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텔스토리
No.1 General Sales Agency

No.1 Channel Management System



CMS HSHUB는 국내외 OTA를 포함한 판매 채널간 소통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API 연동을 통해 OTA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잔여 객실 수, 요금 관리, 예약접수 자동화를 통해
고객 구매 패턴, 트렌드를 업무에 반영하여 예약, 매출향상, 인력관리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채널매니저
호텔&리조트의 수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객실수,예약
자동화

트렌드반영
(라스트미닛)

효과적인
인력관리

데이터분석
마케팅

OTA
관리효율성



CMS HUB는 신개념 예약관리시스템으로
숙박업체의 객실을 수 많은 판매 채널에 실시간으로 공급하여

모든 예약을 빠르고 정확하게 컨트롤 가능합니다.

호텔스토리는 신규오픈, 기존 운영중인 호텔&리조트가 온라인 시장에서
빠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CMS+PMS 판매채널 일원화 매출향상



GSA전문 호텔스토리의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한
온라인 마케팅은 국내외 수 많은 채널의 특성과 프로모션을
우선 파악하여 최상의 세일즈 퍼포먼스를 보여 드립니다.

소셜, 국내외OTA, 모바일, 기업체, 패키지사와 커뮤니케이션 툴을 가지고 있는
호텔스토리의 온라인마케팅은 귀 사의 시설을 전 세계 시장에서 큰 이슈로 만들어 드립니다.

실시간
네트워크

타켓세일즈 숙소별
포지셔닝전략

글로벌
시장공략



호텔스토리는 국내외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채널매니저구축을 통한 OTA 판매대행 전문 회사입니다.

채널매니저 구축
CMS HUB

OTA 판매대행 전문
총판매대리점(GSA) 

[ 호텔스토리 대표 사업영역 ]

홈페이지 제작
(부킹엔진 탑재)



* 채널매니저(CMS)

[ 계약 현황 ]

* 온라인영업대행 총판매대리점(GSA)

*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

* PMS(예약시스템) 전문업체 인터페이스

- 한화리조트, 금호리조트 등 135개 호텔 사용 중

- 호텔레오, 베니키아프리미어여의도 등 69개 호텔

- 산하, 루넷, G1Soft, 키위웍스, CODE 연동 완료
- 오아시스, 오페라 연동 협의중

- 강릉호텔봄봄, 구름에리조트, 밸류호텔강릉 등

[ 회사소개 ]

* 법인명: ㈜호텔스토리

* 대표이사: 손우태

* 설립일: 2011.3

* 사업자등록번호: 113-86-46757

* 대표전화: 1600-3886

* 주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에이스하이엔드타워2차 604호

* 최근 3개년 예약건수(Room Night)

2017년: 204,527건

2016년:  96,992건

2015년:  20,241건

* 홈페이지: www.hotelstory.com



[ 숙박예약통합시스템 HUB ]

* 클라우드 기반으로 쉽고 빠른 설치 및 다양한 기능 활용

* 경쟁력 있는 비용으로 부담 없는 선택

* 객실관리와 판매까지 한번에 해결 가능한 CMS기능

* 특급호텔의 기능과 동일한 리포팅 서비스

중소형부터 대형 리조트까지 최적화 시킨 예약 관리 시스템

상대적으로 저렴한 초기 설치비용과 월 고정비의 최소화(온라인 GSA 계약 시 무료구축)

예약실 운영과 야간 예약관리가 어려운 숙박시설에 반드시 필요한 실시간 연동 서비스

다양한 고객층 분석과 각 채널 별 상품 구매 데이터 활용을 통한 매출 증대



[ 숙박예약통합시스템 HUB ]

* CMS HUB를 활용한 다수의 호텔&리조트 컨트롤 가능

* 다이렉트부킹(워크인, 홈페이지, 유선예약, 법인예약 등)과 OTA 예약 통합 관리

* 고객사 관리를 통한 고정매출 관리

* 호텔&리조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예약 정산관리

1개의 시설부터 최대 1,000개의 시설까지 동시에 컨트롤 가능한 마스터 아이디 제공
#마스터 아이디 – 전 지점 통합 컨트롤 #각 호텔 아이디 – 해당 시설만 컨트롤(객실, 예약, 체크인, 투숙현황, 객실배정 등)

