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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신용카드 소지자들은 카드결제수단용을 넘어 본인을 나타내는 심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30, 

40  업주부가 신용카드를 발 할 때 어떤 디자인 요소가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 목 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고객  연구 상자를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30, 40  주부 총 200명을 선정하여 국내 신용카드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요소가 신용카드 선택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카드사 자료와 참고문헌, 선행연구를 토 로 설

문지를 작성하여 설문조사를 하 다. 설문조사 결과 신용카드 디자인 요소  색상은 무채색 계열과 메인 이미지는 

이미지나, 로고를 강조하지 않고 컬러로만 사용한 단순한 디자인을 가장 선호했고 다음으로 캐릭터형을 선호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카드 장식은 없는 것을 선호하며, 속 느낌의 카드 재질을 가장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카드사에서 30, 40  주부를 상으로 하는 디자인 개발 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주제어 : 신용카드, 신용카드 디자인, 신용카드 디자인 선호도, 디자인 요소, 업주부 

Abstract   Credit card holders are showing a higher level of psychology to show their identity beyond 

the means of pay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ich design factors affect the 30th 
and 40th generation housewives when issuing credit cards. A total of 200 people in the 30s and 40s 
housewives who live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were selected from among the customers who use 

the credit card, and the effect of the design factors of the domestic credit card on the selection of the credit 
card, Based on previous studies, questionnaires were prepared and surveyed. As a result of the survey, it 
was found that the color design of the credit card design element was the achromatic system and the main 

image was the simple design which only used the color without emphasizing the image or the logo, and 
then the character type was preferred. I prefer not to have a card decoration, and I have found that a 
metal-like card material is the most preferred. Through this, I would like to suggest directions for the 

design development for 30 and 40 housewives in credit card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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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과 목적

본 논문은 카드사용을 많이 사용하는 30, 40  업주

부의 신용카드 디자인요소가 신용카드 선택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이다. 최근 소비자들은 디자인 감각과 본

인의 이미지 제고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1] 신용카

드 발  시 과거와 달리 상품의 혜택  기능뿐만 아니라 

창조 이고 유니크한 디자인까지 고려 사항으로 포함되

었다. 이제는 신용카드 디자인이 하나의 경쟁력으로 신

용카드 시장에 자리 잡았다[2]. 

2016년 여신 융 회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  건수 

9,564만장,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 수 3.5장, 가맹  

250만 , 이용 액 596,032.2 십억원의 규모에 이르고 있

다[3]. 연령별 카드 사용액 비 은 20  7.8%, 30  

29.3%, 40  33.5%, 50  2.1% 60  이상 8.1%로 30~40

가 가장 많이 비 을 차지했다[4]. 이처럼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다수가 카드를 한 카드 지갑을 따로 가지

고 다니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고 그 만큼 카드의 비

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5]. 과거 신용카드의 기능이 제

품 혹은 서비스 구매 결제 는 신분증명용이었다면, 

재는 신용카드 디자인에 가치를 더하여 지갑 속 액세서

리의 역할을 맡고 있다[6]. 

각 카드업계의 신용카드 포화상태인 지 , 카드별 다

양한 서비스와 혜택이 많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은 신용카

드사의 서비스로는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한 것으로 나

타났다[7]. 이제는 충성고객 확보를 해 신용카드 디자

인으로 승부를 보고 있다[8]. 특히 우리나라가 여성 선호

형으로  사회문화 특성이 변화함에 따라 남성보다 

여성이 신용카드 이용률이 높은 반면 연체율이 낮아 카

드업계에서 최우량 고객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신

용카드업계도 사회와 시 에 맞게 여성 용신용카드를 

출시하며 발 하고 있다[9]. 

