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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오늘의 주제는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입니다. 이 게시물에서는 다음 내용을 설명합니다. 

1.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의 정의와 등록해야 하는 이유 

2. 자격 요건 

3. 등록 방법 

4. 효율적인 브랜드 보호 도구 

5. 가장 흔한 신청 거부 이유 및 자주 묻는 질문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등록하려는 국가에 현재 등록 상표가 있는 브랜드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등록 

상표가 없으면 지금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자격 요건은 이 게시물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brandservices.amazon.com/eligibility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의 의미 

브랜드란 상품이나 상품 집합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브랜드가 같은 상품은 상품이나 해당 포장에 표시되는 

이름, 로고 또는 기타 식별 표시가 동일합니다. 이러한 표시를 확인하면 해당 브랜드의 상품과 브랜드에 

속하지 않는 유사 상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가 없는 상품은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할 수 

없는 일반 상품으로 간주됩니다. 

 

1.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의 정의와 브랜드를 등록해야 하는 이유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활용하면 지적 재산을 보호하고 아마존에서 고객을 위해 정확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서 제공되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확한 브랜드 표현: 등록을 하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통해 아마존에서 브랜드의 상품 리스팅을 더 

자세하게 조정 및 제어할 수 있습니다.  

file:///C:/Users/hanul/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Content.Outlook/2VH42Z6Y/brandservices.amazon.com/elig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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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 검색 도구: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서는 여러 아마존 스토어의 콘텐츠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키워드 또는 ASIN 목록을 사용해 콘텐츠를 대량으로 검색하고 간편한 안내식 

워크플로를 통해 위반 의심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전 브랜드 보호 기능: 아마존의 자동 보호 기능은 셀러 브랜드 관련 정보를 사용해 지적 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콘텐츠나 부정확한 콘텐츠를 사전에 제거합니다. 정보를 많이 입력할수록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통해 브랜드 환경을 더욱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브랜드는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서 직접 제공되는 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음의 

아마존 판매 상품에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EBC(브랜드 강화 콘텐츠) 

• 스토어 

• Sponsored Brands 

• Transparency(미국만 해당됨) 

2.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을 위한 브랜드 자격 요건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려는 브랜드에는 등록을 원하는 각 국가에 유효한 등록 상표가 있어야 

합니다. 브랜드의 상표는 텍스트 기반 표시 또는 이미지 기반 표시 형식(단어, 문자 또는 숫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상표가 등록된 국가에 따라 출원 특허청별로 적합 상표의 분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유럽 

연합 특허청에서 출원된 상표만 등록 가능합니다.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이러한 특허청과 관련이 없으므로 

해당 특허청에 브랜드 레지스트리 관련 정보를 문의하지 마십시오. 

 

3.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려면 완료해야 하는 3단계 

• 1단계: 자격 요건 검토. 브랜드에 유효한 등록 상표(텍스트 또는 이미지 기반)가 있어야 합니다. 

• 2단계: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로그인.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로그인합니다. 

아마존의 벤더나 셀러는 벤더 또는 셀러 센트럴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같은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사용하면 벤더 및 셀러 서비스에 연결된 브랜드 레지스트리 기능과 혜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아마존 계정이 아직 없으면 무료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 3단계: 브랜드 등록. 로그인한 후에는 브랜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브랜드를 등록하려면 다음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유효한 등록 상표가 있는 브랜드 이름. 상표 텍스트가 신청서의 브랜드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관련 정부 등록 상표 번호 

• 브랜드를 리스팅할 상품 카테고리 목록(예: 의류, 스포츠 용품, 전자제품) 

