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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발전소

운영대행

숙소발전소 운영대행 서비스를 통해

여행자들이 넘쳐나는 숙소로 만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숙소 운영, 만족스러우신가요? 
점점 경쟁업체가 많아지는 중소 숙박업 시장, 
매년 고객들은 줄고 숙소는 노후화되며 뒤처지기만 합니다

숙소발전소의 운영대행 서비스,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숙소의 콘셉트과 고객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는 숙소발전소의 운영대행 서비스, 
다양한 국가의 고객들을 여러분의 숙소로 유치하고 숙소를 성장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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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대행

운영대행 서비스

왜 선택해야 하는가

운영대행업소 평균 매출 750만원, 예약률 25% 증가 
숙소발전소의 운영대행 서비스를 받는 숙소들은 
평균 매출 750만원 증대, 예약률 25% 증가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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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익을 올리기 위한 최선의 고민을 합니다 
숙소발전소는 숙소의 순수익 증대를 최우선시 합니다. 
비품 선정, 인건비 산정 등 모든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리소스가 들지 않습니다 
숙소발전소는 숙소 운영에 대한 모든 부분을 위탁관리합니다. 
매니저 구직 및 교육, 예약 채널 구축, SNS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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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대행

운영대행서비스

신청 & 진행과정

운영대행서비스를 받기 적합한 숙소인지 파악합니다 
예상 증가 매출 및 예약률을 추정하고 수익성을 판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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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정보확인서 작성 & 수익성 파악

숙소 규모, 예상 매출에 따른 서비스 운영료를 확인 후 
계약 방식, 유의사항 등 사전 조율할 내용들을 검토합니다

운영대행 서비스 요금 확인 & 사전 조율

숙소발전소의 운영대행 시작일에 맞추어 직접선발한 숙소의 
매니저 교육이 시작됩니다.

숙소발전소 운영대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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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7일, 운영대행 계약 방식에 따른 
운영대행 수수료를 숙소발전소 측에 납부합니다 

운영대행수수료 결제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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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대행

운영대행서비스

혜택 및 내용

숙소에 맞는 인력의 수와 적정 인건비를 산정하여 운영합니다 
또한 숙소에 맞는 시스템과 체계를 숙소에 입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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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에 맞는 전문 인력 배치, 시스템 구축

객실 가동률, 국적별 고객 분포, 매출 변화 추이, 고객 패턴 등 
숙소 운영에 도움이 되는 각종 통계들을 매 달 공유해 드립니다

월간리포트 공유

운영대행 서비스를 진행하는 숙소마다 
담당 컨설턴트가 상시 모니터링하고 숙소를 관리합니다

숙소 담당 컨설턴트 실시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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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대행 서비스의 목표는 
업주가 지속적으로 숙소를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숙소 운영에 관여합니다

서비스 종료 후 최대 6개월 지속적인 모니터링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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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대행

운영대행 서비스 진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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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간 ->

매
출

, 예
약

 증
가

 ->

D+1 : 예약채널 구축

D+2~3 : 숙소 홍보

D+3~4 : 예약률, 매출 유지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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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대행

운영대행 서비스 이용료
07/09

객실 20개 이상 또는 
총 정원 50명 이상 숙소 운영대행 서비스 이용료 3,000,000원 + 추가 인센티브 

* 추가 인센티브 : 순수익 증가분에 따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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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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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계약이 종료되면 
인수인계는 해 주시나요?

창업 예정자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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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종료되어도 
도움을 요청드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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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대행 서비스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숙소일수록 
업주의 수익성 부분에서 유리합니다 
2019년부터는 중급 규모 이상의 숙소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종료 3개월 전부터 숙소발전소의 숙소담당자가 
업주님께 숙소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교육합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립니다

창업을 앞둔 분들은 숙소 오픈 최소 1개월 전부터 
운영대행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합니다 
숙소 오픈부터 자연스럽게 숙소 성장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종료되어도 유지되는 숙소를 만들기 위해 
숙소발전소는 월 1회 정기회의, 실시간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피드백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탁운영 신청 및 문의(수도권)


010.4377.6874

smile@smartin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