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 2020 년 홀리데이 캘린더
안녕하세요, 아마존 코리아입니다. 2020 년 홀리데이와 쇼핑 시즌 판매 전략을 미리 세우셔서 쇼핑
시즌을 매출 증대에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월

홀리데이

날짜

설명
양력 새해를 축하하고 기념합니다. 새해가 되면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친구와 가족의 복을 기원합니다.

새해 첫날
1

1월 1일
(New Year)

새해 계획과 관련된 개인 건강 용품, 스포츠, 도서, 건강 식품 및
유기농 식품, 운동 장비, 운동복, 운동화, 피트니스 전자제품,
다이어트 제품, 인사 카드를 많이 구매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커뮤니티,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 음력 새해를

음력 설날
1

1 월 25 일
(Lunar New Year)

2 월 14 일
(Valentine’s Day)
성 패트릭 데이

3

있습니다. 특히 중국 또는 아시아 전통 의상, 빨간색과 금색
상자, 조화, 전통 장식품을 많이 구매합니다.

발렌타인 데이
2

축하합니다. 가족과 친구끼리 선물과 현금을 주고받는 풍습이

3 월 17 일
(St. Patrick's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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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우정을 기념하는 낭만적인 날입니다. 낭만적인 각종
상품, 선물, 카드, 초콜릿을 구매합니다.
아일랜드를 테마로 한 파티, 음식과 음료로 이 날을 축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녹색 의상을 입고 녹색 색상의 음식을 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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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셔츠, 모자, 파티용품, 아일랜드 상징물, 파티 선물, 악세사리
등 아일랜드 테마의 녹색 아이템을 구매합니다.
부활절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기념하는 종교 행사입니다.
이러한 기념일은 봄의 시작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부활절
4

4 월 12 일
(Easter)

달걀, 토끼 테마의 아이템, 완구, 작은 선물, 장식품, 종교 상품,
파스텔 톤의 파티 선물, 카드 등 부활절 관련 용품을
구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또는 어머니와 같은 어르신들에게

어머니의 날
5

5 월 10 일 카드나 선물을 보냅니다.일반적인 선물로는 귀금속, 꽃, 초콜릿,
(Mother's Day)

간식 등이 있습니다.
프라임 데이는 프라임 회원을 위한 아마존 판매 이벤트로써

프라임 데이
6

날짜 미정
(Prime Day)

카테고리 (고가 아이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고수요/대량
아이템, 할인가 및 프로모션 제공이 필수입니다.
아버지에게 존경을 표현하고 부성애를 표현하는 날입니다.

아버지의 날
6

아마존 카테고리의 모든 품목에 큰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전체

6 월 21 일
(Father's Day)

일반적인 선물로는 넥타이, 도서, 양말, 향수, 면도기, 주택
개조용품, 스포츠 및 아웃도어 장비 등이 있습니다.

미국 독립 기념일
7

(American

7월 4일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날을 기념하는 애국적인 공휴일로서
피크닉, 바비큐, 야외 게임 및 수영 활동 등을 즐깁니다.

Independence Day)
미국 전역에서 전 학년, 전 연령대의 수백만 명의 학생이

미국의 신학기 시즌
8

9

새학기를 시작합니다. 문구류, 필기구, 사무용 소프트웨어, 도서,
(Back to School

공책, 패드, 펜, 연필, 자, 책가방 등의 학생 관련 제품, 전자제품

season)

및 생산성 소프트웨어, 의류를 구매합니다.

유럽의 신학기 시즌

유럽 전역에서 전 학년, 전 연령대의 수백만 명의 학생이
새학기를 시작합니다. 문구류, 필기구, 사무용 소프트웨어, 도서,

(Back to School

공책, 패드, 펜, 연필, 자, 책가방 등의 학생 관련 제품, 전자제품

season)

및 생산성 소프트웨어, 의류를 구매합니다.
노동절은 노동자들에게 감사하는 날로 노동절을 맞이해 대형
세일이 열리는 것이 미국의 전통적인 문화입니다. 대부분의

노동자의 날
9

9월 7일
(Labor’s Day)

미국인들은 노동절을 기점으로 여름이 끝나는 것으로 인식하며
휴양을 즐기러 떠나기도 하며 연휴를 맞이하여 다양한 소비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봄/여름 상품, 학용품을 많이 구매합니다.
할로윈은 여러 국가에서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할로윈에는

할로윈
10

10 월 31 일
(Hallo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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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에게 사탕을 주고 변장 파티에 참석하거나 유령의 집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각종 할로윈 의상, 메이크업, 악세사리
(가면 및 가발)을 구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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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프라이데이는 추수감사절 다음날입니다. 1952 년부터
시작된 행사이며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날로

블랙 프라이데이
11

11 월 27 일
(Black Friday)

대부분의 주요 유통업체에서 일찍 영업을 시작하고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쇼핑객들은 파격적인 할인을 기대합니다. 전체
카테고리(고가 아이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고수요/대량
아이템, 할인가 및 프로모션 제공이 필수입니다.
추수감사절 및 블랙 프라이데이 후 이어지는 첫 월요일입니다.

사이버 먼데이
11

11 월 30 일
(Cyber Monday)

웹사이트에서 대규모 판매 및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선물을 교환하고 함께 식사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크리스마스 시즌
12

사이버 먼데이는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행사로써 온라인 쇼핑

12 월 25 일
(Christmas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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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장식하고 가족과 친구를 방문합니다. 선물과 관련된 모든
카테고리, 크리스마스 상품/장식, 인사 카드, 양초, 재림절 달력,
조명을 구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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