신용카드 시장이 여러 가지 마 으로 활성화하는 

과정 속에서 소비자와 하며 가장 요한건 소비자의 

개성을 악하여 신용카드 디자인요소를 통해 신용카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확립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

용카드라는 한정된 크기 안에서 각 기업의 과도한 서비

스와 마  고지로 기업마다 신용카드 디자인의 정체성

이 모호해지며[10], 시  변화를 반 하기 해 신용카드

의 디자인이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에 한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재 신용카드 디자인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신용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30, 40  주부를 상으로 한 신용

카드 디자인이 개발될 수 있는 방향 제시에 목 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신용카드의 디자인

1978년 한국신용카드의 KOCA카드와 Korean 

Express 회사의 Korean Express 카드 등이 발 되면서

부터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가맹 을 갖춘 문  신용카

드가 출 하기 시작했다[11]. 정부의 신용카드 정책과 카

드사의 공격  마  경쟁이 맞물려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다[12]. 과거 신용카드의 큰 기능은 지불수단, 신용증

명, 신분증명뿐이었다면[13] 최근에는 소비자에게 액세

서리 역할을 하게 되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때 신용카

드 디자인이 요한 역할이 되었다. 카드 디자인은 조형

을 조화롭게 만드는 미의 규칙이며, 하나의 심미  구성 

계획이다. 1993년 후발 회사 던 카드가 카드에 새

로운 디자인을 도입하는 마 을 펼침으로서 업카드

업계에서 단기간에 수익기반을 크게 확 하는 데 역할이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14].

우리나라 신용카드의 KS규격을 공업진흥원에서 정해 

놓고 있으며, 카드디자인은 면 우측 하단에 MASTER 

 VISA 로고와 홀로그램, 카드사 로고, 하단 앙에는 

양각되는 텍스트 등을 제외한 공간에는 랜드 이름  

제휴사 로고 등을 이용한 디자인이 가능하다[15]. 카드의 

비율은 1:1.585로서, 가장 안정 이고 편안하게 느끼는 

황 비율 1:1.618과 유사한 비율을 가지고 있다[16].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신용카드 디자인 구성요

소로 색상, 로고 는 심벌, 아이콘이나 이미지가 반복되

는 패턴 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설문조사방법 및 결과분석

3.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분석 상은 30 에서 40  업주부를 

상으로 신용카드 디자인 구성요소가 신용카드 선택에 미

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신용카드 디자인의 유형 

분류를 해 총 10개의 은행과 카드 회사 사이트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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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1
When I choose a product, I like to be more 
practical than cool.

Life
Style

L.S.2
When I choose a product, I try to compare 
and buy various things.

L.S.3
I usually prefer to choose a product based 
on feelings or feelings.

L.S.4
When I choose a product, I tend to focus 
on color and design.

L.S.5
I like to buy brands that others know as 
much as possible.

L.S.6
I tend to buy products that can express my 
image to others.

있는 신용카드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선행연구

와 문헌을 통해 신용카드 디자인 유형 분류를 나 었다. 

구체 인 설문항목은 신용카드 디자인 요소별 요도, 

선호하는 신용카드 디자인, 색상  카드 장식 요소, 재질

에 한 선호도로 <Table 1>과 같이 구성하 다. 

 

Classification

General
matters

Gender

Age

occupation

Family income

Design 
elements  
importanc
e and 
preference 
of credit 
card

Main 
Des i gn 
Importan
ce

Color

Logo or symbol

Patterns in icons or images 
are repeated

Geometric graphics, such as 
straight lines and curves

Illustrations like pictures, 
characters, photos

Decorative elements like 
jewelry, hologram

White space

Openness of space for
illustrations

Material

Main 
color
preferen
ce

Achromatic color series

Cold color series

Warm color series

Metallic color series

Low chroma series

High chroma series

M a i n 
d es i gn 
type of 
Preferen
ce 

Logo and symbol center type

Logo and symbol expanded

Curved graphic type

Line graphical type

Pattern type

Illustration type

Closed type

Open type

Simple type

Character type

Decorati
on 
preferen
ce

jewelry

hologram

Color border of card

None

Material
preferen
ce

Metal

Plastic

Leather 

Other new materials

<Table 1> Survey items

본 설문은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 여성 200명

을 상으로 온라인 설문으로 응답자가 직  검하는 

자기기재방법으로 실시하 다. 조사 기간은 2017년 08월 

25일부터 2017년 08월 28일까지 약 4일간 진행하 다. 설

문조사의 상은 30  100명, 40  100명으로 할당하

다. 

