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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찜닭 예약대기시스템은 안동구시장내 안동찜닭상점을 방문하려는 고객에게 대기

시간없이 바로 드실 수 있도록 매장에 자리가 날 경우 예약한 고객에게 바로 문자를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매장 방문 예정인 고객이 안동구시장 모바일 웹을 이용하여 

대기 예약을 하면 매장의 업주의 스마트폰의 [안동찜닭 예약대기시스템] 앱에서 대기

자를 확인하고 문자를 보내어 예약을 완료합니다. 

 

1. 안동찜닭 예약대기 신청하기 

가. 안동구시장 모바일 웹에 접속합니다. (http://adjang.nso2net.com/m/) 

   (1) [점포소개]버튼선택 하면 점포소개 메인으로 이동합니다. 

   (2) 점포소개 메인에서 [예약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1-1. 안동구시장 모바일웹)                 (1-2. 점포소개 메인화면) 

 

 



나. 대기예약신청화면에서 원하는 상점을 선택합니다. 

 (1) 상점목록에서 원하는 상점을 선택합니다. 

   (2) 해당 상점의 대기자 등록화면으로 이동됩니다. 

         
(1-3. 대기예약 상점선택화면)                   (1-4. 대기자 등록화면) 

(3) 대기자 등록화면의 형식에 맞게 입력합니다. 

항목 설명 

예약자이름 예약하실 분의 성함을 입력합니다. 

휴대폰번호 예약하실 분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예약문자가 전송되니 

정확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인원 방문할 인원을 입력합니다. 

대기신청 상점을 방문하여 드시고 싶은 경우 선택합니다. 

포장주문 방문하여 포장된 찜닭을 가져가는 경우 선택합니다. 

풍류살롱배달 안동구시장 내 풍류살롱으로 배달하는 경우 선택합니다. 

예약시간지정 자동시간대기 외 고객님이 원하는 시간이 있으실 때 선택합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개인정보는 시장 이벤트 정보 및 행사정보에 사용됩니다. 

동의셔야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형식대로 입력 합니다. (단, 중복등록은 불가합니다.) 

(2) 입력을 완료하고 [등록]버튼을 누르면 [그림1-5. 대기신청완료 알림창]이 뜨고 

알림창의 확인버튼을 선택하면 대기신청완료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이때, 대기승인 문자 메시지를 전송 받게 됩니다. (다음페이지에서 설명) 

    대기신청완료페이지에서는 아래의 [그림 1-6. 대기신청완료]와 같이 대기신청 

후 문자 메시지를 받고 승인하는 과정을 알려줍니다. 

   
(1-5. 대기신청완료 알림창)                   (1-6. 대기신청완료) 

 

 

 

 

 



(3) 대기신청 후 받은 문자의 링크를 따라 [그림 1-8.대기자승인] 화면으로 이동하

여, [신청확인] 버튼을 선택하면 [예약이 정상적으로 완료 되었습니다.] 라는 승

인 팝업창이 뜹니다.  

    
(1-7. 문자확인)                (1-8. 대기자승인) 

 

 

 

그림 1-9. 승인 팝업창에서 [승인] 버튼을 선택하면 나의 대기순서 보기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나의 대기 순서 보기에서는 내가 몇 번째 대기상태인지, 예상대기시간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승인 팝업창) 



다. 예상대기시간에 따라 차례가 다가오면 문자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전달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이동하면 [그림 1-10. 예약호출]과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방문]을 선택하시면 대기가 완료됩니다.  

   
(1-10. 예약호출)                         (1-11. 예약호출승인) 

 

라. 이제 대기 예약한 상점으로 방문하셔서 맛난 찜닭 드시면 됩니다. ^^ 

 

 

 

 

 

 



2. 나의 대기 조회 

가. 대기신청 후 나의 대기순서가 궁금할 때, [나의 대기조회] 버튼을 선택하면 

[그림2-1. 나의 대기순서보기]와 같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나. 대기신청 할 때 등록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누르면 

[그림2-2. 나의 대기순서 결과]와 같은 화면으로 표시됩니다. 

다. 나의 예상대기시간과 몇 번째 대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라. 대기 신청한 상점의 정보는  버튼을 누르면 상세정보로 이동됩니다. 

 

    
(2-1. 나의 대기순서 보기)                  (2-2. 나의 대기순서 결과)  

 

 

 



3. 대기취소하기 

가. 나의 대기조회 보기에서 [대기취소] 버튼을 선택하면 [그림 3-2. 대기취소 

문자] 과 같은 메시지를 받습니다. 링크를 선택하면 [그림 3-3. 나의 대기취소]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3-1. 나의 대기순서 보기)                     (3-2. 대기취소문자)  

 

 

 

 

 

 

 



나. 대기취소인증 화면에서 [대기취소, 다음에 올께요!]라는 버튼을 선택하면 

예약이 정상적으로 취소 되었다는 팝업창이 뜹니다. [승인]을 선택하면  

대기취소가 완료됩니다. 

   
(3-3. 대기취소인증)                      (3-4. 대기취소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