• 브랜드 상품이 제조/유통되는 국가 목록 

https://www.uspto.gov/?ld=ELXXABR-www.amazon-brand-registry.com
http://www.inpi.gov.br/?ld=ELXXABR-www.amazon-brand-registry.com
https://www.canada.ca/en/services/business/ip.html?ld=ELXXABR-www.amazon-brand-registry.com
http://marcanet.impi.gob.mx/?ld=ELXXABR-www.amazon-brand-registry.com
https://www.ipaustralia.gov.au/?tag=googhydr-20&amp;ld=ELXXABR-www.amazon-brand-registry.com
http://www.ipindia.nic.in/?ld=ELXXABR-www.amazon-brand-registry.com
http://www.jpo.go.jp/?ld=ELXXABR-www.amazon-brand-registry.com
https://www.inpi.fr/?ld=ELXXABR-www.amazon-brand-registry.com
https://www.dpma.de/?ld=ELXXABR-www.amazon-brand-registry.com
http://www.uibm.gov.it/?ld=ELXXABR-www.amazon-brand-registry.com
https://www.oepm.es/es/signos_distintivos/index.html?ld=ELXXABR-www.amazon-brand-registry.com
https://www.gov.uk/topic/intellectual-property/trade-marks?ld=ELXXABR-www.amazon-brand-registry.com
https://euipo.europa.eu/ohimportal/en/home?ld=ELXXABR-www.amazon-brand-registry.com
https://euipo.europa.eu/ohimportal/en/home?ld=ELXXABR-www.amazon-brand-registry.com
https://brandregistry.amazon.com/ap/register?openid.pape.max_auth_age=18000&amp;openid.identity=http%3A%2F%2Fspecs.openid.net%2Fauth%2F2.0%2Fidentifier_select&amp;language=en_US&amp;pageId=amzn_brand_desktop_us&amp;ignoreAuthState=1&amp;fromAuthPrompt=1&amp;openid.return_to=https%3A%2F%2Fbrandregistry.amazon.com%2Fgp%2Fhomepage.html%3Fcor%3Dlogin_NA&amp;prevRID=SVPRXPCV9SDRQ35MVCZ7&amp;openid.assoc_handle=amzn_brand_desktop_us&amp;openid.mode=checkid_setup&amp;openid.ns.pape=http%3A%2F%2Fspecs.openid.net%2Fextensions%2Fpape%2F1.0&amp;prepopulatedLoginId&amp;failedSignInCount=0&amp;ref_=ap_sw_aa&amp;openid.claimed_id=http%3A%2F%2Fspecs.openid.net%2Fauth%2F2.0%2Fidentifier_select&amp;disableLoginPrepopulate=1&amp;switch_account=signin&amp;openid.ns=http%3A%2F%2Fspecs.openid.net%2Fauth%2F2.0&amp;ref=asus_abr_home_enroll&amp;ld=ELXXABR-www.amazon-brand-registry.com
https://brandregistry.amazon.com/ap/register?openid.pape.max_auth_age=18000&amp;openid.identity=http%3A%2F%2Fspecs.openid.net%2Fauth%2F2.0%2Fidentifier_select&amp;language=en_US&amp;pageId=amzn_brand_desktop_us&amp;ignoreAuthState=1&amp;fromAuthPrompt=1&amp;openid.return_to=https%3A%2F%2Fbrandregistry.amazon.com%2Fgp%2Fhomepage.html%3Fcor%3Dlogin_NA&amp;prevRID=SVPRXPCV9SDRQ35MVCZ7&amp;openid.assoc_handle=amzn_brand_desktop_us&amp;openid.mode=checkid_setup&amp;openid.ns.pape=http%3A%2F%2Fspecs.openid.net%2Fextensions%2Fpape%2F1.0&amp;prepopulatedLoginId&amp;failedSignInCount=0&amp;ref_=ap_sw_aa&amp;openid.claimed_id=http%3A%2F%2Fspecs.openid.net%2Fauth%2F2.0%2Fidentifier_select&amp;disableLoginPrepopulate=1&amp;switch_account=signin&amp;openid.ns=http%3A%2F%2Fspecs.openid.net%2Fauth%2F2.0&amp;ref=asus_abr_home_enroll&amp;ld=ELXXABR-www.amazon-brand-registry.com
https://brandregistry.amazon.com/ap/register?openid.pape.max_auth_age=18000&amp;openid.identity=http%3A%2F%2Fspecs.openid.net%2Fauth%2F2.0%2Fidentifier_select&amp;language=en_US&amp;pageId=amzn_brand_desktop_us&amp;ignoreAuthState=1&amp;fromAuthPrompt=1&amp;openid.return_to=https%3A%2F%2Fbrandregistry.amazon.com%2Fgp%2Fhomepage.html%3Fcor%3Dlogin_NA&amp;prevRID=SVPRXPCV9SDRQ35MVCZ7&amp;openid.assoc_handle=amzn_brand_desktop_us&amp;openid.mode=checkid_setup&amp;openid.ns.pape=http%3A%2F%2Fspecs.openid.net%2Fextensions%2Fpape%2F1.0&amp;prepopulatedLoginId&amp;failedSignInCount=0&amp;ref_=ap_sw_aa&amp;openid.claimed_id=http%3A%2F%2Fspecs.openid.net%2Fauth%2F2.0%2Fidentifier_select&amp;disableLoginPrepopulate=1&amp;switch_account=signin&amp;openid.ns=http%3A%2F%2Fspecs.openid.net%2Fauth%2F2.0&amp;ref=asus_abr_home_enroll&amp;ld=ELXXABR-www.amazon-brand-registry.com
https://brandregistry.amazon.com/ap/register?openid.pape.max_auth_age=18000&amp;openid.identity=http%3A%2F%2Fspecs.openid.net%2Fauth%2F2.0%2Fidentifier_select&amp;language=en_US&amp;pageId=amzn_brand_desktop_us&amp;ignoreAuthState=1&amp;fromAuthPrompt=1&amp;openid.return_to=https%3A%2F%2Fbrandregistry.amazon.com%2Fgp%2Fhomepage.html%3Fcor%3Dlogin_NA&amp;prevRID=SVPRXPCV9SDRQ35MVCZ7&amp;openid.assoc_handle=amzn_brand_desktop_us&amp;openid.mode=checkid_setup&amp;openid.ns.pape=http%3A%2F%2Fspecs.openid.net%2Fextensions%2Fpape%2F1.0&amp;prepopulatedLoginId&amp;failedSignInCount=0&amp;ref_=ap_sw_aa&amp;openid.claimed_id=http%3A%2F%2Fspecs.openid.net%2Fauth%2F2.0%2Fidentifier_select&amp;disableLoginPrepopulate=1&amp;switch_account=signin&amp;openid.ns=http%3A%2F%2Fspecs.openid.net%2Fauth%2F2.0&amp;ld=ELXXABR-www.amazon-brand-regist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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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승인을 받고 신청 거부를 방지하려면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신청할 때 다음 정보를 정확하게 

