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마존 인도 MFN (직접배송) 계정 등록 가이드

A M A Z O N  G L O B A L  S E L L I N G  K O R E A

참고 : FBA seller는 해당 가이드와는 별도의 프로세스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도 페이지 내 ‘FBA 입점 도움받기’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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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정 생성

신규 셀러
인도 페이지 ‘인도 입점 시작하기‘ 버튼을

통해 셀러 센트럴 페이지에 접속하세요



1.계정 생성

기존 셀러
인도 페이지 ‘인도로 확장하기‘ 버튼을 통해

셀러 센트럴 페이지에 접속하세요



1. 계정 생성

이름과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계정을 생성하세요
(Create your Amazon account)

이메일 주소는 아마존 관련하여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계정을 입력하세요.

참고: Create your Amazon account를 누르신 이후,
가입 프로세스를 완료하지 않고 종료한 경우,
다시 가입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셀러 센트럴에 접속한 후, 
Sign in을 눌러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2. 사업자 세부 정보 입력

법인 등기부등본/사업자 등록증에 등록된 영문 사업자명을
입력하세요.

참고 : 이용 약관 (terms and conditions)에 동의하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세부 정보 입력

사업자 세부 정보를 입력하고 계속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하세요.

참고1:
판매자명(Merchant name)은 판매자 국가 신분증 (여권)에
등록된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참고2: 
*Store Name: 아마존 상, 판매자 이름은 임의로 설정 가능합니다. 
*Merchant Name: 사업자등록증 내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3. 배송사 정보 입력

물류 파트너를 선택하고, 배송사가 발행한 ID를 입력하세요. 
현 단계에서는, Skip for now를 눌러
배송사 ID 입력을 건너 뛴 후, 계정 등록 이후 배송사 ID 
발급하여 추가 입력하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참고 : 인도 시장은 현재 ECU Korea와 협업 중입니다. 
Carrier ID는 ECU Korea 측과 협의하여 발급 부탁드리겠습니다. 

ECU Korea 담당자 정보

Ryan Lee (이종훈)
E-MAIL : RYANLEE@ECUWORLDWIDE.COM



3. 배송사 정보 입력

물류 계정 생성 프로세스 중 배송사에서 직접 배송사 ID를
입력했다면, 이 과정을 건너뛰실 수 있습니다. 

배송사 ID는 추후 셀러 센트럴 내 계정 정보(Account Info) 
섹션에서 업데이트/수정 할 수 있습니다. 
(Settings-> Account Info-> Self-Ship Settings) 



4. SIV (Seller Identity Verification) 제출

신분증(여권), 사업자등록증 등의 SIV 서류를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신분증(여권)의 사진과 서명이 모두 보이게 컬러 스캔하여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4. SIV (Seller Identity Verification) 제출

View Document 버튼 눌러 제출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에 이상이 있을 시 Reupload 버튼을 통해
재 업로드 하세요.



4. SIV (Seller Identity Verification) 제출

“셀러는 인도에 영구적으로 사업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Seller do not have any permanent establishment in 
India) 라는 조항에 동의하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5. 2단계 인증 (2-Step Verification) 등록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2단계 인증(2SV) 수단을
등록하세요. 

(i). 핸드폰 번호 기입을 통한 OTP 발급
(ii). Authenticator 앱



감사합니다.
문의 사항은 하기 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globalselling-kor-in@amazon.com

A M A Z O N  G L O B A L  S E L L I N G  K O R 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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