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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예약을유도하려면, 매력적인숙소페이지로고

객의이목을사로잡는것이중요합니다.

여기서가장핵심적인역할을하는것이바로사진입니

다. 

본가이드라인을통해고객의호감도를높일수있는멋

진사진을찍는법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숙소사진이란 적절한조명아래, 호텔의실제모습을감각적으로 담아낸

사진을 의미합니다.

호텔의모든객실 유형과 시설은물론, 여행객의감성을 사로잡을 섬세한 디테

일까지 모두 사진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24장 이상의 호텔 사진을 게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종 디지털 플랫폼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모든 사진을

고화질, 고품질로 촬영하셔야 합니다.

촬영된 사진은:

● 실제로호텔을 둘러보는듯한 느낌을주어야합니다

● 숙소만의 분위기와 감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요소를 강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호텔에서 지내는 동안 기대할 수있는 경험에 대해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진은왜중요할까요?



호텔의 모든 객실 유형을 촬영하세요

– 싱글룸, 더블룸/트윈룸, 트리플룸, 스위트룸 등.

각 객실 유형 사진은 최소 4장, 화장실 사진은 최소 1장 이상 촬영하세요.

스위트룸

트윈룸

더블룸

무엇을촬영해야할까요?



아파트호텔의 경우,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숙소의모든아파트 유형을촬영하세요

– 1베드룸, 2베드룸, 스튜디오, 펜트하우스 등.

● 각 아파트의 모든 객실을 촬영하고, 전반적인 구조가 보이도록 아파트 전

체의 사진도 촬영하세요.

● 숙소 사진은 최소 24장 이상 촬영하세요.

침실이 여러 개 포함된 아파트의 경우 모든 침실의 사진을 촬영하실 필요는 없습니

다.

스튜디오

1베드룸 아파트

아파트전체

무엇을촬영해야할까요?



공간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각 객실 유형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해주시기 바랍

니다:

● 방의전체가드러나는 코너에서 촬영한 사진

● 그 외다른 코너에서 촬영한 사진

● 각 객실의 특징/시설을 촬영한 사진

다음과같은 객실 시설을 사진에 담아주세요:

● 전망

● 발코니, 파티오, 테라스

● 부엌, 거실 및 휴식 공간

● 차/커피 시설

● 독특한장식 및디자인 요소

다른 호텔과 차별화되는 요소는 모두 촬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성 있는 객실 시설

코너에서 촬영한 사진

다른코너에서 촬영한사진

객실사진.



사진은 호텔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합

니다.

모든사진을밝고, 깨끗하며, 감각적으로 촬영할수있도록먼저 객실을 정돈해주

세요.

객실 사진 촬영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해주세요.

● 뷰가 보이도록 커튼 열기

● 은은한조명

● 깔끔히 정돈된 침대

● 말끔한 표면

● 깨끗한카펫및바닥

● 세탁물 보이지 않기

● 각종 전선 및 케이블 가리기

다음과 같은 객실 편의시설이 있는 경우 촬영해주세요.

● 차/커피 시설

● 냉장고

● 에어컨

● 유리잔/머그컵

● 미니바/스낵

● 객실 내 금고

● 책상/필기도구

Bathroom

객실연출.



개성 있는 객실 시설

사진 1

사진 2

욕실사진.

욕실 사진은 호텔 전반의 청결도를 보여주는요소로 여행객들에게 중요합니다.

욕실사진촬영 시다음사항을참고해주세요.

● 잔잔한 조명

● 깨끗한 유리창

● 얼룩 없는 샤워/욕조

● 열린 샤워 커튼

● 덮개가 닫힌 변기

● 화장지 및 쓰레기통 보이지 않기

다음과 같은 편의시설이 있는 경우 촬영해주세요.

● 목욕 가운

● 슬리퍼

● 헤어드라이어

● 칫솔치약 세트

● 무료 세면도구



투숙객이 호텔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공용 시설의 사진을 촬영해주세요.

● 로비/리셉션

● 레스토랑/카페

● 조식 옵션

● 라운지/바

● 스파 및 웰니스 시설/서비스

● 체육관/피트니스센터

● 수영장

● 게임룸

● 해변

● 공용 주방

● 그 외공용공간

시설사진.



편의시설사진.

.

고객이 이용할 수있는 추가 편의시설 및 서비스의 사진도 촬영해주세요.

● 회의실 및 연회 시설

● 비즈니스 센터 및로비에 비치된 컴퓨터 (모니터 전원은 끄고 촬영)

● 놀이공간, 어린이 메뉴 등의 가족 친화적 옵션

● 공항 셔틀버스

● 주차장

● 신문

● 짐 보관소

● 드라이클리닝/세탁 서비스

● 룸서비스

● 팸플릿이 비치된투어/티켓 데스크 (리셉션과 별도로 마련된 경우)



숙소를 예약할 때여행객들은 호텔의 모습과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객이 숙소를 정확히 찾을 수 있도록, 외관 촬영 시다음 요소에 유의해주

세요.

● 호텔 입구

● 거리에서 보이는 건물의 외관

거리의표지판, 주차된 차량및지나가는 행인등이사진에 포함되지 않도

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세요.

● 사진은 가로로 촬영해주세요 – Booking.com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보

이는형태의 사진입니다.

● 사진은 고화질이어야 합니다. 최소 2048 x 1080 픽셀이어야 하며, 가

능하다면 4000 x 3000 픽셀로 촬영하세요(사진 1장의 최대 용량은

19MB입니다).

● 최소 24장 이상 촬영하세요.

● 고객의 시선을 고려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약 100~160cm의 높

이에서 촬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초점 거리는 24~35mm로 설정해주세요.

● 원근감과 공간의 깊이를느낄 수있도록 코너에서촬영하세요.

● 최대한 많은 요소를 담을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해보세요. 

가구나 기타 설비 등 고객에게 중요한 요소가 프레임에 담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삼각대를 사용하세요.

촬영조건.



사진 1장의 최대 용량은 19MB입니다.

호텔이 최대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진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 거칠거나 픽셀화되어 나타나는 사진

● 흐리거나 중심이 기울어진 사진

● 지나치게 보정한 사진

● 필터, 강한 대비 효과, 지나친 노출 보정 및 HDR이 과도하게 적용된 사진

● 사진을 이어붙였거나 콜라주 형태로 편집한 사진

● 워터마크/일러스트레이션이 포함된 사진

● 회전되었거나 비율이 맞지 않게 왜곡된 사진

기술적요소.



✘투숙객, 모델 및 숙소 운영자가 찍힌 사진

✘과도한 신체 노출이 있는 사진

✘로고, 상패 또는 연락처 정보가 포함된 사진

✘거울 및창문에 인물이반사된사진

✘전원이 켜진 텔레비전이 포함된 사진

✘날짜가 표시된 기기가 포함된사진(전화기, 알람시계, 등)

✘지나치게 넓은 앵글의 사진 및광각렌즈(어안렌즈)로 촬영한 사진

✘너무 높거나 낮은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노출 조정으로 인해 지나치게 어둡거나 밝은 사진

✘흑백 사진

제한사항.



“Booking.com”, “저희”, “당사”, “저희 회사의”, “당사의” 등의 표현은 모두 Booking.com™의 모회사인 Booking.com BV를 의미합니다.

찰칵!

매력적인사진을찍어보세요
촬영한사진을숙소페이지에추가하는방법도알아보세요.

https://partnerhelp.booking.com/hc/ko/articles/115002028185?utm_source=phc_pdf&utm_medium=update_or_change_photos&utm_campaign=360013332674&utm_term=phc&utm_content=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