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디즈 광고서비스 BETA
배너 가이드라인 (홈 배 너 / 띠 배너 / 리스트 배너)
Ver. 2022. 8

와디즈 광고서비스 준수사항
광고 진행 관련

1) 1차 심사 승인된 프로젝트 메이커님 대상으로 광고 서비스가 제공되며, 외부 사이트로의 랜딩 광고는 지원하지 않고 있어요.
2) 광고 소재는 와디즈 가이드에 따라 제작해주세요.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소재 수정 요청 및 자체 수정될 수 있으며 기준에 따라 광고 게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모든 광고는 와디즈 [내부 가이드] 따라 엄격하게 심사 후 통과된 프로젝트에 한하며,

광고 집행일 시점에 프로젝트 페이지가 문제없이 확인될 시에만 실제 집행이 가능하답니다.

4) 광고접수는 광고시작일 기준 영업일 3일 전까지 등록이 필요하며, 영업일 내 영업시간 (오전 10~ 오후 4시) 내에 이루어집니다.
원활한 광고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영업시간 내에 등록을 진행해주시는 게 좋아요.

* BETA기간의 한정적인 구좌 운영으로 약 2~3주 전 부터 광고가 마감되고 있습니다. 사전 광고 계획을 통해 빠른 광고 예약 부탁드립니다.
* 광고 등록 후, 해당 일자의 구좌 마감 시 [피드백]을 통해 진행 가능한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광고 카피 & 이미지 제작 관련

1) 펀딩으로 이끄는 배너 작성법과 이미지 선정 방법을 알려드려요.
* 본 가이드 11p~19p를 참고해주세요.

와디즈 광고 영역 - (1) 홈 배너
각 페이지의 최상단 홈 배너 영역입니다.
메인 홈 / 펀딩 홈 / 오픈예정 홈

홈 배너 적용 예시
Mobile

PC

3가지 페이지에 홈 배너 광고 영역이 있어요.

배너 규격 가이드라인

이미지

메인�카피�띄어쓰기�포함
16글자씩 2줄

메인�카피�띄어쓰기�포함
16글자씩 2줄
서브카피�띄어쓰기�포함 32글자

서브카피�띄어쓰기�포함 32글자

· 사이즈 : W2880 x H760px

· 모바일영역 : W1380px (center)
· 용량 : 1MB 미만

펀딩 프로젝트명
펀딩 프로젝트명

· 형식 : JPEG, JPG, PNG

카피

· 메인카피 : 띄어쓰기 포함 16글자 2줄

펀딩 프로젝트명
펀딩 프로젝트명

펀딩 프로젝트명

펀딩 프로젝트명

펀딩 프로젝트명

펀딩 프로젝트명

펀딩 프로젝트명

펀딩 프로젝트명
펀딩 프로젝트명

펀딩 프로젝트명

펀딩 프로젝트명

펀딩 프로젝트명

· 서브카피 : 띄어쓰기 포함 32글자 1줄
※ 특수 문장 부호 및 한자 사용이 불가해요.

노출 영역 상세 안내

❶ 비노출 될 수 있는 영역 (W2880 x H90px)

상하단 영역은 디바이스, 스크린 크기에 따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❷ 모바일 영역 (W1380 x H760px)

노출 영역 상세 안내

❶

주요 이미지가 모바일 영역인 가로 1380px을
절대 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❸ 이미지 안전 영역 (W1030 x H580px)
주요 이미지 부분을 초록색 영역에
위치하도록 해주세요.

홈 배너 PSD 제작템플릿 다운로드

❶

❷

1380px
90px

❸

메인�카피�띄어쓰기�포함
16글자씩 2줄
서브카피�띄어쓰기�포함 32글자

2880px

760px

90px

와디즈 광고 영역 - (1) 홈 배너

홈 배너 제작 예시

이미지

이미지

좋아요

· 홈 배너 PSD 제작 템플릿을 활용해주세요.

· 단순한 단색 배경을 사용하여 리워드를 강조해보세요.

