSI)라는 

모델이 존재한다. PCSI는 공공분야의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고자 

만든 모델로 서비스 품질과 사회적 책임, 만족도, 불일치 그리고 

성과로 차원이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대구에 대한 음악 전문가들의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서비스 내용 품질, 서비스 전달 품질, 서비스 

환경 품질이라는 세 가지 변수를 구성하여 PCSI2.0 모델을 기반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III. The Research Model

본 연구는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대구에 대해 내용품질, 전달 

품질, 환경품질이라는 세 가지 서비스 품질 차원을 구성하였고 이러한 

품질요인들이 전문가들이 대구시 지원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연구하

고자 하였다. PCSI 지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만족도는 고객만족, 

서비스 품질, 불일치, 사회적 책임의 4개 차원으로 구성하였고, 각 

차원의 점수는 하위 구성요소의 산술평균 값으로 계산하였ㄷ. 각 

차원별 가중치와 차원 만족 값을 곱하여 전체 만족도 점수를 산출하였

다.

IV. Conclusions

7점 척도를 100점 만점 환산 점수로 변환하여 각 차원의 점수를 

분석하였다. 총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구시 음악전문

가들의 종합만족도는 73.7점으로 나타났다. 내용품질은 78.8점, 전달

품질은 75점, 환경 품질은 77.4점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책임은 77.1점, 

불일치는 74.1점이었으며, 고객만족은 70점으로 나타났다. 성과로는 

79.7점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차원이 80점을 넘지 못하였다. 상품품질 

중에서는 완결성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전달품질에서는 고객 케어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환경품질에서는 물리적 공간환경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와 만족도에 따른 IPA(Impact-Performance Analysis)를 

분석한 결과, 최우선 개선 과제로 제도/절차/시스템환경, 완결성, 윤리

성, 고객케어, 커뮤니케이션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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