응답자의 설문내용은 교차분석(cross tabulation)을 이

용해 분석하 으며,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  

p<.05에서 연구검증을 채택하도록 하 다. 그리고 통계

처리는 SPSS Statistics 24 Standard 로그램을 사용하

여 분석하 다. 

설문항목은 5  척도로 구성하 으며, 응답자 비율 분

석을 하여 정응답에 해당하는 4 과 5 을 합친 

top2%의 분석결과를 제시하 다. 특히 소득, 학력, 라이

스타일 응답비율이 높은 순으로 상  4순 만 제시하

다. <Table 2>는 응답자 특성에 한 결과이다. 

Respondent characteristics Number of cases(%)

Age
30s 100 people (50%)

40s 100 people (50%)

Household 
income

Under 3,000,000won 28 people (14%)

3,000,000won~ 27 people (23.5%)

4,000,000won~ 49 people (24.5%)

5,000,000won~ 40 people (20%)

6,000,000won~ 18 people (9%)

More than 
7,000,000won~

18 people (9%)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graduate

42 people (21%)

Graduated college 51 people (25.5%)

Graduated from 4 
year college

100 people (50%)

Master or Ph.D. 7 people (3.5%)

<Table 2> Respondent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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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신용카드 디자인 중요도 및 선호도 분석

설문조사 결과 30, 40 가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Top 2만 선정하여 분석을 하 다.

<Table 3> Design elements importance of credit card 

color 

신용카드 선택 시 고려 요인  디자인 요소에 한 

질문으로 “색상”에서는 체 응답자  30 의 응답의 

높은 평균을 보 다. 그리고 동의하는 의견 Top 2는 

체의 41.5%로 반 하는 의견 14.5%에 비해 높게 나타났

으며, 특히 40 (54.2%) 응답자가 동의하는 의견으로 높

게 나타났다. 이들의 특징은 4년제 학을 나와 가구소득 

300만 원 이며, 주로 소비 유형은 이성 이며, 감성 인 

것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선택했다.  

 

<Table 4> Design elements importance of   credit card 

logo or symbol

  

신용카드 디자인 요소  “로고 는 심벌"의 요도

를 알아보았을 때 40  응답자들의 높은 평균을 보 다. 

동의하는 의견 Top 2의 체 42.0%로 반 하는 의견 

15.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들의 특징은 4년제 학

을 나와 가구소득 300, 400만 원 이며, 주로 소비 유형은 

이성 이며, 감성 인 것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선택했다.

<Table 5> Design elements importance of credit card 

patterns in icons or images are repeated

신용카드 디자인 요소  “아이콘이나 이미지가 반복

되는 패턴"이 얼마나 요한지에 한 문항에서는 30

의 응답자들이 높은 평균을 보 고, 동의하는 의견(Top 

2)은 체의 24.5%로 반 하는 의견 22%에 비해 높게 나

타났다. 이들의 특징은 4년제 학을 나와 가구 소득 400

만 원 이며, 주로 소비 유형은 이성 이며, 감성 인 것

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선택했다.

<Table 6> Design elements importance of credit card 

geometric graphics, such as straight lines 

and curves

신용카드 디자인 요소  “직선, 곡선과 같은 기하학

 그래픽"이 얼마나 요한지에 한 문항에서는 앞 문

항과 달리 40  응답자들이 높은 평균을 보 으며, 립

인 의견은 52.5%로 과반수를 넘었다. 

<Table 7> Design elements importance of credit card 

illustrations like pictures, characters, photos

 

신용카드 디자인 요소  “그림, 캐릭터, 사진과 같은 

그래픽"에 해서도 40  응답자들이 높은 평균을 보

다. 동의하는 의견(Top 2)은 체의 45%로 반 하는 의

견 15.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들의 특징은 4년제 

학을 나와 가구소득 500만 원 이며, 주로 소비 유형은 

이성 이며 감성 인 사람들이 선택했다.