· 모바일 영역을 고려하여 리워드를 중앙에 배치해 주세요.
· 고화질 이미지를 사용해 주세요.

이미지 비율을 맞추는 작업에서는 그라데이션을 활용합니다.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 이미지를 임의로 왜곡하지 않습니다.

가로 1200px 이상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해상도가 낮은 이미지는 지양합니다.

텍스트가 없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텍스트가 들어간 이미지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단순한 배경을 사용해 카피를 돋보이게 합니다.

배경이 복잡한 이미지는 불가합니다.

안돼요

· 비율을 임의로 늘리지 말아주세요.

· 배경이 복잡한 이미지를 사용하지 마세요.

· 디바이스, 스크린 크기에 따라 비노출 될 수 있는

양쪽 모서리 영역에는 중요한 이미지를 배치하지 마세요.

· 와디즈 자체 기획전/이벤트 템플릿은 사용하실 수 없어요.

확인하세요

·홈 배너 하단에는 회색 그라데이션이 자동 적용됩니다.
·광고 노출 시 실제 이미지 보다 어둡게 보이니,

소재 등록 후 PC, 모바일 [광고 미리보기]를 확인해주세요.

와디즈 광고 영역 - (1) 홈 배너

이미지 위치 가이드

❶ 안전 영역에 위치

이미지 위치 가이드

홈 배너에 적용할 이미지는

모바일 노출 영역과 이미지 안전 영역을
고려하여 제작해주셔야 해요.

이미지 특징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제작해주세요.
❶ 안전 영역에 위치

❷ 모바일 노출 영역 전체에 위치

모바일 노출 영역

카피와 겹치지 않고 제품이 돋보이도록

안전 영역에 위치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❷ 모바일 노출 영역 전체에 위치
배경이 비교적 복잡하거나

오른쪽에 중요한 부분을 위치할 수 없을 경우
모바일 노출 영역에 맞춰 작업하되,

그라데이션을 자연스럽게 입혀주세요.

배경 그라데이션

모바일 노출 영역

❶ 배경 컬러에서 추출

배경 그라데이션

❶ 배경 컬러에서 추출

그라데이션 배경 중 70%이상에 해당하는
컬러 중 선택해 제작해 주세요.

❷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폭

❷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폭

모바일 노출 영역

이미지와 배경 사이에 경계가 생기지 않고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제작해 주세요.

* 홈 배너 기준 그라데이션 폭 W500px 이상 권장
모바일 노출 영역

와디즈 광고 영역 - (1) 홈 배너
카피

펀딩은 쇼핑이 아니기에,

홈 배너 제작 예시
카피

리워드의 장점 또는 개발 과정을 어필해 주세요.

· 작성 가능 글자 수 및 맞춤법을 꼭 준수해 주세요.
메인카피 : 띄어쓰기 포함 한 줄당 16자 이내
서브카피 : 띄어쓰기 포함 32자 이내

가이드를 벗어난 카피는 광고 반려 사유가 됩니다.

[문장 내용]

· 해석에 따라 오해의 여지가 있는 표현 및 카피
· 직접적으로 리워드 금액을 노출하거나

소비 심리를 과하게 자극하는 과장 및 자극성 카피

· 허위. 과장 광고로 오인될 수 있는 카피

하단 회색 그라데이션을 고려하지 않고
이미지를 고르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광고 진행 시 배너 하단 회색 그라데이션이 자동 적용됩니다.

하단 회색 그라데이션을 통해
밝은 색상 배경에도 명확한 광고 카피 인식이 가능해요.
광고 카피 색상은 흰색이며 다른 색은 지원하지 않아요.

· 속어/비속어 및 타 브랜드와 비교하는 카피

· 지나치게 장난스럽거나 자음, 모음 등만 사용하여
완성되지 않은 형태의 카피

[문장 부호]

· 대괄호(꺽쇠), 느낌표, 따옴표, 마침표, 쉼표 사용 불가
문장 부호 사용 시 자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예시

예시

대괄호 제외

느낌표 제외

상생소비지원금

안심 외출 컴팩트 사이즈

[상생소비지원금]
[문장 어미]

안심 외출! 컴팩트 사이즈!

