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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위한무료통합쇼핑몰관리

시스템



아임셀러 API 발급 사전 가이드

사전가이드

1. 아임셀러 사업승인 문자 수신 후 판매자가 입점한 제휴몰 계정정보(ID/PW), API KEY를 등록해야 시스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임셀러 > 기본정보관리 > 제휴몰 계정정보)

2. 판매자가 입점한 제휴몰과 아임셀러에서 연동되는 제휴몰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임셀러 연동 제휴몰,
- 오픈마켓 : 11번가, 인터파크, 스토어팜, 지마켓, 옥션, 티몬, 쿠팡, 위메프
- 종합몰 : CJ몰

롯데닷컴(롯데홈쇼핑, 롯데닷컴이 롯데온으로 통합, 롯데닷컴은 20년 12월말까지 서비스가능)

3. 인터파크, 옥션은 판매자가 직접 발급받을 수 없으니 아임셀러 > 기본정보관리 > 제휴몰 계정정보 ID/PW 정보를 등록 후
문의전화(02-2656-9022) 및 1:1 문의관리로 발급대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쿠팡 : WING(판매자 사이트) 로그인 2차인증으로 발급대행이 어렵습니다.
- 티몬 : 특가딜 판매자 계정이 아닌 오픈마켓딜 판매자 계정만 API 발급이 가능합니다.

4. 인터파크, 옥션 외에 제휴몰은 매뉴얼을 통해 판매자가 직접 발급 가능합니다.

5. API KEY 발급 후 “아임셀러 기본정보관리 > 제휴몰 계정정보” 에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6. 아임셀러 이용 전 제휴몰에 등록된 상품은 데이터 이전 서비스를 통해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이전 서비스 제공 제휴몰 : 11번가, 인터파크, 스토어팜, 지마켓, 옥션



(1) 11번가 API 발급방법

화면설명
1 2

3

1. 11번가 판매자 계정으로 로그인 > 하단 Open API 접속
또는, 아래 Open API URL접속

2. OpenAPI 사이트에서 상단 ‘서비스 등록/확인’ 메뉴 클릭

3. 약관동의 후 API 신청정보 작성하여 등록
1) 기본정보/개발자정보입력 : 해당업체의 정보직접입력
2) 사용용도입력 : 중소기업유통센터 온라인플랫폼 구축
3) IP정보입력
- 개발서버 IP : 115.92.75.12
- 개발자 PC : 115.92.75.12
- 상용서버 IP : 115.92.75.15

4) 11번가 담당 MD입력
- 담당MD 정보는 빨간색 ‘MD연락’ 클릭 시 확인 가능
- 판매할 상품이 등록 될 카테고리의 담당MD명 입력

4. 발급된 API키 확인 후, 아임셀러에 입력
기본정보관리 > 제휴몰 계정정보 > 11번가 등록/수정

* Open API 사이트 URL 
http://openapi.11st.co.kr/openapi/OpenApiFrontMain.tm
all

http://openapi.11st.co.kr/openapi/OpenApiFrontMain.t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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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번가 API 발급방법

화면설명
4

5

1. 11번가 판매자 계정으로 로그인 > 하단 Open API 접속
또는, 아래 Open API URL접속

2. OpenAPI 사이트에서 상단 ‘서비스 등록/확인’ 메뉴 클릭

3. 약관동의 후 API 신청정보 작성하여 등록
1) 기본정보/개발자정보입력 : 해당업체의 정보직접입력
2) 사용용도입력 : 중소기업유통센터 온라인플랫폼 구축
3) IP정보입력
- 개발서버 IP : 115.92.75.12
- 개발자 PC : 115.92.75.12
- 상용서버 IP : 115.92.75.15

4) 11번가 담당 MD입력
- 담당MD 정보는 빨간색 ‘MD연락’ 클릭 시 확인 가능
- 판매할 상품이 등록 될 카테고리의 담당MD명 입력

4. 발급된 API키 확인 후, 아임셀러에 입력
기본정보관리 > 제휴몰 계정정보 > 11번가 등록/수정

* Open API 사이트 URL 
http://openapi.11st.co.kr/openapi/OpenApiFrontMain.tm
all

http://openapi.11st.co.kr/openapi/OpenApiFrontMain.tmall


(2) 옥션 API 발급방법

화면설명

1. 옥션 판매자 계정으로 로그인 > 하단 Open API 접속
또는, 아래 Open API URL접속

2. 개발자프로그램 계정생성
- 개발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옥션 회원 계정과 별도로
추가 가입)

3. AppID등록
- 로그인 후 회원정보수정 페이지에서 추가 버튼 클릭하여
AppID등록. 등록 시 아래 항목 정보로 기입하여 등록

1) Application 명 : 중소기업유통센터 온라인플랫폼
2) Client 유형 : Web
3) 테스트 환경

- 언어 : JAVA 
- OS : Linux  
- 미들웨어 : 기타

4) IP 
- 실서버 : 115.92.75.15
- 테스트서버 : 115.92.75.12

4. 로그인 > 회원정보수정 > 옥션회원 인증티켓 발급
- 위에서 등록한 정보를 입력한 후 API인증티켓 발급 버튼

클릭 (App ID와 옥션 판매자계정ID 입력 / 개발자 프로그램
ID 아님)

