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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요금 & 객실 
재고 추가하기

엑스트라넷으로  
이동해주세요 .

페이지 상단의 [요금 및 
예약 가능 여부] 탭을 
클릭한 후 ‘캘린더 ’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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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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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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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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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 예약 가능 여부

요금 & 객실 재고 업데이트: 개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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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할 객실’ 박스 옆에 
있는 흰색 박스에 해당 
날짜에 판매할 객실 수를 

입력해주세요

새로 입력한 값을 
저장하려면 ‘Enter’를 

클릭해주세요.  

객실 재고 업데이트
개별 설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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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유형 아래있는 
요금 카테고리를 
선택해주세요 

’기본 요금 수정’ 
옆에있는 흰색 박스에 
요금을 입력해주세요

변경 사항을 
저장하려면 ‘Enter’를 

클릭해주세요

요금 업데이트
개별 설정

요금

변경

제한 사항은 어떻게 관리 하나요?

https://partnerhelp.booking.com/hc/en-gb/articles/115000826045?utm_source=phc_pdf&utm_medium=managing_restrictions&utm_campaign=213577765&utm_term=phc&utm_content=en_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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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실 현황’ 옆에 있는 
날짜를 클릭하여 손쉽게 
객실을 열고 닫아보세요.   

특정 날짜를 클릭하면 
닫혀있던 객실은 열리고 
이미 열려있던 객실은 

닫힙니다 . 

객실 열기/닫기
개별 설정

적색

녹색

황색

객실 판매 중지

객실 판매 중

요금/객실 미설정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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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및 예약 가능 여부

요금 & 객실 재고 업데이트: 일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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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이름 아래있는 ‘일괄 
수정’을 클릭해주세요.

팝업 박스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날짜를 선택해주세요.

‘판매할 객실’, ‘요금’, ‘객실 
현황’과 같은 사항을 한 
번에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 저장’을 클릭하여 
수정하신 내용을 저장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요금 & 객실 재고 업데이트
일괄 설정

일괄 수정

판매할 객실

요금

객실 현황



이렇게 해보세요

객실을 오픈한 날짜에는 꼭 요금을 
설정해주세요.

객실을 오픈하고 요금이 설정된 
경우에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캘린더에서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최대 16개월 이전에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노출도를 높이고 
예약을 확보하세요. 

캘린더를 ‘연도별 보기’로 설정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객실 재고 현황을 
관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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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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_gb


간단하죠? 이제 오픈한 날짜에 귀사 숙소가 고객 
검색 결과에 노출됩니다.

요금 및 객실 재고와 관련하여 아직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특가나 프로모션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Genius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제한 사항은 어떻게 변경할 수 있나요? 내 숙소 페이지에 새로운 요금을 추가하려면?

https://partnerhelp.booking.com/hc/en-gb/articles/213312325?utm_source=phc_pdf&utm_medium=setup_a_deal_or_promotion&utm_campaign=213577765&utm_term=phc&utm_content=en_gb
https://partnerhelp.booking.com/hc/en-gb/articles/212708969?utm_source=phc_pdf&utm_medium=genius_programme&utm_campaign=213577765&utm_term=phc&utm_content=en_gb
https://partnerhelp.booking.com/hc/en-gb/articles/212714629?utm_source=phc_pdf&utm_medium=update_my_restrictions&utm_campaign=213577765&utm_term=phc&utm_content=en_gb
https://partnerhelp.booking.com/hc/en-gb/articles/212714589?utm_source=phc_pdf&utm_medium=add_a_new_rate_category&utm_campaign=213577765&utm_term=phc&utm_content=en_g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