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텔 판매자를 위한 온라인  

안전 예약 안내서. 
 

온라인 예약을 받는 모든 호텔 판매자는 관련 위험과 사기거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온라인 거래를 보다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다음은 사기거래를 더 효율적으로 탐지하고 방지하는 데 

유용한 팁입니다.  

 

 

사기거래 위험이 높은 5  예약 유형. 
다음과 같은 특성의 예약을 검사해야 합니다. 

 
 

1. 사기꾼은 당일 체크인 또는 예약 날짜로부터 4일 미만인 단기간 체크인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단축된 

기간을 악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제3자 예약의 경우 PayPal 계정 소유자나 카드 소유자가 여행 일원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험이 더 

큰 경향이 있습니다. 

3. 위험 노출이 가장 큰 기점 국가 및 IP 주소를 식별합니다. 

4. 금액이 큰 예약은 사기거래 노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무료 또는 의심스러운 이메일 주소에서 예약이 도착하거나 IP 주소 및 청구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의합니다. 

 

 
 

사기거래 방지 팁 

 

 
 

최소 체크인 기간 설정 
예약 날짜와 체크인 날짜 사이의 최소 기간을 설정하여 예약을 확인하고 단기간 예약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예약 세부정보 수집 및 보유 
예약 정보를 수집하고 예약 관련 주요 세부정보(이름, 이메일 주소, IP 주소, 전화번호, 거래 금액, 시간 등)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하십시오. 추후 확인을 돕기 위해 ‘화이트리스트’(사기거래 기록이 없는 단골 



 

승객)과 ‘블랙리스트’(이전에 사기거래 행위가 발각되거나 사기거래 관련 지불거절 사례가 있는 승객)를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약 확인 
블랙리스트를 이용하여 들어오는 예약을 직접 확인하거나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에 

플래그를 지정하여 추가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 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유하는 경우 데이터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모든 준거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세부정보 확인 
예약이 의심스러워 보이는 경우 전화나 이메일로 고객에게 연락하여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전화가 

끊기거나 잘못된 번호이거나 사용할 수 없는 번호인 경우 유의하십시오. 사기성 예약이 발생했다면 개의 

경우 기록에 나온 기본 고객에게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약에 해 확신할 수 없다면 고객에게 여권 

사본을 요청하여 신원을 확인하십시오. 사기 범죄자가 이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지 사항: 이 가이드는 일반 정보용으로 제공되며 여기에 포함된 내용에 대한 전문적 또는 법적 권고 사항이 아닙니다. PayPal에서는 
여기에 포함된 권고 사항이 최신 정보이거나 완전하다고 보증하지 않으며, 이 가이드에 제공된 정보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