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트립 페이지 만들기
에어비앤비 트립 페이지는 호스트의 “간판”이나 다름 없습니다. 게스트가 트립 예약을 할지 말지 결정을 내릴 때
눈여겨보는 곳이죠. 트립 페이지를 만들 때는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해 주세요.

사진 퀄리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트립 예약 여부를 결정할 때
사진을 보고 결정하는 게스트가 많답니다.

게스트의 관심을 끌어당기세요
제목. 트립을 명확하게 잘 설명하는
제목이 좋습니다. 나중에 전문 작가가
(무료로) 제목을 확정하도록 도와드리는
단계가 있으니 아직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시간. 트립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선택하세요 . 나중에 날짜별로 소요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격. 트립 호스팅을 시작할 때는 게스트의
예약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가격을 낮게
설정하세요 . 후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트립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세요
호스트 소개. 여러분의 트립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세요 . 읽었을 때 호스트에게
신뢰가 간다면 OK!

프로그램. 게스트와 함께 할 모든 활동을
자세히 설명하세요 . 게스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게스트라면 무엇이 궁금할까요 ?

제공 항목. 호스트로서 제공하는 모든
것을 적으셔야 합니다. 포함된 항목 내역을
보고 트립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스트들도
많이 계세요.

참고사항(선택사항). 이 섹션을 잘 활용하면
게스트의 기대치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혹시 게스트가 기대할 수도 있는데
제공되지 않는 것(예: 교통편)이 있나요?
(제시된 이미지에는 이 섹션이 없습니다.)

장소. 트립 중에 방문하는 장소를 모두
적으세요. 방문하는 곳의 의미를 적는
것도 좋습니다. 그곳만의 특징은
무엇이고, 그곳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디테일을 놓치지 마세요
게스트 필수조건. 트립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예: 나이, 건강상태 등)이
있나요? 초보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트립
참여에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

그룹당 인원. 트립은 즉시 예약가능하며
인원은 한 번에 최소 1명에서 최대
10명까지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모든 에어비앤비 트립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

준비 시간. 트립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 트립 진행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게스트가 막바지 예약을
해도 괜찮으신가요 ? 준비 시간을 적게
설정해 두면 예약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

향후 예약 가능 여부. 트립을 게시한 다음
향후 예약 가능한 날짜는 에어비앤비
앱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