· 문장은 반드시 명사형 어미로 종결합니다.
예시

누구나 1만 원 쿠폰 받기
누구나 1만 원 쿠폰

예시

15,000원 쿠폰팩까지
15,000원 쿠폰팩

<파격할인> 세상에서 가장 싼
“초특가” 개당 천원 칫-솔
서브카피 띄어쓰기 포함 32글자

특수기호를 포함하지 마세요.

허위·과장 광고로 오인될 수 있는 카피는 사용할 수 없답니다.
직접적으로 리워드 금액을 노출하거나

소비 심리를 과하게 자극하는 자극성 카피는 사용할 수 없어요.

가장
안전한
칫솔
메인 카피는
공백 포함 한줄에

16자씩 총 2줄 작성 가능합니다.
서브카피 띄어쓰기 포함 32글자

텍스트가 겹쳐보일 수 있어 홈 배너 이미지 내 텍스트 삽입은 불가해요.
메인카피는 한 줄당 16자가 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 줄바꿈을 통해 2줄까지 작성 가능하답니다.

와디즈 광고 영역 - (2) 띠 배너

핵심 메시지 전달이 가능한 띠 배너 영역이에요.
플랫폼 유저 노출도가 높은

띠 배너 적용 예시
Mobile

PC

MY 메뉴 페이지에 광고 영역이 있답니다.

배너 가이드라인

진국이

이미지

· 사이즈 : W220 x H144px
· 용량 : 1MB미만

· 형식 : PNG필수, 배경 포함 불가

카피

· 서브카피 : 띄어쓰기 포함 10~13자
· 메인카피 : 띄어쓰기 포함 10~13자
※ 특수 문장 부호 및 한자 사용이 불가해요

노출 영역 상세 안내

❶ 띠 배너 이미지

뒷 배경이 없는 투명한 백그라운드의

※ 이미지를 클릭하면 MY 홈으로 이동해요.

❶ 띠 배너 이미지

❷ 백그라운드 시스템 색상 값

PNG파일을 등록해 주세요.

❷ 백그라운드 시스템 색상 값

광고등록 시 원하는 백그라운드 색상을 선택해주세요.
● #ced0f9

● #a5e5e6

● #c2d9ff

● #c2c3c5

O

X

● #d2d9de ● #feed84
● #8ca398

띠 배너 PSD 제작템플릿 다운로드

144px

220px

※ 광고등록 시 원하는 백그라운드 색상을 선택해주세요.

와디즈 광고 영역 - (2) 띠 배너

핵심 메시지 전달이 가능한 띠 배너 영역이에요.
플랫폼 유저 노출도가 높은

띠 배너 제작 예시
이미지

띠 배너 이미지

MY 메뉴 페이지에 광고 영역이 있답니다.

이미지

실제 띠 배너 광고

좋아요

· 띠 배너 PSD 제작 템플릿을 활용해주세요.

· 뒷 배경이 투명한 PNG파일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 최대한 단순한 이미지를 사용해 주세요.

안돼요

뒷 배경이 투명한 PNG파일 이미지로 작업해 주세요.

뒷 배경 색을 추가하지 마세요.

· 뒷 배경 색을 추가하지 마세요.

· 배경이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지 마세요.

· 이미지 모서리에 리워드가 비노출 되는 영역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헤 주세요.

카피

❶

펀딩은 쇼핑이 아니기에,

리워드의 장점 또는 개발 과정을 어필해 주세요.
· 작성 가능 글자 수를 꼭 준수해 주세요.

가이드를 벗어난 카피는 광고 반려 사유가 된답니다.
· 직접적으로 리워드 금액을 노출하거나
소비 심리를 과하게 자극하는 과장 및 자극성 카피,
특수 문장 부호 및 한자 사용이 불가해요.