가져와야 합니다. 

 

1) 관리 기관 웹 사이트에 표시된 상표 정보 일반적인 몇 가지 거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o 상표가 등록된 상태가 아님 

o 신청서에서 상표 등록 정보를 찾을 수 없음 

o 상표가 이미지로만 되어 있으며 단어, 문자 또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o 상표가 단어 표시인데 디자인 표시 신청서 링크를 통해 제출되었거나 디자인 표시인데 단어 표시 

신청서 링크를 통해 제출됨 

o 제공된 디자인 표시 이미지가 상표 기록과 일치하지 않음 

2) 브랜드가 다른 사용자 계정이나 다른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미 등록됨 

3) RO 확인 코드 보류 중 

4) 연락처 정보를 찾을 수 없음 

 

4. 아마존에서 브랜드를 보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등록된 브랜드용 도구 

등록 후에 brandregistry.amazon.com에 로그인하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도구 1: 위반 신고 

 

1) 위반 신고 도구를 사용하면 저작권이나 등록 상표를 침해할 수 있는 품목을 검색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신고 도구에서는 ASIN, 오퍼 및 이미지를 찾고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 및 이미지 기반 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상품 이름, ASIN, 브랜드 이름 또는 키워드를 제출하여 텍스트 기반 검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https://brandregistry.amazon.com/brand/report-a-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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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신고 도구에서는 전역 검색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화면으로 이동할 필요 없이 같은 화면에서 

여러 아마존 스토어의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마켓플레이스를 검색할 수는 있지만 신고는 

등록 상표가 있는 마켓플레이스에서만 가능합니다. 