5. 발급된 API키 확인 후, 아임셀러 입력(송금방법도 입력)
[기본정보관리 > 제휴몰 계정정보 > 옥션]

* Open API 사이트 URL 
http://developer.auction.co.kr/Information.aspx?menu=sub2

1 2

3

3-4



(2) 옥션 API 발급방법

화면설명

App ID, 비밀번호

옥션 판매자 계정 ID, 비밀번호

4

5

1. 옥션 판매자 계정으로 로그인 > 하단 Open API 접속
또는, 아래 Open API URL접속

2. 개발자프로그램 계정생성
- 개발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옥션 회원 계정과 별도로
추가 가입)

3. AppID등록
- 로그인 후 회원정보수정 페이지에서 추가 버튼 클릭하여
AppID등록. 등록 시 아래 항목 정보로 기입하여 등록

1) Application 명 : 중소기업유통센터 온라인플랫폼
2) Client 유형 : Web
3) 테스트 환경

- 언어 : JAVA 
- OS : Linux  
- 미들웨어 : 기타

4) IP 
- 실서버 : 115.92.75.15
- 테스트서버 : 115.92.75.12

4. 로그인 > 회원정보수정 > 옥션회원 인증티켓 발급
- 위에서 등록한 정보를 입력한 후 API인증티켓 발급 버튼

클릭 (App ID와 옥션 판매자계정ID 입력 / 개발자 프로그램
ID 아님)

5. 발급된 API키 확인 후, 아임셀러 입력(송금방법도 입력)
[기본정보관리 > 제휴몰 계정정보 > 옥션]

* Open API 사이트 URL 
http://developer.auction.co.kr/Information.aspx?menu=sub2



(3)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API 발급방법

화면설명

1-1

1-2

1-3

2

3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로그인

1. 스마트스토어관리 > 스토어관리 > API정보 클릭

2. API 사용 설정 : 사용 선택

3. API 대행사 : 중소기업유통센터 선택

4. 아임셀러 제휴몰 계정정보에 입력
4-1. 로그인 ID와 API연동용판매자ID가 같을 경우
1) 아임셀러 > 기본정보 > 제휴몰 계정정보
2) 로그인 ID(API연동용판매자ID) > ‘사용자ID’ 입력
3) 비밀번호 > ‘비밀번호’ 입력
4) API ID > ‘API인증키’ 입력
5) 스토어팜 연결 주소 입력

- 왼쪽 위 스토어팜 프로필사진 클릭 > 주소창 맨 끝
슬래시(/) 뒤에 있는 텍스트

4-2. 로그인 ID와 API연동용판매자ID가 다를 경우
1) 아임셀러 > 기본정보 > 제휴몰 계정정보
2) 로그인 ID > ‘사용자ID’ 입력
3) 정보추가
4) API연동용판매자ID > 추가된 행의 ‘사용자ID’에 입력
5) 비밀번호 > ‘비밀번호’ 입력
6) API ID > ‘API인증키’ 입력
7) 스토어팜 연결 주소 입력

- 왼쪽 위 스토어팜 프로필사진 클릭 > 주소창 맨 끝
슬래시(/) 뒤에 있는 텍스트



(3)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API 발급방법

화면설명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로그인

1. 스마트스토어관리 > 스토어관리 > API정보 클릭

2. API 사용 설정 : 사용 선택

3. API 대행사 : 중소기업유통센터 선택

4. 아임셀러 제휴몰 계정정보에 입력
4-1. 로그인 ID와 API연동용판매자ID가 같을 경우
1) 아임셀러 > 기본정보 > 제휴몰 계정정보
2) 로그인 ID(API연동용판매자ID) > ‘사용자ID’ 입력
3) 비밀번호 > ‘비밀번호’ 입력
4) API ID > ‘API인증키’ 입력
5) 스토어팜 연결 주소 입력

- 왼쪽 위 스토어팜 프로필사진 클릭 > 주소창 맨 끝
슬래시(/) 뒤에 있는 텍스트

4-2. 로그인 ID와 API연동용판매자ID가 다를 경우
1) 아임셀러 > 기본정보 > 제휴몰 계정정보
2) 로그인 ID > ‘사용자ID’ 입력
3) 정보추가
4) API연동용판매자ID > 추가된 행의 ‘사용자ID’에 입력
5) 비밀번호 > ‘비밀번호’ 입력
6) API ID > ‘API인증키’ 입력
7) 스토어팜 연결 주소 입력

- 왼쪽 위 스토어팜 프로필사진 클릭 > 주소창 맨 끝
슬래시(/) 뒤에 있는 텍스트

로그인ID(API연동용판매자ID)

