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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구분

참여업체

할인품목

할인율

패션데이

G마켓 등 19개사

의류, 신발, 엑세서리 등

10% ~ 최대 70%

디지털데이

롯데닷컴 등 20개사

주방가전, 건강생활가전

최대 50%

할인쿠폰
추가발급,

뷰티데이

11번가 등 20개사

명품화장품, 향수 등

최대 50%

적립금
부여

리빙데이

우체국쇼핑 등 21개사

특산물(제철식품) 등

최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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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편하고 즐겁게 쇼핑하자‘사이버 핫 데이즈’
- 국내 주요 온라인쇼핑몰이 4일간 펼치는 요일별 특가전 행사 -

□

산업통상자원부와 온라인쇼핑몰 업계는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9. 28.(금) ~ 10. 7.(일)), 온라인쇼핑몰 업계 를 중심으로 요일별 특가전인
‘사이버 핫 데이즈’가 10.1(월)~4(목)까지 개최한다.
*

□

사이버 핫 데이즈는 10.1일(월)부터 10.4일(목)까지 각 일자별로 할인
품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ㅇ 각 일자별 할인품목에 해당되는 상품을 구매할 경우, 할인 외에도
적립금 부여, 캐시백, 이용권(쿠폰) 제공 등 혜택을 제공한다.
□ 10. 1.(월) 지(G)마켓‧에이케이(AK)몰 등 19개 회사가 참여해 의류‧신발‧엑세
서리 등 패션/잡화를 최대 70% 할인하여 판매하는 패션데이를 시작으로,
ㅇ 10. 2.(화)에는 롯데닷컴‧씨제이(CJ)오쇼핑 등 20 회사가 참여하여 주방‧
생활가전 등 가전제품을 최대 50% 할인하여 판매하는 디지털데이가,
ㅇ 10. 3(수 )에는 11번가‧홈앤쇼핑 등 20개 회사가 참여하여 명품화장품‧
향수 등 화장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뷰티데이가 진행되며,
ㅇ 마지막인 10.4(목)에는 우체국쇼핑‧엔에스(NS)홈쇼핑 등 21개 회사가
참여해 생활용품‧식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리빙데이를 진행한다.

또한, 소비자 체감 가격을 줄일 수 있도록 물류업체(CJ 대한통운)와 함께
배송비 인하 행사 도 진행할 예정이며,
*

* CJ 대한통운은 KSF 기간 신규 고객社를 대상으로 5%~10% 배송비 인하 행사 진행 예정

ㅇ

전국 오프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던 백화점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를
온라인(G마켓)에서 특별한 혜택과 함께 한 번에 즐길 수 있게 진행
할 예정 이다.
*

* G마켓‧11번가‧롯데닷컴‧CJ오쇼핑‧우체국쇼핑 등 약 20여개 업체 참가 예정

□

프로모션

* G마켓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전국 6대백화점 상품에 대해 최대 7% 중복할인 쿠폰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사이버 핫 데이즈’ 행사가 소비자들이 만족
할 수 있는 온라인 최대의 할인행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ㅇ 이를 통해 9.28일(금) 개막한 대한민국 최대 쇼핑 ‧관광축제인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Korea Sale FESTA)”의 뜨거운 열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심현준 주무관(☎ 044-203-48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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