 

2) 검색을 완료한 후에는 아래 스크린샷과 같이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생각되는 하나 이상의 ASIN, 

오퍼 또는 이미지 옆에 있는 확인란을 클릭하여 해당 ASIN/오퍼/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SIN을 신고하는 경우 모든 관련 셀러와 해당 오퍼에서 침해 주장이 제기된 지적 재산 위반 가능성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ASIN 자체가 제거될 수 있습니다. 셀러가 확인란을 선택하면 전체 ASIN을 

신고하게 되며, 그러면 해당 ASIN이 제거되어 셀러 자신의 상품 판매량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ASIN 

수준에서만 신고를 하는 대신 이미지, 개별 셀러 및 ASIN 수준에서 신고를 할 수 있음을 셀러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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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한 지적 재산과 침해된 방식을 파악합니다. 지적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는 콘텐츠를 

확인한 후에는 해당 콘텐츠가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신이 소유한 지적 재산권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위반 신고 도구에서는 현재 상표, 저작권, 특허의 3가지 지적 재산 유형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구 2: 제출 내역 

 

https://brandregistry.amazon.com/brand/submission-history?ref=br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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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위반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이제 제출 내역 페이지에서 신고한 위반 및 해당 상태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2018년 5월 16일 이후로 위반 신고 도구를 통해 제출한 모든 신고 내역이 

표시됩니다. 다른 채널을 통해 제출한 신고나 케이스는 이 페이지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5. FAQ: 

 

1)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서는 "무단" 유통에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a. 대답: 아마존은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공식" 유통업체 클레임을 시행하지 않으며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정품 유통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 프랑스에서는 

법률에 따라 유통 규제가 허용되므로 공식 유통업체 클레임이 시행됩니다. 

 

2) 브랜드를 대표하는 대리인이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까? 

a. 대답: 예. 권리 소유자가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브랜드를 등록하고 아마존 약관에 동의하고 나면 

사용자는 대리인을 포함한 해당 브랜드의 담당자를 더 추가하기 위한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에게는 고유한 브랜드 레지스트리 로그인 자격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권리 소유자는 

계정에 로그인한 다음 브랜드 레지스트리 지원 팀에 연락하여 담당자 추가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역할을 업데이트하거나 계정에 새 사용자를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대답: 브랜드를 처음으로 등록했거나 브랜드 관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만 이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승인된 브랜드 레지스트리 계정을 사용하여 https://brandregistry.amazon.com에 

로그인한 다음 브랜드 레지스트리 지원 > 브랜드 프로필 업데이트 > 역할 업데이트 또는 계정에 

새 사용자 추가를 선택합니다. 각 브랜드 레지스트리 사용자 계정에 할당할 역할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4) 등록된 브랜드에 대해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서 추가한 사용자 계정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a. 대답: 예. 질문 3)의 대답과 동일한 단계를 수행하면 사용자 계정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역할을 

제거하면 해당 브랜드의 사용자 계정에 이전에 할당한 모든 기존 역할이 제거됩니다. 

5) 새 브랜드를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대답: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계정을 생성하고 첫 번째 브랜드를 등록한 후에 계정 홈 

페이지에서 '새 브랜드 등록'을 클릭하면 언제든지 다른 브랜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6) 신청 상태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대답: 제출한 신청의 상태를 확인하려면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계정에 로그인한 다음 케이스 

로그로 이동하십시오. 

7)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면 상품의 Global Trade Item Number(GTIN/UPC/EAN/ISBN) 발급이 

https://brandregistry.amazon.com/brand/submission-history?ref=brgw
https://brandregistry.amazon.com/cu/contact-us
https://brandregistry.amazon.com/
https://brandregistry.amazon.com/brand/enroll
https://brandregistry.amazon.com/cu/case-lobby
https://brandregistry.amazon.com/cu/case-lob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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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됩니까? 

a. 대답: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한다고 해서 GTIN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셀러는 셀러 센트럴을 

통해 GTIN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이 아마존에 이미 리스팅되어 있으면 기존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오퍼를 리스팅하면 되며 GTIN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품이 아마존에 

리스팅되어 있지 않으면 GTIN 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8) 브랜드 레지스트리 관련 문의 사항은 어디에 문의해야 합니까? 

a. 대답: 등록 전 - https://brandregistry.amazon.com/cu/contact-us 

b. 등록 후 - https://brandregistry.amazon.com 로그인 > 브랜드 레지스트리 지원으로 이동 

https://sellercentral.amazon.com/gtinx
https://brandregistry.amazon.com/cu/contact-us
https://brandregistry.amaz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