API ID

비밀번호

로그인ID

API연동용판매자ID

비밀번호

비밀번호

API ID

4-1

4-2

스토어팜연결주소

스토어팜연결 주소

스토어팜연결 주소

스토어팜연결 주소



화면설명

인터파크 판매자 계정으로 로그인 후, API키 사이트 접속

1. 왼쪽 API 인증키 관리 > 일반업체 > 발급받기 클릭

2. 인증키 신청하기 > 사용용도 , 아래 내용들 선택 후 확인
- 상품등록
- 상품수정
- 상품QnA조회
- 상품QnA등록
- 긴급알리미조회
- 긴급알리미답변달기
- 상품정보조회
- 반품배송지조회
- 배송비정책조회

아임셀러 제휴몰 계정정보에 ID/PW 등록 후
콜센터로 대행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3. 담당자한테 승인 메일 받은 후, 
API 인증키 관리 > 일반업체 > 관리하기 > 인증키 확인

4. 아임셀러 > 기본정보관리 > 제휴몰 계정정보 > 인터파크
란에 정보 입력 후 저장

* Open API 사이트 URL 
http://www.interpark.com/openapi/site/APIUrgentInfoSpec.jsp

(4) 인터파크 API 발급방법
1 2

3 4

http://www.interpark.com/openapi/site/APIUrgentInfoSpec.jsp


(5) 쿠팡API 발급방법

화면설명

1. 쿠팡 판매자 센터 로그인 후 OEPN API키 발급
* 대행사가 타 셀링툴인 경우 정상연동되지 않습니다.

1) 우측 상단 “업체 이름” 클릭
2) “업체정보 변경” 클릭
3) “추가판매정보” 클릭

하단 OPEN API키 발급
4) “약관동의” 및 “발급” > 저장
5) 아임셀러 > 기본정보관리 > 제휴몰 계정정보에

발급받은 API 등록 (아래 내용 참조)

2. 아임셀러에 입력
1) 아임셀러 > 기본정보관리 > 제휴몰 계정정보 > 쿠팡
2) 사용자 ID, 비밀번호 입력
3) 업체 ID(=업체코드)

API 인증키(=Access Key)
비밀키(=Secret Key) 입력

4) 저장

1

2

3

4

5

업체명

업체명



(6) 티몬API 발급방법

화면설명

1. 티몬 판매자 센터 로그인 후 OEPN API키 발급
1) 우측 상단 “업체 이름” 클릭 => “나의 정보확인” 클릭
2) “파트너 API KEY” 탭 클릭
3) “조회” 버튼 클릭
4) 조회된 “API KEY” 정보 확인 및 복사
5) 티몬 “오픈마켓 딜 판매자 계정”만 파트너 API KEY 

발급이 가능합니다.    
티몬 “특가딜 판매자 계정” 등은 API KEY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2. 아임셀러에 입력
1) 아임셀러 > 기본정보관리 > 제휴몰 계정정보 > 티몬
2) 사용자 ID, 비밀번호 입력
3) 발급받은 API KEY 를 API 인증키 항목에 입력
4) 저장

1

2

3

4



(7) 위메프 API 발급방법

화면설명

1. 위메프 판매자 센터 로그인 후 OEPN API키 발급
1) 우측 상단 “업체 이름” 클릭 => “정보수정” 클릭
2) 하단의 “API 연동정보” 확인
3) “API 대행사” 선택
4) “API 인증키” 정보 확인 및 복사

2. 아임셀러에 입력
1) 아임셀러 > 기본정보관리 > 제휴몰 계정정보 > 위메프
2) 사용자 ID, 비밀번호 입력
3) 발급받은 API KEY 를 API 인증키 항목에 입력
4) 저장

1

2



(8) 지마켓 API 발급방법

화면설명

1. 아임셀러 입력
- 아임셀러 > 기본정보관리 > 제휴몰 계정정보 > 지마켓
1) 사용자 ID, 비밀번호, e딜러명 입력
2) 인증키 셋팅 클릭 > 인증키 생성 및 셋팅
3) 저장

2. E 딜러명 확인
ems+ 접속 > esm+ 계정관리 > 판매자 계정관리 >  e딜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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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롯데온 API 발급방법

화면설명

1. 롯데온 인증키 발급

1) 판매자정보 > OpenAPI관리 메뉴 이동
2) 셀링툴 선택 (아임셀러 or 중소기업유통센터)

호스팅/셀러툴 안보이는 경우 직접입력으로 발급
IP : 115.92.75.15

3) 인증키 복사

• 발급받은 인증키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 재발급
및
아임셀러 API KEY 재발급정보로 수정

1

2

3 1. 롯데온 인증키 아임셀러 등록

- 기본정보관리 > 제휴몰 계정정보 > 롯데온 등록

1) 판매자 센터 ID/PW 등록
2) 복사한 인증키 등록
3) 체크박스 선택 > 저장 버튼 클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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