채널매니저를 통한 효과적인 OTA 관리와 함께 현장 예약까지 손쉽게 등록 가능하여 잔여 객실 컨트롤 관리

법인 거래처, 인바운드 여행사 등 메인 고객사에 보다 효율적인 예약 서비스 제공

각 지점에서 발생하는 채널(온라인, 오프라인, 워크인 등)별 입출금, 총 매출 관리



* 시스템을 통한 24시간 인벤토리 자동 등록(실시간 판매 - 고객 니즈 충족) 

* 팩스, 이메일을 통한 예약 접수 및 컨펌 불필요(비용 절감, 예약실 운영 효율 극대화)

* 시스템을 통한 정확하고 빠른 예약처리(단 3초안에 예약번호 전송, 고객 이탈 방지)

* 잔여 객실 최소화 – 시스템을 통해 새벽 3시까지 판매 가능

* 서비스 개선 효과 – 고객문의 최소화, 프론트 야간 업무감소, 고객응대 집중

잔여 객실
실시간 판매

팩스,이메일
불필요

새벽3시까지
판매 가능

매출향상
자동예약
정확한 컨펌

[ 호텔스토리 HUB 구축 장점 ]



[ 숙박예약통합시스템 HUB ]

PC, 테블릿, 모바일에 최적화된 반응형 솔루션 제공



[ 숙박예약통합시스템 HUB ]

인벤토리 자동 등록

객실 수량 변경, 마감 실시간 반영

예약번호 자동 등록

100% 실시간 판매

예약정보 자동 등록

SOCIAL
해외OTA
국내OTA
MOBILE
PAKAGE TA

HOMEPAGE

[ HOTEL ]



Global OTA

Local OTA

Mobile

HUB를 통한
실시간 객실연동 플랫폼서비스

Social/Open.M

[ 숙박예약통합시스템 HUB ]

[ GSA 계약 시 관리 가능 판매채널 ]
* 모바일: 데일리호텔, 호텔타임, 세일투나잇, 호텔나우, 호텔엔조이, 체크인나우
* 로컬OTA: 호텔엔조이(호텔스컴바인), 인터파크, 고코투어, 호텔패키지닷컴, 콘도24, 웹투어, 쿠팡, 티몬, 위메프
* 글로벌OTA, 오픈마켓: 익스피디아(호텔스닷컴), 아고다(씨트립), 부킹닷컴, 호텔스컴바인, 11번가, G마켓, 옥션, 네이버쇼핑, SSG.COM

[ HOTEL ]

Homepage(booking engine)



판매 가능한 모든 인벤토리를
다양한 파트너사에 실시간 자동공급!

[ 숙박예약통합시스템 HUB ]

5Rooms

5Rooms

5Rooms

5Rooms

5Rooms

[ HOTEL ] Global OTA

Local OTA

Mobile

Social/Open.M

Homepage(booking engine)

5Rooms

5Rooms



채널별, 업체별 인벤토리 관리 가능
당일 판매 증가, 익일 새벽 3시까지 판매 가능!

[ 숙박예약통합시스템 HUB ]

5Rooms Global OTA

Local OTA

Mobile

Social/Open.M

CLOSE

5Rooms

CLOSE

[ HOTEL ]

Homepage(booking engine)

5Rooms

5Rooms

5Rooms



채널별, 업체별 탄력적인 요금관리 가능
단 한번의 설정으로 당일 특가, 프로모션 제공 가능!!

[ 숙박예약통합시스템 HUB ]

\100,000 Global OTA

Local OTA

Mobile

Social/Open.M

\90,000

[ HOTEL ]

Homepage(booking engine)

\110,000

\90,000

\100,000

\110,000



Homepage(booking engine)

이메일, 팩스 수신 후 진행되는
2차 예약 및 OTA 어드민을 통한 컨펌 불필요

예약정보 자동입력, 자동컨펌!!

[ 숙박예약통합시스템 HUB ]

Global OTA

Local OTA

Mobile

Social/Open.M

Reservation

Reservation

Reservation

Reservation

[ HOTEL ]

Reservation



통합예약관리시스템 HUB를 통해 귀 사를 이용하는 고객

들과 수 많은 파트너사와 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만듭니다. 

