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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행사개요 및 추진컨셉  사업개요 및 추진 목적

국제관광 재개에 대응한 
다양한 혜택 및 매력적인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을 통해 

외래관광객 방한 및 소비 촉진 유도

쇼핑을 활용한,

외국인 대상 ‘쇼핑문화관광축제’

방한 외래관광객 유치 및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 

항공/교통/숙박/쇼핑/식음료/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는 

외국인 대상 쇼핑문화관광축제

관광, 쇼핑, 체험 등

다양한 분야의 혜택 제공

K-콘텐츠의 특별한 경험을 현실에서 이루는 시간!

Your Travel Bucket List for Korea

내가 원하던 한국 여행, 바로 코리아그랜드세일에서!

2023코리아그랜드세일 (Korea Grand Sale 2023)행사명

기   간 2023. 01. 12 (목) ~ 02. 28 (화) / 48일간

대   상 외국인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 (재)한국방문위원회

주요내용 · 주요 거점 연계 개막식 개최 및 웰컴 센터 운영

· 항공/숙박/체험 등 각 기업과 함께 하는 특별 프로모션 추진 

· 외국인 초청 이벤트 실시  

· 플랫폼 및 SNS를 활용한 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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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주요 프로그램 04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오프라인

방한 여행객 대상, 주요 동선 내 집중 옥외 광고 진행

· 참여기업 및 위원사 가용 매체 활용 광고, 가로등 배너 등

언론홍보

다양한 콘텐츠와 앵글, 현장 인터뷰 등 실제 사례 소재를 활용한 언론홍보

· 방송, 신문, 온라인 기사 등 폭 넓은 언론 매체 활용

온라인

 [코리아그랜드세일 통합 온라인 플랫폼]

· 트렌디한 한국 쇼핑문화관광 콘텐츠 및 참여기업 제품 소개로 외국인 소비자(관광객)와 참여기업 간

   연결 통로로서 관광 소비 촉진을 통한 참여기업 매출 향상에 기여 

[SNS]

· 참여기업 연계 콘텐츠 홍보 및 어권별 SNS 이벤트를 통한 지속적인 행사 관심도 제고 및 플랫폼 유입 유도

[온라인광고]

· 각 국가별 특화 온라인 매체, GDN, 해외 포털 사이트 대상 광고 집행

 

외국인 초청 이벤트 GGANBU TRIP(깐부트립)

GGANBU(깐부) TRIP 이란?

국/내외 거주 외국인 ‘깐부’여행 메이트를 구성, 참여기업과 연계한

다양한 코리아그랜드세일 프로모션 체험 기회 제공

다양한 국내외 기업들과 함께 하는 특별 프로모션

전 세계를 아우르는 K-콘텐츠 중심의 프로모션 구성 진행

· 한국관광상품 구매 프로모션 : 항공/숙박/체험 등 인기 방한관광상품 할인 및 추가 혜택 제공

· K-쇼핑 특별전 : 국내 면세점 및 쇼핑몰 연계 K뷰티/K패션 온 · 오프라인 특별전 운영 

· K-체험 프로모션 : K윈터, K팝 등 K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실시

2023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식 및 웰컴센터

[ 개막식 ]  2023코리아그랜드세일 행사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 개최

[웰컴센터] 행사관련 정보 제공 및 다양한 K-컬쳐 체험이 가능한 웰컴센터 설치 및 운영

*개막식 및 웰컴센터 장소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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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방문위 위원사 네트워크 활용 홍보

 

참여기업 혜택

한국방문위원회 위원사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홍보 확산 및 

외국인 개별 관광객 중점 사업 추진

코리아그랜드세일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

외국인 이용자들의 관심 분야별 참여기업 홍보 콘텐츠 제작

01

참여기업 연계 특별 콘텐츠 제작 및 

공식 SNS 채널을 활용한 참여기업 및 제품 정보 노출

02

 조기신청 기간 내 우수혜택 제공 기업* 대상

사전 해외 온라인 광고 실시

* 참여 품목 및 제공 혜택(할인율, 혜택 범위 등), 외국어 응대,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03

외국인 체험 초청 이벤트 추진 시

참여기업 보유 상품/콘텐츠 활용 코스 구성 및 공동 운영

04

코리아그랜드세일 참여기업 대상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교육 실시를 통한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지속 모색

05

결과 보고회를 통한 우수 참여기업 선정 및 표창 수여

우수 참여기업 선정 및 공로에 대한 포상

06

참여기업 혜택2023코리아그랜드세일  행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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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여기업 신청

STEP 1.
온라인 플랫폼
참여신청

STEP 2.
참여기업
심사

STEP 3.
온라인 플랫폼
정보 노출

* 참여기업 신청 사이트 : www.recruit.koreagrandsale.co.kr (참여기업 신청 매뉴얼 다운로드 가능)

2023 코리아그랜드세일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02  제품 등록
‘마이샵’ 기능을 통해 제품 등록부터 수정까지 신속하고 간편하게 가능!

03  프로모션 및 혜택 구성
코리아그랜드세일 특별 혜택 구성 기업 대상, 

기업 전용 어권별 프로모션 페이지 제작 및 홍보 지원

04  행사 안내 및 홍보
참여기업 가용 채널을 활용한 행사 안내, 

참여기업 및 코리아그랜드세일의 협업을 통한 홍보 효과 상승

코리아그랜드세일 운영사무국
전화 070-7603-3807 / 070-4808-3633

이메일 kgs_official@naver.com

참여기업 대상 요청사항

7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