<Table 8> Design elements importance of credit card 

decorative elements like jewelry, hologram 

신용카드 디자인 요소  “보석, 홀로그램과 같은 장

식요소"에 해서도 40  응답자들이 높은 평균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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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의하는 의견(Top 2)은 체의 26.5%로 반 하는 

의견 2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들의 특징은 4년제 

학을 나와 가구소득 500만 원 이며, 주로 소비 유형은 

이성 이며 감성 인 사람들이 선택했다. 

<Table 9> Design elements importance of credit card 

white space  

신용카드 디자인 요소  “여백"에 해서도 40  응

답자들이 높은 평균을 보 다. 동의하는 의견(Top 2)이 

체의 36.5%로 반 하는 의견 20%에 비해 높게 나타났

다. 이들의 특징은 4년제 학을 나와 가구소득 400만 원

이며, 주로 소비 유형은 이성 인 사람들이 선택했다. 

<Table 10> Design elements importance of credit card 

Openness of space for illustrations

 

신용카드 디자인 요소  “공간의 개방성(일러스트 그

림이 카드 안쪽에만 있거나 카드 밖으로 나가 연장되

는지)"에 해서도 40  응답자들이 높은 평균을 보 다. 

동의하는 의견(Top 2)은 체의 57%로 반 하는 의견 

1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들의 특징은 4년제 학을 

나와 가구소득 400만 원 이며, 주로 소비 유형은 이성

인 사람들이 선택했다.

<Table 11> Design elements importance of credit card 

material

신용카드 디자인 요소  “카드의 재질"에 해서도 

40  응답자들이 높은 평균을 보 다. 동의하는 의견

(Top 2)은 체의 66.5%로 반 하는 의견 6.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들의 특징은 4년제 학을 나와 가구소

득 500만 원 이며, 주로 소비 유형은 이성 이며 감성

인 사람들이 선택했다.

<Table 12> Main color type of preference

신용카드의 색상에 한 항목에서는 체의 24%가 무

채색 계열을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채도 계열(23%) > 

속색 계열(22%) 순으로 나타났다. 무채색 계열의 경우 

30 가 주로 선택했으며, 40 는 속색 계열을 선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상  3순 에서 연령별 비율을 언

했다. 

<Table 13> Main design type of preference 

체의 37%가 단순형(이미지나 로고를 강조하지 않

고 컬러만 사용한 단순한 디자인) 보기를 선택했으며, 다

음으로 캐릭터형(19.5%) > 로고  심벌 심형(단순한 

배경 가운데에 로고  심벌을 강조 배치한 기본 인 디

자인)(14%) 순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14> Decoration preference

체의 31.5%가 없음. 보기를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홀로그램 27.5% > 카드의 컬러 테두리(24%) 순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30 가 카드 장식 요소 없는 것을 선호했

고, 40 는 홀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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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Material preference

체의 45%가 속 느낌을 선호했다. 다음으로 라스

틱 느낌(41%) > 가죽 느낌(14%) 순으로 나타났다. 40  

응답자는 속 느낌을 주로 선택했으며, 라스틱 느낌은 

30 의 응답률이 타 집단 비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신용카드 디자인을 유형별로 나 어 분석하여 설문 

조사한 결과 40 가 30 보다 디자인에 더 많은 심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단순형과 캐릭터형의 카드디자인

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차지했다. 속 재질과 라스틱

의 재질을 선호함을 선호도 조사에서 알 수 있었다. 한, 

소비자에게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했던 무채색계열을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으로 카드사들은 30, 40 의 선호도 차이를 고

려하여 신용카드의 주 상에 알맞게 디자인을 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신용카드 디자인 개발에 있어서 사

용자 상에게 맞게 개발될 수 있는 방향의 기 을 제시

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 한다.

본 연구의 한계성은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30, 40

 업주부만 참여한 것과 기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일부 참고하여 디자인 구성요소 분류기 을 정하

기 때문에 측정 정도가 다소 미비할 수 있음을 밝힌다. 

향후 연구방향은 국의 업주부를 상으로 신용카드 

디자인이 신용카드 선택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에 

해 객 으로 규명할 수 있는 추후 연구가 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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