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착 끌어당기는 360도 글쓰기 교실 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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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부터 홈페이지, 문자, 공간 카피까지 마케터분들의 니즈에 맞게!
채널에 따라 360도로 고객을 착! 끌어당기는 글쓰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제일기획 등 광고대행사 카피라이터로 오랜 기간 일했으며, 디지털 중심 광고대행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거쳐 대기업에서 고객 메시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베테랑이
알려주는 마케터의 ‘360도 글쓰기’ 강의입니다.

카피 강의가 왜 이렇게 체계적이야? 차원이 다른 완전 탄.탄.한 커리큘럼
브랜드 페르소나 수립부터 컨셉 잡기, 다양한 채널에서의 카피 작성 방법까지.
카피라이팅에 꼭 필요한 것만 유기적으로 깊이 있게.

책이나 원-데이 클래스에서는 보지도 못한
14년 차 카피라이터의 실무 노하우가 팡.팡
제일기획 카피라이터부터 Creative Director, 그리고 대기업 고객메시지연구소까지,
다양한 카피라이팅 직무를 담당한 현직자가 전달하는 고객에게 팔리는 글쓰기 법칙의 모든
것.

카피 앞 머리 싸매고 주저하는 실무자를 위한,
내일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카피 쓰는 방법
‘글은 짧게 써야한다’는 이론적인 이야기나 ‘일상 속에서 찾는다’ 는 인사이트 위주 강의가 아닌
정말 실무에 카피라이팅을 적용해야 하는 실무자를 위한 강의.

1주차

마케터가 글을 쓸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_마케터여, 놓치지 말자!
- 브랜드
- 브랜드 페르소나의 정의
- 브랜드 페르소나를 잘 담은 사례
- 브랜드 감성을 전달하는 글쓰기 요령

- 고객
- 글을 읽은 고객의 관점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

마케터가 글을 쓸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_당신에게 힘이 될 필.살.기
- 네이밍
- 네이밍이 중요한 이유
- 여러 가지 네이밍 방법과 사례
- [실습] 잠깐만, 네이밍 실습하기

- 스토리텔링
- 스토리텔링의 힘과 사례
- 스토리텔링 작성 방법

2주차

고객을 착 끌어당기는 글쓰기_클릭은 물론 구매까지 착! 착!
- 카피라이팅, 컨셉이 반이다
- 두 말하면 잔소리! 컨셉의 중요성!
- 기가 막힌 컨셉의 예시 및 사례
- 실제 컨셉 작성 방법
- [실습] 컨셉 잡아보기 실습

- 카피라이팅, 기본을 파헤치다
- 카피라이팅이란 무엇인가?
- 광고주로서 좋은 카피 감별하는 법
- 카피라이팅 기본 방법
- 카피에 맛을 더하는 레시피
- 알아두면 요긴한 유형별 카피 작성 요령
- [실습] 카피라이팅 실습

3주차

360도 채널별 카피라이팅 Ⅰ_그래, 나도 할 수 있어!
- 동영상을 위한 카피라이팅
- TV 광고 카피 작성법
- 바이럴 동영상 카피 작성 노하우
- [실습] TV 광고 카피 실습

- 인쇄 매체 카피라이팅
- 신문 및 잡지 카피 작성법
- 전단지 및 리플렛 메시지 잡기
- [실습] 잡지 광고 카피 실습

- OOH 카피라이팅
- 버스/지하철/택시 카피 작성법

- 전화 스크립트/문자/전단지 작성법

4주차

360도 채널별 카피라이팅 Ⅱ_요즘엔 이런 게 먹어주는 거야!
- 홈페이지 및 앱 카피라이팅
- 메인 및 상세페이지 카피 및 문구 작성법

- SNS를 위한 카피라이팅
-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등 카피 작성 요령
-[실습] 제한 시간 안에 SNS 글쓰기

- 공간을 위한 카피라이팅
- 매장에 특화된 카피라이팅

- 360도 카피라이팅 요약 및 실습

상시 혜택 1

강사님의 꼼꼼한 피드백
- 14년 경력의 카피라이터에게 받는 우리 카피 피드백!
-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마케터라면 강사님에게 피드백을 꼭 받아보세요!

상시 혜택 2

강사님의 풍부한 레퍼런스 창고
- 아이디어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 강사님이 14년 동안 모았던 꿀 같은 레퍼런스를 수강생에게만 단독 공개합니다.
- 레퍼런스를 활용한 마케팅 글쓰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임동현
前 SK브로드밴드 고객 메시지 연구소 근무
前 HS애드 카피라이터
前 제일기획 카피라이터
前 애드쿠아 인터렉티브 Creative Director
· 참여 브랜드 :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화재,
대한항공, KT, 네이버, 넷플릭스, 동서식품, 매일우유
등

“요즘은 마케터도 직접 글을 써야 할 일이 많으며
그러한 상황 또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설령, 글을
쓰지 않더라도 카피라이팅 등에 감을 잡고 있으면
마케팅 업무를 하다가 마주하게 되는 여러 글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수월하게 글을 쓸 수 있으며, 어떤 게
좋은 글인지 매의 눈으로 감별할 수도 있습니다.”

강남강의장

❖ 강의에 따라 강의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