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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에 GTIN(Global Trade Item Number)이라고도 하는 상품 ID 가 없는 경우 GTIN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마존 카탈로그를 확인하여 상품이 이미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품이 카탈로그에 있는 상품과 일치하는 경우 GTIN 

없이 기존 상품 상세 페이지에 오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이 기존 상품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GTIN 면제를 

요청한 후에 상품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GTIN 면제를 요청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 GTIN 면제를 요청하는 방법의 세부 단계 및 GTIN 면제를 받은 

후 상품을 등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GTIN 면제를 요청하기 전에 

아마존에 리스팅할 때 GTIN 이 필요한 브랜드 목록이 있습니다. 해당 브랜드는 상품에 이미 GS1 승인 바코드를 

제공하므로 해당 브랜드에 대해서는 GTIN 면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브랜드에 속하면서 GTIN 이 없는 상품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GTIN 이 필요한 브랜드 목록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십시오. 

GTIN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브랜드, 제조업체 또는 게시자가 GTIN 을 제공하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 자체 개발 브랜드 상품 

또는 핸드메이드 상품. 

• 셀러 본인이 제조업체, 브랜드 또는 게시자이며 바코드가 없는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 자체 개발 브랜드 

상품 또는 핸드메이드 상품. 

• GTIN 이 없는 상품 부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 또는 모바일 악세사리. 

• 두 개 이상의 상품으로 구성된 번들 팩 을 판매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 가죽 벨트와 지갑이 들어 있는 팩 또는 두 개의 

셔츠 팩. 

• 주: 1. 리스팅에 상품 ID 가 필요하지 않은 카테고리에 대해 알아보려면 카테고리 요건 개요 및 UPC 면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주: 2. 리스팅하려는 카테고리가 제한된 경우 상품 리스팅을 시작하려면 GTIN 면제 외에 카테고리 수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승인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카테고리 개요 도움말 페이지를 참조하여 카테고리 수준 

승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에 따라 신청하십시오.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G200211450?language=ko_KR&ref=id_G200211450_cont_G200426310
https://s3-us-west-2.amazonaws.com/gtin-exemption-templates/NA-EN/Brands_Require_GTIN_US.xls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G200317520?language=ko_KR&ref=id_G200317520_cont_G20042631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G200332540?language=ko_KR&ref=id_G200332540_cont_G2004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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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IN 면제 요청 방법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상품 이름, 를 포함하여 상품과 상품 포장의 모든 면을 보여주는 최소 2 장(최대 9 장)의 이미지 아래에 언급된 

가이드라인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o 신청 과정에서 입력한 브랜드 이름은 상품 및/또는 포장에 있는 브랜드 이름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o 이미지는 상품 및 포장에 대한 실제 사진이어야 합니다. 즉, 상품 및 포장을 손에 들고 있거나 탁자 위에 놓아 둔 

사진이어야 합니다. 

o 브랜드는 포장 및/또는 상품에 영구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o 상품의 상품 및/또는 포장에 GS1 승인 바코드가 없어야 합니다. GS1 승인 바코드가 있는 경우 GTIN 면제를 

신청하는 대신 동일한 바코드를 사용하여 상품을 리스팅할 수 있습니다. 

 

상품 이미지가 준비되면 아래 단계에 따라 GTIN 면제를 신청하십시오. 

 

1. GTIN 면제 신청 페이지에서 선택 버튼을 클릭한 다음 팝업 목록에서 관련 상품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2. 브랜드/게시자 필드에 브랜드 또는 게시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브랜드가 없는 아이템 및 번들은 Generic(대소문자 

구분)을 입력합니다. 팁: + 더 많은 브랜드/게시자 추가를 클릭하여 동일한 카테고리에 브랜드 또는 게시자를 

추가하고 + 더 많은 카테고리 추가를 클릭하여 새 카테고리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여러 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대 10 건). 

3. 자격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격 요약이 표시됩니다.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상태 열에 체크 표시가 나타납니다. 

상품이 GTIN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계속 진행할 수 없습니다. 

4. 상품이 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계속해서 증빙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증빙 제공 페이지에서 셀러의 상품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 상품 이름을 입력하고 동일한 상품의 모든 면이 보이는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면제 요청서에서 모든 상품에 대해 5단계를 반복합니다. 

6. 요청 제출을 클릭합니다. 

48시간 이내에 요청 승인 상태에 대한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또는 케이스 로그에서 요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sellercentral.amazon.com/gtinx
https://sellercentral.amazon.com/cu/case-lobby?ref=xx_caselog_cont_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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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IN 면제를 받은 후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 

GTIN 면제를 받은 후 리스팅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 동영상을 시청하십시오. 

기억해야 할 사항: 

• GTIN 면제를 신청한 후 케이스 로그에서 요청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 GTIN 이 면제되었으면, GTIN 으로 리스팅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상품을 등록하기 전에 30 분 정도 기다려 

주십시오. 아마존 시스템이 GTIN 면제를 확인한 후 GTIN(상품 ID) 없이 리스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경우에 따라 셀러 센트럴에서 상품 리스팅을 시작하려면 GTIN 면제 승인 외에 카테고리 수준의 승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GTIN 면제를 사용하여 상품을 리스팅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특정 카테고리에 리스팅할 수 있도록 

이미 승인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승인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카테고리 개요 도움말 페이지를 참조하여 

카테고리 수준 승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에 따라 신청하십시오. 

