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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상품등록 API 가이드 
 

[API 상품등록 시 변경사항] 

2020 년 10 월 12 일 적용 

 

>>> 자유로운 구매옵션 구성(open attribute) 
카테고리 메타 정보에 따라 최대 2 개 까지 구매옵션(attributeTypeName)을 입력해야 

했으나 이제 직접 구매옵션명, 구매옵션값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최대 3 개 

까지 구매옵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비필수 입력, 삭제되는 파라메터 
1) brand(브랜드), manufacture(제조사): 필수입력에서 비필수 입력으로 변경 

2) afterServiceInformation(A/S 안내),afterServiceContactNumber(A/S 전화번호) : 

입력항목 삭제 
 
 
 
 
 

이용 안내 : 

변경된 기능 이용 시 궁금한 사항은 아래 온라인 문의 링크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API  문의는 https://developers.coupang.com/hc/ko에서 로그인 후 상단의 FAQ 메

뉴 내의 개별 글 하단 “문의등록” 버튼을 클릭 후 요청하시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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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유로운 구매옵션 구성(open attribute) 
API 상품등록 전문 구성 시 카테고리 메타 정보에 없는 구매옵션을 자유롭게 입력 

가능합니다.  최대 3 개 까지 구매옵션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검색옵션 입력 시에는 "exposed": "NONE" 을 추가해야만 정상적으로 

등록되며 "exposed": "NONE” 누락 시 구매옵션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attributes": [ 

    { 

      "attributeTypeName": "패션의류/잡화 사이즈", 

      "dataType": "STRING", 

      "basicUnit": "없음", 

      "usableUnits": [], 

      "required": "MANDATORY", 

      "groupNumber": "NONE", 

      "exposed": "EXPOSED" 

    }, 

    { 

      "attributeTypeName": "색상", 

      "dataType": "STRING", 

      "basicUnit": "없음", 

      "usableUnits": [], 

      "required": "MANDATORY", 

      "groupNumber": "NONE", 

      "exposed": "EXPOSED" 

    }, 

    { 

      "attributeTypeName": "사용계절", 

      "dataType": "STRING", 

      "basicUnit": "없음", 

      "usableUnits": [], 

      "required": "OPTIONAL", 

      "groupNumber": "NONE", 

      "exposed": "NONE" 

    }, 

예를들어 위와같이 카테고리 메타정보 조회 API 호출 시, attributes 가 노출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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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등록 시 구매옵션으로 "attributeTypeName" 항목은 "패션의류/잡화 사이즈", "색상" 

항목 입력만 가능했습니다.  

open attribute 기능이 추가되면서 아래와 같이 메타정보에 없는 자유로운 구매옵션 

구성이 가능합니다. 최대 3 개 까지 자유로운 구매옵션 입력이 가능합니다. 

 

"attributes": [ 

    { 

      "attributeTypeName": "색상", 

" attributeValueName ": "그레이 / 70" 

}, 

    { 

      "attributeTypeName": "사이즈(크기)", 

" attributeValueName ": "Free" 

    }, 

{ 

      "attributeTypeName": "사용계절”, 

" attributeValueName ": "여름", 

"exposed": "NONE" 

    }, 

 

※ 주의 : 검색옵션(비필수항목)으로 “사용계절”을 입력하려면 위와 같이 "exposed": 

"NONE" 을 추가해야만 정상적으로 등록되며 "exposed": "NONE” 누락 시 구매옵션으로 

등록됩니다.. 
 

 

2. 비필수 입력, 삭제되는 파라메터 

API 로 상품등록 시 필수 입력 항목이었던 brand(브랜드), manufacture(제조사) 항목은 

비 필수로 변경되었습니다. 

afterServiceInformation(A/S 안내), afterServiceContactNumber(A/S 전화번호) 항목은 

삭제되어 경우 더 이상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