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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객실 재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좋은 점

요금 & 객실 재고를 최대 

16개월 후까지 업로드해 

검색 결과상의 노출도와 

조기 예약률 향상

업무상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비즈니스 성장에 

더욱 집중

고객 유형별로 제공하는 

내용을 달리해 다양한 

고객층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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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엑스트라넷으로  이동

페이지 상단의 [요금 및 
예약 가능 여부] 탭에서 
‘캘린더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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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및 예약 가능 여부

https://admin.booking.com/?aid=1190473&page=%2Fhotel%2Fhoteladmin%2Fextranet_ng%2Fmanage%2Favailability_calendar.html&utm_source=phc_pdf&utm_medium=rates_and_availability_link&utm_campaign=213577765&utm_term=phc&utm_content=ko
https://admin.booking.com/?aid=1190473&page=%2Fhotel%2Fhoteladmin%2Fextranet_ng%2Fmanage%2Favailability_calendar.html&utm_source=phc_pdf&utm_medium=rates_and_availability_link&utm_campaign=213577765&utm_term=phc&utm_content=ko


1장: 요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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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요금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박스가 

생성됩니다.

박스를 클릭한 뒤 새로운 
요금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르거나 셀 바깥쪽을 
클릭합니다.  

요금별 업데이트

클릭

다음 셀로 넘어가려면 
키보드 ‘Tab’ 버튼을 

누르거나 마우스로 해당 
셀을 클릭합니다. 

Page 6 



요금을 일괄적으로 
변경하려면 변경을 적용할 
첫 번째 날짜를 클릭한 후 
변경을 적용할 마지막 

날짜까지 드래그합니다.

 

요금 일괄 업데이트 (1)

클릭 & 드래그

팝업창이 나타나면 선택한 
기간에 맞는 요금을 

흰색 박스에 입력합니다.

저장을 눌러 변경된 요금을 
저장합니다.  

 

요금 입력

변경사항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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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방법은 날짜 바 
오른쪽 아래 ‘일괄 수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괄 수정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팝업창에서 
수정을 원하는 날짜와 
요일을 선택합니다.

‘판매할 객실’, ‘요금’, ‘객실 
현황', '제한사항' 등의 
요건을 일괄 수정하거나 그 
가운데 몇 가지 요소만 
선별하여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 후에는 
‘변경사항 저장’을 
클릭합니다.

요금 일괄 업데이트 (2)

판매할 객실

요금

객실 현황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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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인원별로 요금을 
확인하려면 날짜 선택란 

옆에 있는 필터를 
선택합니다.

숙박 인원별로 요금을 
수정하려면 요금제 

아래에 있는 ‘숙박 인원 
기준 요금 수정’을 

클릭합니다.

숙박 인원 기준 요금 업데이트

 

팝업창이 나타나면 '추천' 또는 
'직접 지정'을 선택합니다.

할인율/인상률, 또는 기준 
인원보다 많거나 적은 숙박 
인원을 설정합니다.

'변경사항 저장'을 클릭해 
설정을 저장합니다.

설정/해제

할인
율

클릭하여 수정

필터 클릭

주의: 이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은 요금제가 있을 경우 Booking.com에 문의하여 활성화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팁: 프로모션이 있을 경우 날짜 선택란 옆에 '프로모션’ 필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프로모션을 확인하려면 해당 필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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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객실 재고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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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객실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박스가 

생성됩니다.

박스를 클릭한 뒤 원하는 
객실 또는 숙박 단위 수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르거나 셀 바깥 쪽을 

클릭합니다.

 

객실별 업데이트

클릭

다음 셀로 넘어가려면 
키보드 ‘Tab’ 버튼을 
누르거나 마우스로 해당 
셀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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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중인 객실을 
일괄적으로 변경하려면 
변경을 적용할 첫 번째 

날짜를 클릭한 후 변경을 
적용할 마지막 날짜까지 

드래그합니다.

 
 

객실 일괄 업데이트 (1)

클릭 & 드래그

팝업창이 나타나면 선택한 
기간에 맞는 객실 또는 숙박 

단위 수를 
흰색 박스에 입력합니다.

‘저장’을 눌러 변경된 숫자를 
저장합니다. 

 
 

숫자 입력

변경사항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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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방법은 날짜 바 
오른쪽 아래 ‘일괄 수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괄 수정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팝업창에서 
수정을 원하는 날짜와 
요일을 선택합니다.

‘판매할 객실’, ‘요금’, ‘객실 
현황', '제한사항' 등의 
요건을 일괄 수정하거나 그 
가운데 몇 가지 요소만 
선별하여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 후에는 
‘변경사항 저장’을 
클릭합니다.

객실 일괄 업데이트 (2)

일괄 수정

판매할 객실

요금

객실 현황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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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객실 열고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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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빨간색 셀을 
클릭하면 객실 또는 숙박 
단위를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특정 날짜에 객실을 닫으면 
셀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초록색 셀은 객실이 예약 
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객실 열고 닫기

Red 객실 예약 불가

객실 예약 가능

객실 예약이 
가능하지만 
제한사항이 
설정된 상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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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방법은 객실명 
아래 ‘일괄 수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괄 수정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팝업창에서 
수정을 원하는 날짜와 
요일을 선택합니다.

‘판매할 객실’, ‘요금’, ‘객실 
현황', '제한사항' 등의 
요건을 일괄 수정하거나 그 
가운데 몇 가지 요소만 
선별하여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 후에는 
‘변경사항 저장’을 
클릭합니다.