배경이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이미지 모서리에 리워드가 비노출 되는 영역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헤 주세요.

카피
카피 제한 수에 맞게 작성하세요.

· 메인카피 : 띄어쓰기 포함 10자 이상 13자 이하

· 서브카피 : 띄어쓰기 포함 10자 이상 13자 이하

올바른 맞춤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허위·과장 광고로 오인될 수 있는 카피

! ? . , % 이외의 특수기호가 포함된 카피
비속어 및 타브랜드와 비교하는 카피

직접적인 리워드 금액 노출로 서포터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카피

와디즈 광고 영역 - (3) 리스트 배너

리스트 배너 적용 예시

프로젝트 리스트 상위 노출 영역이에요.

Mobile

펀딩 홈 / 오픈예정 홈

PC

2가지 페이지에 리스트 배너 광고 영역이 있답니다.

배너 가이드라인

이미지

· 사이즈 : W1200 x H675px
· 용량 : 2MB미만

AD

펀딩 프로젝트명

AD

카테고리 ㅣ 메이커명

· 형식 : JPEG, JPG, PNG

펀딩 프로젝트명
카테고리 ㅣ 메이커명

카피

❶ 비노출 될 수 있는 영역

❶

❷

위치하도록 해주세요.

리스트 배너 PSD 제작템플릿 다운로드

펀딩 프로젝트명

펀딩 프로젝트명

카테고리 ㅣ 메이커명

카테고리 ㅣ 메이커명

카테고리 ㅣ 메이커명

펀딩 홈 리스트

오픈예정 홈 리스트
AD

AD

144px

2) 마감임박 : 종료 전 3일 간 마감임박 라벨 자동 노출
주요 이미지 부분을 초록색 영역에

펀딩 프로젝트명

리스트 배너 노출 정보

1) 인기 : 리스트 배너 광고 추가 옵션

❸ 이미지 안전 영역

카테고리 ㅣ 메이커명

※ 이미지를 클릭하면 펀딩 홈으로 이동해요.

노출 영역 상세 안내

❷ 라벨 영역

펀딩 프로젝트명

카테고리 ㅣ 메이커명

카테고리 ㅣ 메이커명

· 카피 작성사항 없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펀딩 프로젝트명

카테고리 ㅣ 메이커명

펀딩 프로젝트명

· 프로젝트 제목 자동 노출

이 영역은 디바이스, 스크린 크기에 따라

펀딩 프로젝트명

❸

카테고리 ㅣ 메이커명

달성율% 달성금액

220px

펀딩 프로젝트 제목

펀딩 프로젝트 제목
남은일

본펀딩 오픈예정일

메이커명

와디즈 광고 영역 - (3) 리스트 배너
프로젝트 리스트 상위 노출 영역이에요.

리스트 배너 제작 예시
이미지

AD

펀딩 홈 / 오픈예정 홈

2가지 페이지에 리스트 배너 광고 영역이 있답니다.

이미지

좋아요

· 리스트 배너 PSD 제작 템플릿을 활용해주세요.

· 리워드에 집중될 수 있도록 단순한 배경을 사용해 주세요.
· 고화질의 이미지를 사용해 주세요.

리워드에 집중될 수 있도록 단순한 배경의 이미지를 사용하세요.

광고 미리보기 (PC, MOBILE)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모서리에 이미지가 잘리지 않도록 배치해주세요.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 이미지 비율을 임의로 늘리지 마세요.

1,200px 이하의 저화질 이미지를 사용하지 마세요.

· 소재 등록 후 PC, 모바일 [광고 미리보기]를 확인해 주세요.

안돼요

· 이미지 비율을 임의로 늘리지 말아 주세요.
· 너무 많은 구성요소를 포함하지 마세요.
· 저화질 이미지를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 복잡한 배경의 이미지를 사용하지 마세요.

카피

리스트 배너는 카피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돼요.
프로젝트 제목이 자동 노출됩니다.

