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mazon.co.uk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달력은쇼핑성수기인영국의주요공휴일에대한개요를소개합니다. 이를통해쇼핑성수기에
영국고객을대상으로판매계획을세우고고객이찾는상품에대한재고를확충할수있습니다. 

아마존에서제공하는모든도구를익혀두면영국마켓플레이스에서더욱쉽고간단하게판매를
관리할수있습니다.

Europe Holiday Calendar
Plan ahead for peak shopping periods

Page 1

홀리데이 설명 고객이주로찾는상품

1/1

새해 첫 날 (신정)

영국해안주변곳곳에서는 사람들이멋진의상을입고
무리지어차가운바다로뛰어듭니다. 또한, 정부광고
캠페인에따라더건강한생활양식을지향하는신년
계획을세우는것이장려되고 있습니다. 

행운과관련된작은선물과아이템, (행운을비는) 기념일
카드, 신년계획과관련된상품(예: 개인건강용품, 

스포츠, 도서, 피트니스장비및전자제품).

2018: 1/1

1/28

구정 (또는 “음력 설“)

수많은사람들과커뮤니티, 특히중국커뮤니티에서
축하하는음력새해를말합니다. 이날은퍼레이드및
축제, 불꽃놀이가열리며전통의상을입기도합니다. 

가족과친구끼리선물과현금을주고받는풍습이
있습니다.

중국또는아시아전통의상, 빨간색과금색상자, 조화, 

전통장식품

2018: 2/16

2/14

밸런타인 데이
(Valentine’s Day)

많은사람들이마음에둔누군가또는파트너에게
마음을전하기위해발렌타인데이 카드, 선물또는문자
메시지를보냅니다. 

기념일카드, 낭만적인사랑과관련된개인적선물및
소형아이템(예: 귀금속), 란제리, 가족계획, 꽃, 전자기기
또는악세사리, 휴대폰

2018: 2/14

2/28

카니발(Carnival)

영국의참회화요일은일반적으로팬케이크화요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날은사람들이팬케이크를먹거나, 

팬케이크를만들며팀을이뤄달리는팬케이크경주에
참여하곤합니다. 어린이들은대개카니발기간동안만화
속등장인물이나슈퍼히어로의상을입습니다.  

주방용품, 팬케이크제조기, 시럽, 밀가루, 특수설탕, 

아동용만화의상

2018: 2/13

3/17

성 패트릭 데이(St. 

Patrick’s Day)

아일랜드를테마로한파티음식과음료로이날을
축하합니다. 많은사람들이초록색의상을입고초록색
음식을먹으며축제를함께합니다.

성패트릭티셔츠, 초록색모자, 초록색파티용품, 샴록과
레프러콘요정을테마로한파티선물과악세사리

2018: 3/17

3/26

어머니의 날
(Mother’s Day)

어머니의날은많은사람들이 어머니와어머니역할을
해준분께감사를표하는날입니다.

여성고객을겨냥한소형아이템및 선물(예: 귀금속, 

향수), 꽃, 기념일카드, 제과류(특히초콜릿) 

2018: 3/11

4/16

부활절 (Easter)

성금요일, 부활절, 부활절월요일은수백만명의
유럽인들이기념하는종교행사입니다. 이러한
기념일은봄의시작과도관련이 있습니다.

종교상품, 사탕, 부활절상품(예: 달걀등), 완구, 주로
작은선물. 아웃도어용품과캠핑장비.

2018: 4/1

더많은정보를 sell.amazon.co.kr에서만나보세요!

Page 1영국홀리데이캘린더
대표적인쇼핑시즌을미리준비하세요



홀리데이 설명 고객이주로찾는상품

6/18

아버지의 날 (Father’s Day)

이날에는남성친구또는친척들이함께하며,  주로야외
활동을즐깁니다.

트래킹및피크닉악세사리와 음료, 남성고객층을
겨냥한선물(예: 넥타이, 도서, 양말, 향수등)

2018: 6/17

7월중 (정확한날짜는진행며칠
전공지)

프라임 데이 (Prime Day)

프라임데이는프라임회원을위한아마존판매
이벤트로써아마존카테고리의모든품목에큰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전체카테고리(고가아이템에집중되는경향이있음) 

고수요/대량아이템. 할인가및프로모션제공이
필수입니다.

2018: 7월중

10/31

할로윈 (Halloween)

할로윈은여러국가에서기념하는날입니다. 할로윈에는
아이들에게사탕을주고코스튬파티에참석하거나
무서운모양의호박등을조각하고모닥불을피우기도
합니다. 또한, 사과건지기게임을하고재미로점을
보거나각종장난을치기도합니다. 유령의집을방문하고, 

무서운이야기를나누며, 공포영화를감상하는것도이날
즐기는활동중하나입니다.

각종의상, 메이크업, 악세사리(가면, 가발), 음료수, 

공포아이템

2018: 10/31

11/5

본 파이어 나이트(Bon Fire 

Night)

1605년가이포크스화약음모사건의실패를기리는
연례축제로밤에모닥불을밝히고불꽃놀이를즐깁니다.

야외장비, 재킷, 화덕, 전자음악장치

2018: 11/5

11/24

블랙 프라이데이 (Black 

Friday)

블랙프라이데이는미국에서연휴시즌의시작을
의미합니다. 추수감사절다음금요일에시작되며, 글로벌
업체들이 1~5일간고객에게엄청난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각종전자제품이주된품목이지만할인가에대한수요및
인지도가높은그밖의상품에도적용됩니다.

2018: 11/23

11/27

사이버 먼데이 (Cyber 

Monday)

블랙프라이데이와미국추수감사절다음월요일로, 

온라인에서대규모할인행사를진행합니다. 

사이버먼데이에는고객이사무실과가정에서편안하게
온라인으로쇼핑할수있습니다. 이날은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쇼핑시즌의시작으로간주됩니다. 

각종전자제품이주된품목이지만할인가에대한수요및
인지도가높은그밖의상품에도적용됩니다.

2018: 11/26

11/29~12/25

크리스마스 시즌
(Christmas season)

크리스마스는원래기독교기념일이지만가족들이다양한
선물을구매함에따라점차상업적인기회를제공하는
날이되었습니다. 많은사람들이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들고집안을장식하며, 가족이나친구들을방문하여
선물을교환합니다.

양초, 크리스마스상품/장식, 선물용으로구입할만한
모든상품, 크리스마스카드, 재림절달력, 성탄세트

2018: 11/29~12/25

12/26

박싱 데이(Boxing Day)

국경일이자영국의연례할인행사가시작되는날입니다. 

이할인행사는보통크리스마스부터신년전야까지한주
내내진행됩니다.

겨울의류, 전자제품, 주방용품, 신발, 스포츠장비, 특히
사냥용품과같은각종고수요상품메이크업, 향수, 시계, 

귀금속, 할인표시된모든상품

2018: 12/26

12/31

신년 전야 (New Year’s

Eve)

신년전야는사람들의교류가 활발하게이루어지는주요
공휴일중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집에서파티를
열거나특별한모임에참석해 다가오는새해를
기념합니다. 빅벤이자정을 알리는종을울리면사람들은
우정을기리는노래인올드 랭사인을부르고새해를위한
축배를듭니다.

파티악세사리및장식, 실내불꽃놀이, 음료수, 기념일
카드, 유리용기, 주류, 파티의류

20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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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많은정보를 sell.amazon.co.kr에서만나보세요!

영국홀리데이캘린더
대표적인쇼핑시즌을미리준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