• 면제가 가능하려면 카테고리 및 브랜드/게시자 이름을 면제 승인 통지서에 표시된 대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다른 대소문자를 사용하거나 추가 문자 또는 공백을 삽입하면 시스템에서 면제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 승인 후 상품 ID 및 상품 ID 유형 열을 비워 둘 수 있습니다. 

 

• 잘못된 브랜드 이름 또는 카테고리에서 GTIN 면제를 받은 경우 면제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GTIN 면제는 상품 ID 가 없는 상품을 리스팅하는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상품을 리스팅하려면 추가 브랜드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브랜드 또는 카테고리에 리스팅할 때마다 GTIN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 하나의 양식으로 최대 10 개의 브랜드 이름–카테고리 조합에 대해 GTIN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셀러 센트럴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상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xGUHXEFhVZc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G200332540?language=ko_KR&ref=id_G200332540_cont_G2004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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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개별 등록(하나씩): 개인 및 프로페셔널 셀러 

이 도구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한 번에 하나의 상품 개별 등록을 참조하십시오. GTIN 이 면제된 경우에는 필수 

정보 섹션의 상품 ID 및 상품 ID 유형 필드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 리스팅하는 카테고리가 제한되지 않는지 또는 필요한 승인을 이미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승인이 필요한 카테고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카테고리 개요로 이동하십시오. 

 

 

1. 재고 > 상품 개별 등록으로 이동한 다음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은 상품을 개별 등록합니다'를 클릭하고 상품 

상세 내용을 입력합니다. 

2. 상품이나 포장에 상품 ID(바코드, UPC, EAN, JAN 또는 ISBN)가 없는 경우에는 GTIN 면제를 신청한 후 상품 ID 

없이 상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GTIN 면제를 받은 후 30 분 동안 기다린 다음에 상품을 리스팅하십시오. 

4. 리스팅을 추가할 준비가 되면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은 상품을 개별 등록합니다'를 클릭하고 상품 상세 내용을 

입력합니다. GTIN 면제가 승인된 정확한 상품 유형을 선택합니다. 

5. GTIN 면제가 승인된 정확한 상품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6. 면제를 받은 브랜드 이름을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유효한 브랜드 이름을 추가해도 상품 ID 필드가 빨간색으로 강조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는 선택 사항입니다. 

7. 기타 상품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모든 필수 특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변경 사항이 저장되면 

상품이 활성화됩니다. 

 

https://sellercentral.amazon.com/productsearch/ref=xx_addlisting_dnav_xx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G200220550?language=ko_KR&ref=id_G200220550_cont_G20042631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G200332540?language=ko_KR&ref=id_G200332540_cont_G2004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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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번들처럼 브랜드가 없는 상품의 경우 브랜드 이름 필드에 "Generic"(대소문자 구분)을 입력합니다. 

 

업로드를 통한 상품 대량 등록(대량 업로드): 프로페셔널 셀러만 해당 

이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재고 파일을 사용하여 상품 등록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GTIN 이 면제된 

경우에는 템플릿에서 상품 ID 및 상품 ID 유형 열을 비워 두어도 됩니다. 

주: 리스팅하는 카테고리가 제한되지 않는지 또는 필요한 승인을 이미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승인이 필요한 카테고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카테고리 개요로 이동하십시오. 

 

1. 재고 > 업로드를 통한 상품 대량 등록으로 이동한 다음 재고 파일 다운로드 탭을 클릭합니다. 

2. 검색 도구 섹션으로 이동하여 리스팅할 상품 유형을 입력합니다. 

 

https://sellercentral.amazon.com/listing/download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1576410?language=ko_KR&ref=id_201576410_cont_G20042631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0332540?language=ko_KR&ref=id_200332540_cont_G2004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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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한 상품에 UPC 면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즉, 상품 ID 없이 리스팅할 수 있는 경우) 카테고리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상품에 대한 선택 버튼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제한된 상품 판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4. 카테고리 승인이 필요한 상품의 경우 승인 요청을 클릭합니다. 

 
 

5. 현재 패션 쥬얼리만 UPC 면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6. 관련 노드를 모두 선택한 후 생성할 템플릿 유형을 클릭하고 템플릿 생성을 클릭합니다. 

7. 또는 카테고리별 플랫 파일을 채우려는 경우 이 링크를 클릭하여 필수 카테고리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상품 피드 

유형을 작성하고 플랫 파일에서 상품 ID 및 상품 ID 유형 열을 비워 두십시오. 입력한 브랜드 이름은 GTIN 면제를 

받는 데 사용된 브랜드 이름과 같아야 합니다. 

주: 2018년 8월 24일 후에 부여된 GTIN 면제는 만료되지 않습니다. 이 날짜 이전에 면제가 승인되었다면 GTIN 

면제 페이지에서 다시 신청하십시오. 케이스 로그에서 기존 GTIN 면제를 확인하십시오. 

 

 

상품 ID(UPC, EAN, JAN 또는 ISBN)가 없는 상품 리스팅 방법 

• 도서, ISBN 요건 및 면제 
 

 

셀러 센트럴 원문 보기: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itemID=G20042631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G200333160?language=ko_KR&ref=id_G200333160_cont_G20042631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1641?language=ko_KR&ref=id_1641_cont_G20042631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tinx
https://sellercentral.amazon.com/gtinx
https://sellercentral.amazon.com/cu/case-lobby?ref=xx_caselog_cont_home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itemID=200786200&language=ko_KR&ref=id_200786200_cont_G20042631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itemID=G2004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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