다수 객실 열고 닫기

일괄 수정

판매할 객실

요금

객실 현황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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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불가
객실을 직접 닫은 상태

재고 없음
객실 재고를 설정하지 않았거나 숫자를 ‘0’으로 설정한 상태

요금 미설정
요금제에 요금을 입력하지 않은 상태

닫힌 요금
해당 날짜의 요금제가 닫힌 상태

판매 완료
Booking.com에서 판매하는 모든 객실의 예약이 완료된 상태

예약 불가(원인 2개 이상)
앞서 언급된 원인들이 조합되어 예약이 불가능한 상태

숙소 예약이 안되는 이유?

객실을 닫지 않았는데도 예약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원인은 캘린더 ‘객실 현황’ 줄의 빨간색 
라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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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요금제 열고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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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를 열고 닫으려면 
우선 ‘요금’ 셀의 상단을 

클릭합니다.

팝업창이 나타나면 ‘열기’, 
또는 ‘닫기’를 클릭합니다.

‘저장’을 눌러 완료합니다.

요금제 열고 닫기

빨간색

흰색

요금제가 예약 불가인 
상태

요금제가 예약 
가능한 상태

예약 가능하지만 
제한사항이 
설정된 상태

열기/닫기

클릭

변경사항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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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를 일괄적으로 
열고 닫으려면 변경을 
적용할 첫 번째 날짜를 
클릭한 후 변경을 적용할 

마지막 날짜까지 
드래그합니다.

팝업창이 나타나면 
‘열기’, 또는 ‘닫기’를 

클릭합니다.

‘저장’을 눌러 완료합니다.
 

다수 요금제 열고 닫기

클릭 & 드래그

열기/닫기
빨간색

흰색

요금제가 예약 불가인 
상태

요금제가 예약 
가능한 상태

예약 가능하지만 
제한사항이 
설정된 상태

변경사항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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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제한사항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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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Page 22

• 최소 숙박 기간 / 최대 숙박 기간 / 지정 숙박일
고객이 예약 가능한 숙박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최소 숙박 기간(체크인 날짜 포함) / 최대 숙박 기간(체크인 날짜 포함)
체크인 당일에 예약하는 고객이 예약 가능한 최소, 최대 숙박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체크인 불가 / 체크아웃 불가
체크인/체크아웃이 불가능한 날짜가 있을 경우 해당 날짜에 체크인/체크아웃을 할 수 없도록 설정 
가능합니다.

• 가장 늦은 사전 예약일 / 가장 이른 사전 예약일
고객이 예약을 할 수 있는 가장 늦은 시점, 또는 가장 이른 시점을 의미합니다.



제한사항을 확인하려면 
날짜 선택란 옆의 필터를 

클릭합니다.

제한사항별 업데이트 

변경하려는 날짜를 
클릭합니다. 

변경하려는 제한사항에 
원하는 숫자를 입력합니다.

‘Enter’를 클릭하거나 셀 
바깥쪽을 클릭합니다.

선택 가능한 제한사항:
최소 숙박 기간
최대 숙박 기간
최소 숙박 기간(체크인 날짜 포함)
최대 숙박 기간(체크인 날짜 포함)
지정 숙박일
체크아웃  불가
체크인 불가
가장 늦은 사전 예약일
가장 이른 사전 예약일

클릭

필터 클릭

주의: 숙소에 따라 일부 제한사항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제한사항을 설정하고 싶은 경우 저희 측에 연락해 
별도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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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을 일괄적으로 
변경하려면 변경을 적용할 
첫 번째 날짜를 클릭한 후 
변경을 적용할 마지막 

날짜까지 드래그합니다.

 

 
 

다수 제한사항 업데이트 (1)

팝업창이 나타나면 
변경하려는 제한사항에 
맞는 숫자를 흰색 박스에 

입력합니다.

‘변경사항 저장’을 클릭해 
제한사항을 저장합니다.  

클릭 & 드래그

필터 클릭

변경사항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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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입력



또 다른 방법은 날짜 바 
오른쪽 아래 ‘일괄 수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괄 수정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팝업창에서 
수정을 원하는 날짜와 
요일을 선택합니다.

‘판매할 객실’, ‘요금’, ‘객실 
현황', '제한사항' 등의 
요건을 일괄 수정하거나 그 
가운데 몇 가지 요소만 
선별하여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 후에는 
‘변경사항 저장’을 
클릭합니다.

다수 제한사항 업데이트 (2)
일괄 수정

판매할 객실

요금

객실 현황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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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ing.com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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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 특정 객실 또는 숙박 단위를 예약 가능하도록 

하려면 요금이 설정된 요금제와 객실 재고가 

있어야 합니다.

• 고객은 최대 16개월 후까지 객실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객실을 열고 닫을 때 이를 염두에 

두고 이른 예약을 진행하는 고객의 눈에 띌 

확률을 최대한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 객실 재고를 장기적으로 관리하려면 캘린더 

‘연도별 보기’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 유형별로 다른 요금제 (예: 환불 불가)를 

설정하여 다양한 고객층을 공략해보시기 

바랍니다.

• Pulse 앱 을 다운로드하시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요금과 객실 재고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 연간 요금 복사하기 도구를 통해 내년 또는 

다음 시즌 요금을 간편하게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연도별 보기

https://admin.booking.com/?aid=1190473&page=%2Fhotel%2Fhoteladmin%2Fextranet_ng%2Fmanage%2Favailability_calendar.html&utm_source=phc_pdf&utm_medium=yearly_view_link&utm_campaign=213577765&utm_term=phc&utm_content=ko
https://admin.booking.com/hotel/hoteladmin/extranet_ng/manage/rate_plans.html?lang=ko
https://www.booking.com/propertyapp.ko.html
https://admin.booking.com/hotel/hoteladmin/extranet_ng/manage/inventory/ratecp_wizard.html?ses=3d9b9ead8cef8832d9cd8c3a39ee33d2&lang=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