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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객실 재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좋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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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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단계

엑스트라넷에  
로그인하세요 .

페이지 상단의  [캘린더 & 
요금] 탭을 클릭한 뒤 
‘캘린더’를 선택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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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린더 &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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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_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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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_gb


1장: 요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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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개별 업데이트

요금을 설정하기에 앞서, 
캘린더 오른쪽에 있는 메뉴에서 

‘예약 가능’ 상태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새로운 요금을
입력해주세요.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확정 지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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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요금을 수정하려면, 
캘린더를 클릭하여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세요. 

여러 개의 날짜에 설정된 
요금을 설정하려면

오른쪽 상단의 메뉴에서
해당 날짜를 선택해주세요.

클릭



임의의 기간에 걸쳐
요금을 일괄 수정하려면, 

해당되는 기간의 
시작일을 클릭한 뒤
종료일까지 마우스를 

드래그하시기 바랍니다.

 

요금 일괄 업데이트

또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원하는 날짜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요금을 설정하기에 앞서, 
캘린더 오른쪽에 있는 메뉴에서 

‘예약 가능’ 상태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요금을 확정하려면
‘저장’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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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후 드래그



2장: 캘린더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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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린더에서 객실 재고를 
업데이트하려면 
해당되는 기간의 

시작일을 클릭한 뒤, 
종료일까지 

드래그해주세요.
 

또는 오른쪽 상단에서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캘린더 업데이트

월간 보기 모드에서  
캘린더로 특정 날짜의 
예약 가능 여부를
설정하려면

캘린더 오른쪽에서
‘예약 가능’ 또는
‘예약 불가’ 상태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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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후 드래그



3장: 제한사항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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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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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숙박 기간
숙박일수 기준으로 숙소 예약 시 고객이 반드시 투숙해야 하는 기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 특정 날짜 체크인/체크아웃 제한
체크인/체크아웃이 불가능한 날짜가 있을 경우, 예약객이 해당 날짜에 숙박을 시작하거나 종료할 
수 없도록 숙소를 닫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체크인/체크아웃 불가 날짜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숙박할 목적인 경우 해당 날짜에 숙소가 예약될 수 있습니다.

• 가장 늦은 사전 예약일
고객이 언제부터 숙소를 예약할 수 있는지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제한사항 업데이트

원하는 기간의 
시작일을 클릭한 후, 

종료일까지 드래그하세요. 
또는 오른쪽 상단의 메뉴에서 

해당 기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날짜가 ‘예약 가능’ 
상태인지 확인한 

요금 아래에 나타나는 
제한사항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정해주세요.

‘저장’을 클릭하여
새 제한사항 설정을 
확정 지으세요.

제한사항 예시:
최소 숙박 기간
체크아웃  불가
체크인 불가
가장 늦은 사전 예약일

참고: 일부 제한사항은 숙소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제한사항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저희에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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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후 드래그

https://partnerhelp.booking.com/hc/ko/articles/213319409


Booking.com 팁

13 



팁

• 재고와 요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객실 또는 숙박 옵션 예약이 가능합니다. 

• 고객이 최대 16개월 전에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요금과 객실 
재고를 입력해두면 노출도와 예약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 장기적인 객실 재고 현황을 파악하려면 
캘린더를 ‘연도별 보기‘ 모드로 
전환하세요.

• Pulse 앱을 다운로드하여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요금과 객실 재고를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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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ooking.com/propertyapp.ko.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