Beauty
Body
Balance
이미지에 너무 많은 구성요소를 포함하지 마세요.

복잡한 이미지를 사용하지 마세요.

펀딩으로 이끄는
배너 카피 작성 & 이미지 선정 방법
(홈 배너 / 띠 배너)

서포터가 내 광고 배너를 클릭하고,
펀딩까지 이어지면 좋겠다면?

효과적인 펀딩 전환을 위한 배너 제작 방법,
성공 공식을 알려드립니다.

하나씩 따라하기만 하면 쉽게 완성할 수 있어요.
배너 카피란?

① 카피는 서포터가 왜 이 제품을 펀딩해야만 하는지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제안하는 문장을 뜻합니다.
읽는 이의 주의를 끌어서 클릭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펀딩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야 해요.

② 같은 제품이라고 해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어요.

서포터의 펀딩 욕구를 자극하는 포인트가 배너 카피에 포함되면 펀딩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배너 이미지란?

① 위의 카피에서 제안하는 펀딩 제품을 효과적으로 나타내주는 시각 자료를 뜻합니다.

제품이 무엇인지,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보여주면 좋아요.

② 제품과 브랜드를 반영하는 매력적인 이미지를 통해, 서포터의 시선을 잡아 끌 수 있답니다.

※ 참고 자료: ‘다 팔아버리는 백억짜리 카피대전’, 오하시 가즈요시
One Page 콘텐츠 기획 가이드, 조동현 (이름없는스터디)

Step 1. 타깃 정하기

타깃의 유형

모든 타깃을 만족시키려는 카피는

타깃 A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어요.

메이커 또는 리워드의 브랜드에 관심이 많거나,
특정 제품을 찾고 있는 사람

제한된 글자 수 내에서 효과적인 문장을

조건이 맞으면 바로 펀딩할 사람

작성해야하는 만큼, 메이커님의 리워드에 펀딩할

가장 수가 적지만, 펀딩 욕구는 제일 강해요

가능성이 가장 높은 타깃이 누구인지 파악해

보세요. 그런 다음, 목표 타깃에게 이야기하는
카피를 작성해 보세요.

체크 리스트
1. (메이커 또는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요
2. 팬이 많아요

3. 서포터의 반응이 좋아 앵콜 펀딩을 열었어요

(평점 3.5점, 펀딩액 N원 이상)

5. 다른 제품과 차별화된 강점이 있어요
4. 파격적인 혜택이 있어요

(가격 할인, 환불 보증, 선물 증정, 무료 체험, 빠른 서비스 등)

6. 다른 제품과 차별화가 어렵고

파격적인 혜택 설계가 어려워요

7.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제품이거나

기존 제품을 새로운 시장에 소개할거에요

1~3 중 2개 이상 해당한다면 타깃 A 유형

4~5 중 1개 이상 해당한다면 타깃 B 유형

6~7 중 1개 이상 해당한다면 타깃 C 유형.

※A와 B 모두 해당한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A

타깃 B

이미 대체재를 사용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사람

경쟁사 제품과 뚜렷하게 차이나는 장점이 있다면
펀딩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B
C

리워드에 관심은 있지만,

타깃 C

리워드에 대해 관심이 없고,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리워드가 가져다 줄 가치에는 관심이 있는 사람
펀딩 욕구가 매우 낮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리워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할 수 있어요

Step 2. 리워드의 강점과 가치 분석하기
(타깃 유형별 소구 포인트 찾아내기)

아래처럼 A와 B 모두 해당한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예시) ※ 앵콜
펀딩이면서 기존 서포터에게 보다 강력히 소구하고 싶다면 A를, 새로운 타깃까지 포함하고 싶다면 B를 공략해보세요

방금 정한 타깃 유형에게

카테고리: 뷰티 / 프로젝트 번호: 149487

리워드의 강점과 가치를 적어보세요.

