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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환경설정

예약후 입금대기 최대시간

소인/유아 금액을 따로 설정이 가능함

소인과 유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

Ex) 12월 24일은 평일이지만 주말요금으로 적용

금요일,토요일 요금으로 개별 구분

예약확인에 출력될
관리자 계좌정보

예약할때 보여지는 동의 내용

1-1

1-2

1-3

1-4

1-5

1-6

1-7

1-8



1-2. 환경설정

아이코드/유플러스 선택가능

변수를 제외한 문자 발송 문구 수정 가능
(관리자나 예약자만 발송도 가능)

문자 발송 방식과 동일

1-9

1-10



2. 시즌 관리하기

※ 시즌을 새로 추가했다면 객실 수정을 클릭해서
시즌별로 다른 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1 시즌 등록방법
시즌명 입력 > 시작날짜 선택 > 끝날짜 선택 > 등록
(끝날짜는 시작날짜보다 뒤를 선택해야 합니다.)

등록된 시즌 리스트

2-1 시즌 수정 및 삭제 방법
- 수정할 시즌명, 시작날짜, 끝날짜를 입력 후 수정 클릭
- 삭제할 시즌에 있는 삭제 버튼 클릭

2-1

2-2



3-1. 객실등록 하기

3-1 등록했던 객실정보를 불러옵니다.

3-2 객실 이름을 입력합니다.

3-3 객실 넓이를 입력합니다.(평)

3-4 입,퇴실 시간을 입력합니다.

3-5 기준인원-추가요금을 안받는 최소인원
최대인원-입실이 가능한 최대 인원

3-6 기준인원보다 인원이 많을경우
1명당 발생하는 추가요금

3-1

3-2

3-3

3-4

3-5

3-6



3-2. 객실등록 하기

3-7 시즌별로 가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환경설정에서 금,토 동일화 수정 가능)

3-8 2박,3박,4박 이상별로 할인금액을 정합니다.
(사용시 체크 후 가격입력)

3-10 객실을 소개하는 입력 란으로 해당 객실에 대한
특징, 전경, 특이사항 등 입력합니다.

3-11 객실 사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3-9 옵션추가를 클릭해 옵션별 이름/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3-7

3-8

3-9

3-10

3-11

시즌관리에서 성수기 추가함



4. 객실보기

달력이나 리스트에서 객실을 클릭했을 때
해당 객실에 대한 정보들이 보여집니다.

객실 예약하기로 넘어감

4-1

4-2

4-3 4-4



5. 객실 예약하기

환경설정에서 동의란 설정 가능

예약/완료/취소시 문자발송
(환경설정)

예약시 객실정보 이메일 발송
(환경설정)

소아/유아 설정 가능
(환경설정)

환경설정 픽업 문구(환경설정)

5-1

5-2

5-3

5-4

5-5

5-6

5-7

5-8

5-9

예약하기 클릭 시 예약 접수됨



6-1. 예약 확인 / 예약목록

메인에서 예약목록 클릭

클릭시 6-2로 이동
상태 바꾸기

-상태
-입실날짜
-객실명
-예약자
-휴대폰번호
검색 가능



6-2. 예약 확인 / 예약목록

환경설정에서 설정한 관리자 입금정보

관리자가 예약상태 변경 가능

적용된 시즌별 가격이 계산되어 보여짐
6-2에서 이어짐

6-1

6-2

abc



6-2. 예약 확인 / 예약목록

예약자 특이사항 및 예약 관련 관리자 메모 가능

관리자일시 예약상태 전환

- 예약자인 경우 취소요청만 상태변경 가능

6-2

6-3

6-4



⑤ 체크박스에 체크된 항목들 예약관리 가능

예약된 객실 리스트 확인

⑦ 환경설정 변경 및 시즌추가/삭제

③ 시즌관리에서 추가된 날짜로 시즌출력됨

① 객실의 상태 확인 가능

④ 해당날짜 공휴일 출력
(환경설정에서 공휴일 전날 주말가격으로 설정 가능)

② 객실별로 시즌,주말,공휴일에 맞는 가격으로 보여짐

1 2

3

4

5 6 7

7-1. 달력 구성

⑥ 관리자 (예약목록 바로가기)
예약자 (예약확인하기)



① 달력에 나오는 객실순서를 바꿀 수 있음

- 달력에서 날짜를 선택하지 않고
객실부터 선택해서 예약을 할 수 있음

- 객실 사진 및 객실 정보 확인 가능

- 관리자는 객실 등록 및 수정,삭제 가능

7-2 객실 리스트 구성

1

2

3

② 원하는 객실 검색 가능

③ 객실등록을 할 수 있는 버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