또한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판매와 빠르고 정확한 예약접

수! 이 두가지 요소는 자연스러운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

이며 HUB 빅데이터 분석으로 시장을 선점하는 상품 개발

이 가능합니다. 이는 귀 사의 시설을 온라인 시장에서 빠

른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 요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Analysis

Needs

Big DATA

Marketing Intelligence

Performance

System

Communication

[ 숙박예약통합시스템 HUB 빅데이터 활용 ]



호텔엔조이

22%

인터파크

17%

아고다

14%

데일리호텔

6%

부킹닷컴

8%

호텔나우

8%

호텔타임

9%

익스피디아

6%

기타

10%

[ REVENUE ]

데일리호텔

17%

아고다

15%

호텔엔조이

15%인터파크

14%

호텔나우

5%

부킹닷컴

12%

익스피디아

6%

호텔타임

4%

기타

12%

[ ROOM NIGHT ]

인터파크

12%

호텔엔조이

12%

데일리호텔

10%

호텔나우

10%
아고다

12%

익스피디아

12%

부킹닷컴

11%

호텔타임

10%

기타

11%

[ ADR ]

채널별 판매 데이터(위의 예시) + 상품별, 리드타임, 숙박기간, 주중, 주말 예약 데이터 활용!!

[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적인 마케팅 서비스 ]



복잡하고 어려운 수 십개의 파트너사 정산을 도와드립니다.
손쉽고 정확한 재무관리가 가능해집니다.

[ 정산대행 서비스 ]

(주 1회 정산!! 단, 소셜 특성상 소셜 3사는 월 1회 정산으로 진행됩니다.)

Global OTA

Local OTA

Mobile

Social/Open.M

[ HOTEL ]

Homepage(booking engine)

정산관리

정산관리

정산관리

정산관리

정산관리



[ 예약 알림은 커뮤니케이션 세일즈 ]

호텔스토리 HUB을 통한 판매 채널과의 실시간 소통은 호텔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구매완료 – 예약접수 – 예약변경 -예약취소

E-Mail    SMS     FAX                 PUSH

SOCIAL
해외OTA
국내OTA
MOBILE
PAKAGE TA

HOMEPAGE

[ HOTEL ]



조건별 검색 기능: 예약일, 체크인, 체크아웃 + 날짜지정

HUB의 다양한 기능 - 통합예약정보관리

판매채널정보

OTA, 워크인, 홈페이지, 제휴사 등



HUB의 다양한 기능 - 통합예약정보관리

채널별, 구매자명, 투숙자명, 전화번호 검색 기능: 다양한 이슈의 고객 문의 시 빠른 응대 가능

채널별 입금가 확인 가능

예약상태별 검색 기능: 예약접수, 예약완료, 취소접수, 취소완료 + 미입금건



HUB의 다양한 기능 – 실시간 예약관리

예약상태 확인 기능
판매 채널과 실시간 소통으로 정확한 예약관리

구매 후 접수건 발생부터
변경, 취소, 완료 시 *로그 확인 기능

* 로그(Log): 컴퓨터, 서버 등에서 정보를 시간에 따라 남기는 기록



HUB의 다양한 기능 – 알림 서비스 및 취소관리

취소 건 발생 시 취소 접수, 완료 및
수수료 적용 확인 기능

예약상태 및 실시간 예약 알림 기능
[ E-mail, SMS, FAX -> PUSH ] 



실시간 판매를 위한
잔여 객실 수 동기화 구축

빠른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능 – 인벤토리, 요금 동기화

객실, 요금 동기화 시스템 구축 시
숙박업체의 Occupancy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당일 특가 즉시 적용 가능!!



[ 호텔스토리 총판매대리점(GSA) 계약 효과 ]

* 국내OTA 활성화 + 쉬운 해외OTA 관리

- 판매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내 채널 예약 증가로 ADR, REVENUE 상승

- 모바일 채널 자동화로 당일 잔여 객실 판매를 통해 OCCUPANCY 상승

-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24시간 판매를 통한 추가 매출 기대

* 서비스 개선 효과

* 효율적인 채널관리
- 수 많은 판매 채널 ADMIN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 + 자동접수 시스템 구축

- 실시간 판매를 통한 고객문의 최소화, 프론트 부담감소, 업무 효율성 증가

- 오전 9시~익일 새벽 2시까지 운영하는 C/S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 증가



[ 호텔스토리 총판매대리점(GSA) 계약 조건 ]

* 온라인 총판매대리점(GSA) 계약 조건: 10+1COMP

* 10객실 예약 시 11번째 예약 건에 대한 객실을 무료로 제공(금, 토, 스위트 급 제외)

* 주중 잔여 객실을 활용하여 수수료 비용 절감 효과

* 초기 비용없이 채널매니저 시스템 구축 가능

단, 프로모션 상품이나 특별 기획 상품은 별도 계약을 진행합니다.