5D오디앰플 [8중 임상 화제]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 될 수 있는

프로젝트명: 1억앵콜ㅣ5일만에 37.5% 모공 쪼이는

전문용어로는 ‘소구’라고 해요.

메이커명/브랜드명: (주)케이티씨에스 / 루트리

타깃 서포터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제품 설명: 모공을 축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앰플 제품

매력적인 소구가 제대로 이뤄져야,

펀딩으로 이끄는 카피를 작성할 수 있어요.

타깃 유형

강점

가치

메이커님의 리워드만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으로, 서포터가 해당 리워드에

펀딩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이어야 해요.

지난 펀딩에 참여했던 사람,
신뢰할 수 있는 모공 수렴
기능성 제품이라고 느낌
사용해본 적 없지만,

후기를 통해 오디앰플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

위의 강점을 특성으로가진 이 리워드를
가지게 된다면, 서포터가 누릴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즉, 이 제품을 펀딩함으로써 서포터들이
미래에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모습을
생각해보시면 쉬울 거에요.

A

타깃 유형

B

기능성 제품을 여러번 구매

해본 적 있으나, 만족할 만한
제품을 찾지 못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기능성

제품을 찾고 있는 사람

강점

첫 펀딩으로 1.1억 달성, 2347명이 펀딩함
5일만에 무려 7가지 모공 개선 효과가
있음을 임상 실험을 통해 증명함

모공 부피 37.5% 감소, 각질 제거, 축소 및
수렴에 도움

강점

5일만에 무려 7가지 모공 개선 효과가
있음을 8중 임상 실험을 통해 증명함

모공 부피 37.5% 감소, 각질 제거, 축소 및
수렴에 도움

가치

증명된 제품을 좋은 조건에 펀딩할 수 있어, 다른
기능성 화장품을 찾아 헤매는데 추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됨

큰 모공으로 인한 고민에서 해방될 수 있음
피부가 좋아보인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음

가치

5일만 사용해도 피부가 좋아보인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음

젊어보인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음

Step 3. 타깃 A를 위한 배너 카피 공식

(예시) ※사례로는 홈 배너를 들었지만, 띠배너 카피를 작성하실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가능해요.

펀딩 욕구가 제일 높은 타깃 A에게

프로젝트 번호 : 149487

이야기할 땐, 아래 내용을 담아보세요.

2천 명이 기다린 오디앰플
모공 수렴 다른 곳엔 없어요

5일이면 모공 부피 37% 감소, 1.6배 더 드려요

타깃A 유형에게
사용할 수 있는 카피 작성 공식
타깃

+

리워드명

+

파격
혜택

타깃

+

가치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 없어요.

리워드명은 꼭 노출해주세요. 메이커님의 제품을 기다렸을
타깃A에게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이에요.

파격 혜택은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만 포함해주세요.

A

리워드명
파격혜택
가치

지난 펀딩에 참여 후,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 앵콜 펀딩을 기다린 사람

사용해본 적 없지만, 후기를 통해 오디앰플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
루트리 오디앰플
런칭 기념 이번 펀딩에만 67% 증량 혜택 (30ml를 펀딩하면 50ml로 발송)
이미 증명된 모공 수렴 화장품을 다른 데서 찾지 않아도 되어, 피부 고민에서 해방될 수 있음

안돼요

· 인지도가 높지 않은 이름들이 카피에 나열되면 직관적인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아래 예시의 경우, ‘케이티에쓰’는 메이커의 회사명이고 ‘루트리’는 이번 제품의 브랜드명이에요.

·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 대신, 서포터들에게 이미 각인이 된 (각인 되기 쉬운) 제품의 별명인 ‘오디앰플’을 사용하면

홈배너 글자 수 제한 (공백 포함)

보다 효과적인 카피가 될 수 있을 거에요.

