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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업개요 및 특성

“뭐 좋은 카피 없냐?” 사회에서 여러분이 지겹도록 듣도록 듣게 될 말이 바로 좋은 카피, 좋은 제목, 좋은 타이틀, 좋

은 부제, 좋은 사진설명일 것이다. 피디건, 작가건, 광고감독이건, 홍보기획자건 좋은 제목과 카피에 대한 갈증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우리는 영상이 힘을 발휘하는 영상의 시대에 살고 있다. 앞으로 영상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영상은 적절한 언어와 결합될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따라서 영상이 주는 효과와 이를 극대화시킬 카피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한다면, 탁월한 아이디어 고안자로 거듭날 수 있다. 영상의 이미지는 뜻이 많다는 점에서 다의적이다. 뜻이 

많으므로 언어적 설명이 곁들여질 때, 비로소 의미가 고정된다. 표류하는 배에 닻을 다는 것처럼 영상에 걸맞는 카피를 

달 때 영상은 안정된다. 여러분이 영상과 언어에 대한 감각을 배양한다면, 콘텐츠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2. 수업 목표

영상의 특성을 이해한다.

말의 힘을 이해한다.  

읽고 생각하고 쓸 줄 안다. 

영상에 맞는 카피를 작성할 줄 안다.

언어로 콘텐츠를 기획할 줄 안다. 

 8. 수업의 관련자료(교재, 참고문헌, 기자재)

꼭 읽어야 할 책(미리 준비하기)

1. 영상 카피라이팅, 이론과 실제(홍경수, 2014)

2. 카피라이팅 : 3초 안에 반응이 오는 세상 모든 글쓰기(최병광, 2007)

3. 세 PD의 미식기행 여수(손현철, 홍경수, 서용하, 2014)

4. 글쓰기의 최전선(은유, 2015)

5. 시집 1권 (박준,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허은실, 나는 잠깐 설웁다 중 택1

기타 참고도서

김인식 편(2000). 이미지와 글쓰기-롤랑바르트의 이미지론. 세계사

고경태. 유혹하는 에디터. 한겨레출판사

류시화(2000).한 줄도 너무 길다. 이레.

천현숙(2010). 커피라이팅의 원리와 공식. 커뮤니케이션북스.

최병광(2010). 21세기 셰익스피어는 웹에서 탄생한다. 책이있는 풍경 

유나이티드테크놀로지사(2005) 카피 카피 카피. 커뮤니케이션북스

송치복(2003). 생각의 축지법.디자인하우스

이충걸(2008) 갖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 인생을 위하여. 

조지 레이코프 지음, 유나영 옮김(2006)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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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별 세부계획

 

 

주차 강의내용 과제 자료

1주 강의소개 및 왜 언어인가?
카피라이팅 : 3초 안에 반응이 오

는 세상 모든 글쓰기 발제

영화 HER와 담포포

보기

2주 이미지와 영상의 이해
영상카피라이팅 1,2장 발제(연습문

제 풀기 포함)

3주 언어의 힘, 에크프라시스
영상카피라이팅 3,4장 발제 연습문

제 포함
이미지와 이야기구성

4주 수사학과 카피라이팅 영상카피라이팅 5장, 6장 발제

5주 프레임, 프레이밍 시집 읽기

6주 하이쿠와 일본의 광고카피 영상카피라이팅 7,8장 발제

7주 한국의 대표카피

8주 시에서 배운다 교양프로그램 대본 구하기
예능프로그램 오디오없이

보기

9주 신문잡지 편집에서 배운다 신문 읽어오기 경향신문 제공

10주 예능 프로그램 자막쓰기

11주 교양 다큐 대본쓰기 세 PD의 미식기행 여수 발제

12주 밑줄긋기 훈련

13주 미식 스토리텔링 카피라이팅 직업세계

14주

15주 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