* GSA 계약 시 CMS HUB 무상 공급 + 홈페이지 50% 할인 제작 혜택



[ 호텔스토리 채널매니저(CMS) 계약 조건 ]

* 해외OTA: 익스피디아(호텔스닷컴), 아고다, 부킹닷컴(10월)

* 국내OTA: 호텔엔조이, 인터파크, 호텔나우, 세일투나잇, 호텔패키지닷컴

A. CMS 사용료는 위의 정상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B. 잔여 객실 수, 탄력적인 요금, 예약정보 자동 등록은 PMS와 연동 완료되어야 가능합니다.

호텔스토리 채널매니저 HUB 사용료
객실 수에 따른 월 사용료 안내

(정상가, vat포함, 원)

30실 이하 33만원/ 월

50실 이하 44만원/ 월

70실 이하 55만원/ 월

100실 이하 77만원/ 월

150실 이하 110만원/ 월

200실 이하 143만원/ 월

200실 이상 별도문의



[ 호텔 홈페이지 실시간 부킹엔진의 필요성 ]

국내외 OTA를 통해 호텔 정보를 접한 고객 중 홈페이지 방문비율은 약 40%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고객이 RESERVATION을 체크하며, 게시판(Q&A), E.mail 방식일 경우 99% 바로 이탈합니다.
하지만 실시간예약이 가능한 부킹엔진일 경우 무려 30% 이상이 즉시 호텔홈페이지에서 다이렉트 부킹을 합니다.
다이렉트 부킹이 증가하면 OTA 수수료가 절감되고 같은 수의 객실을 판매해도 ADR 상승효과를 가져옵니다.

게시판, Q&A, E.mail

호텔홈페이지
RESERVATION

실시간 예약결제 가능

이탈률 99%

다이렉트부킹 30%

온라인여행사
1차 정보파악



[ 호텔 패키지 상품 다양화의 필요성 ]

COUPLE FAMILY

부대시설 지역연계상품 GIFT BENEFIT

BUSINESS

다양한 호텔 직영 PKG 상품과 실시간 부킹엔진을 구축한 호텔 홈페이지는
고객 만족도 상승과 함께 다이렉트 부킹 확대로 재방문율과 안정적인 매출이 보장됩니다.



[ 호텔스토리 부킹엔진(예약모듈)구축 효과 ]

* 홈페이지 – 예약시스템 연동 → 잔여객실, 요금, 예약정보 자동 입력

- 홈페이지 별도 ADMIN 관리가 필요 없어 효율성 극대화

- 간편 로그인(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연동으로 자연스러운 웹 회원 증가

- 각 채널 별 판매량에 따른 빅데이터 분석 툴 활용으로 온라인 판매 전략 활용

* 다이렉트 예약 시 실시간 확정과 특별한 혜택을 원하는 고객 니즈에 부합

- 예약시스템과 연동하여 잔여 객실을 익일 새벽 3시까지 판매하여 매출 증가

- 홈페이지 시크릿특가: 로그인한 고객에게만 노출되는 상품으로 다이렉트부킹 증가



[ 부킹엔진 방문자 분석(GA) ]



[ 호텔스토리 통합시스템구축 비용 안내 ]

구분 항목 세부내역 정상가

통합시스템

숙박운영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사용권 라이센스 5,500,000 

예약관리/투숙관리/객실관리/정산관리 5,500,000 

마감관리/후불관리/고객관리/거래처관리/리포트관리 5,500,000 

연회관리/부대시설관리 5,500,000 

디지털 키오스크(1대) 5,500,000 

유지보수비(월) 550,000 

시스템 연동
객실관리 시스템 자동연동 2,200,000 

예약관리 시스템 자동연동 3,300,000 

반응형 홈페이지
(PC, Tablet, Mobile 최적화)

일반형: 호텔 소개 페이지 3,300,000 

고급형: 객실관리, 단가관리, 블럭관리 - 유선예약 6,600,000 

프리미엄: 시스템 예약, 결제 모듈 탑재 + 리포팅 기능
(일반형, 고급형 기본 기능 포함)

11,000,000 

홈페이지 기본 조건: 전문 포토그래퍼 출장 촬영, 도메인, 서버, 보안시스템 운용 포함
* 2개월 차부터 월 사용료 11만원 발생

부킹엔진 단독구축
(PC, Tablet, Mobile 최적화)

기존 운영중인 홈페이지에 간단하게 구축 가능 2,200,000



호텔스토리의 노하우와 HUB를 통한 전략적인 마케팅은

빠르고 편리한 실시간예약을 추구하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온라인 시장에서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을 도와 드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