메인카피: 16자씩 2줄
서브카피: 32자

띠배너 글자 수 제한 (공백 포함)
메인카피: 10자이상 13자 이하
서브카피: 10자이상 13자 이하

안티에이징 케이티씨에스 루트리
모공수렴 앰플 5D앰플

1억 앵콜 5일만에 모공부피 37% 감소 가능해요

프로젝트 번호 : 148951
실제 광고 사례

Step 3. 타깃 B를 위한 배너 카피 공식

(예시)

프로젝트 번호 :144105

차별화된 제품을 찾고 있는 타깃B에게 이야기할 땐
아래 내용을 담아보세요.

연애 노하우가 담긴 전자책과
평생 고민 상담권 선물
소개팅 성공률 3배 UP

타깃B 유형에게
사용할 수 있는 카피 작성 공식
타깃

+

리워드명

+

파격
혜택

타깃

+

가치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 어요.

B

연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관련한 책을 읽어보는 등 도움을 구해본 적 있는 사람

리워드명

‘나는 소개팅의 신이다’ (이 경우, 이미지에 들어가 있는 리워드명으로 대신했어요)

가치

소개팅 성공률 3배로 끌어올릴 수 있음

파격 혜택

평생 고민 상담권 증정 (책만 펀딩해도, 평생 무료 상담권이 포함되는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되고 있어요)

리워드명은 카피가 아닌 이미지 내 제품 사진으로
대체해도 괜찮아요.

파격 혜택은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만 포함해주세요.

안돼요

·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내용은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아래 예시의 경우, 첫번째 줄과 두번째 줄에 ‘소개팅’이라는 단어가 중복되고 있어요.

홈배너 글자 수 제한 (공백 포함)
메인카피: 16자씩 2줄
서브카피: 32자

띠배너 글자 수 제한 (공백 포함)
메인카피: 10자이상 13자 이하
서브카피: 10자이상 13자 이하

소개팅의 신이 되는 법
소개팅 연애 성공률 3배 UP
3단계 성공전략 공개합니다

Step 3. 타깃 C를 위한 배너 카피 공식

(예시)

프로젝트 번호 : 152500

리워드의 존재에 대해 모르지만,
메이커님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있는 경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타깃C에겐 아래 내용을 담아보세요.

마음껏 마셔도 15kcal
죄책감 0g 슈퍼콤부차

설탕은 없애고 청량한 탄산과 과즙으로 꽉 채웠어요

타깃C 유형에게
사용할 수 있는 카피 작성 공식
타깃

+

리워드명

+

파격
혜택

타깃

+

가치

C

다이어트 중인 사람. 맛있는 음식은 주로 살을 찌우기에, 먹고 나면 죄책감이 들어 불편함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일반 탄산음료와는 다르게,

가치

마음껏 마셔도 15kcal 밖에 되지 않아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고, 맛있게 마실 수 있음

C형 타깃은 해당 제품과 그 가치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리워드명을 필수로 노출하진 않아도 괜찮아요.

대신 리워드를 통해 제공되는 가치가 타깃에게는
최고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해주세요.

안돼요

· 아래 예시의 경우, 제품의 강점 3가지를 (탄산, 과즙, 저칼로리) 나열한 뒤 ‘하루 500원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경제적이라는 가치를 서브 카피에서 제시했어요. 이 가치 보다는, 죄책감 없이 다이어트할 수 있다는 가치를
강조해 작성한다면, 위에서 설정한 메인 타깃에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홈배너 글자 수 제한 (공백 포함)

프로젝트 번호 : 144105

메인카피: 16자씩 2줄
서브카피: 32자

띠배너 글자 수 제한 (공백 포함)
메인카피: 10자이상 13자 이하
서브카피: 10자이상 13자 이하

톡쏘는 탄산 상큼한과즙
15Kcal 슈퍼콤부차

하루 500원으로 즐기는 건강한 탄산 습관

Step 4. 배너 카피 표현법
매력적인 소구를 찾았다면 어떻게

보여줄지도 중요해요. 좋은 제품을 담는
포장도 신경써야 하는 것처럼요.

2줄 카피, 이런 형식으로 표현해보시면 어떨까요?

타깃A 유형에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법
① 네가 찾던 나야 나
② 요즘 이게 유행

③ 드디어 열린 (앵콜) 펀딩
④ 서두르세요!

(예시)
타깃

리워드명
가치

루트리 오디앰플
이미 증명된 모공 수렴 화장품을

2천 명이 기다린 오디앰플
모공 수렴 다른 곳엔 없어요

5일이면 모공 부피 37% 감소, 1.6배 더 드려요

다른 데서 찾지 않아도 되어,

피부 고민에서 해방될 수 있음

① 2천명이 기다린 오디앰플 / 모공 수렴 다른 곳엔 없어요

② 1억 펀딩 화제의 오디앰플 / 모공 수렴 5일만에 가능해요
③ 2천명 앵콜 요청 쇄도 / 모공 수렴 오디앰플 드디어 오픈

④ 서두르세요! 추가 펀딩 미정 / 모공수렴 오디앰플 쟁여둘 기회
⑤ 오디앰플 모공부피 37% 감소 / 8중 임상과 후기로 증명해요

⑤ 후기가 증명해요
타깃

유형 상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법

A

리워드명
가치

C

슈퍼콤부차
1회분에 15kcal로 죄책감
없이 즐기는 과즙 & 탄산

마음껏 마셔도 15kcal
죄책감 0g 슈퍼콤부차

설탕은 없애고 청량한 탄산과 과즙으로 꽉 채웠어요

① 고민에 대한 정답 알려주기

① 즐거운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면 / 15kcal 슈퍼콤부차가 정답

③ 욕구/본능 자극하기

③ 모두의 꿈, 죄책감 없는 다이어트 / 슈퍼콤부차가 해냈어요

② 진솔하고 솔직하게 알려주기
④ 우린 다르다고 구분짓기

② 솔직히 맛있는데 살 안찌는 과일 탄산은 / 슈퍼콤부차가 진리
④ 달콤상큼한데 설탕은0g / 실컷 마셔도 고작 15kcal

Step 5. 이미지 고르기

(예시)

배너 카피 작성을 완료 했으니,

프로젝트 번호 : 148951

이미지를 골라볼까요?

체크 리스트 (공통)
배너 카피와 연관이 있는 사진인가요?

제품의 기능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나요?

이미지 안의 다른 요소 보다 제품이 눈에 띄나요?
배경 색상이 너무 어둡거나 밝지 않고, 적당하여

못생긴 구이바다에 지쳤나요
동화같은 캠핑이 펼쳐집니다

파스텔 구이바다 전골과 구이팬까지 와디즈에서만 가능한 구성

이미지 안에서 메인 리워드가 차지하는 비율을 50% 미만으로 줄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우측의 구이바다 버너 제품이 메인 리워드임에도 불구하고, 배너 이미지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너무 적어요.

메인 리워드

그래서 정확히 어떤 제품에 대한 배너 광고인지 한 눈에 알아보기가 어렵답니다.

제품이 눈에 띄나요?

프로젝트 번호 : 151765

못생긴 구이바다에 지쳤나요
동화같은 캠핑이 펼쳐집니다

파스텔 구이바다 전골과 구이팬까지 와디즈에서만 가능한 구성

체크 리스트 (띠 배너)

그라데이션 색상이 너무 어두운 데다, 차지하는 면적이 넓어서 제품이 눈에 잘 띄지 않고 답답해 보여요.
또한, 메인 리워드가 등장하는 봄의 캠핑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어두운 색상이 사용되어 아쉬워요.

복잡하지 않은 누끼컷으로 선정하였나요?

자신있게 웃을 수 있는 비결
코털 삐져나올 걱정 없으니까
항균 무동력 코털정리기 TAN B.Shell

제품을 단독으로 보여줄 때 기능을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위의 예시처럼 누끼컷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기능을 연상시킬 수 있는 모델 컷이나 연출컷(오른쪽 이미지 참고)으로 대체해보세요.

대체 사진 (예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ad@wadiz.kr로 문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