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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 설치 가이드 
광섬유 통신망 (FT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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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 DSL

호환되는 
전화기*

와이파이 연결

호환되는 와이파이
게이트웨이*

고객의 기기들

이더넷 케이블

nbn™ 
전화
케이블

nbn™ 
전원
코드

nbn™ 연결 기기

벽면 전화 소켓

nbn™ 제공 케이블 기타 케이블 (nbn에서 제공하지 않음)

*제공업체와 호환성을 체크하십시오

전원 콘센트

신속한 설치 가이드

시작하기 전에 아래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bn™ 연결 기기에 플러그를 꽂으면 기존의 서비스가 끊어진다는 점을 이해하고, 설치하는 동안 손쉽게 
이용할 다른 형태의 통신 수단, 가령 충전된 휴대전화 같은 것을 준비했다.

  기존의 전화, 팩스 및 경보 서비스를 포함하여 호환되지 않는 모든 기기를 벽면 전화 소켓에서 차단했다

  의료, 화재 및 보안 경보기와 같이, 내가 의존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nbn™ 이용 플랜에서 작동할 
것이라는 점을 장비 제공업체들과 체크하였으며 확인했다.

벽면의 어느 전화 소켓이 맞나요? 

아마 기존의 전화 또는 인터넷 서비스를 연결하고 있는 소켓이 거의 맞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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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 DSL

호환되는 
전화기*

와이파이 연결

호환되는 와이파이
게이트웨이*

고객의 기기들

이더넷 케이블

nbn™ 
전화
케이블

nbn™ 
전원
코드

nbn™ 연결 기기

벽면 전화 소켓

nbn™ 제공 케이블 기타 케이블 (nbn에서 제공하지 않음)

*제공업체와 호환성을 체크하십시오

전원 콘센트

nbn.com.au/FTTC 에서 기기 설치 동영상을 시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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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C

POWER

WALL SOCKET
GATEWAY

LAN BB

RESET

본 연결세트의 장비 
(nbn에서 제공)

nbn™에서 제공하는 장비는  
nbn의 재산입니다.

이 말은 귀하가 이사를 가더라도 집에 
설치된 장비는 반드시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설치를 완료하려면, 4,5페이지 그림에 있는 모든 장비가 필요합니다. 빠진 것이 있으면 귀하의 전화 
및 인터넷 제공업체에 연락하십시오.

nbn™ 연결 기기 nbn™ 전원코드 A  

nbn™ 전화케이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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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넷 케이블 
이 케이블로 nbn™ 연결 기기를 와이파이 
게이트웨이와 연결합니다.

와이파이 게이트웨이

필요한 기타 장비 
(귀하 또는 귀하의 제공업체가 구비)

여기에 그려진 장비는 단지 예시입니다. 

귀하나 귀하의 전화 및 인터넷 제공업체가 구비한 장비의 모양이 이 예시에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제공업체의 설치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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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 전화 소켓 위치 파악

설치를 위해 중요한 첫 단계는 집의 벽면 전화 
소켓 (아래 그림과 같은 소켓) 위치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벽면의 어느 전화 소켓이 맞는가?
아마 기존의 전화 또는 인터넷 서비스를 벽에 
연결하고 있는 소켓이 거의 맞을 것입니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전원 콘센트에서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집에 벽면 전화 소켓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nbn™ 연결 기기의 연결 표시등 과 
브로드밴드 표시등 이 파란색으로 바뀌면 
맞게 연결되었다는 뜻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1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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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 전화 소켓이 구식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벽면 전화 소켓이 아래 그림과 같은 경우,  
nbn™ 이용 플랜에 연결하려면 어댑터를 
구매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하드웨어 
매장이나 전자제품 매장에서 구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귀하가 어댑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해당 전화 
및 인터넷 제공업체에 연락하십시오.

벽면 전화 소켓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FTTC 연결을 통하여 nbn™ 이용 플랜에 
연결하려면, 필수적으로 벽면 전화 
소켓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거나 케이블 벽면 소켓 (예: 유료 
TV 용)만 있는 경우, 전화 및 인터넷 
제공업체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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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T
B

C

A POWER

WALL SOCKET
GATEWAY

RESET

nbn™ 연결 기기

설치하는 동안 통신 기기를 이용할 수 있나요?

nbn™ 연결 기기에 플러그를 꽂으면, 인터넷, 전화기 그리고 의료, 화재 및 보안 경보기를 포함하여 기존 
서비스들의 연결이 일시적으로 차단됩니다. 이 말은 설치하는 동안 손쉽게 이용할 다른 형태의 통신 수단, 가령 
충전된 휴대전화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nbn™ 연결 기기의 접속구를 덮고 있는 경고 스티커를 읽은 다음 떼어내어 폐기하십시오. 

nbn™ 연결 기기상단에 표시등 패널이 보이는지 확인하십시오 – 보이지 않으면, 커버를 살짝 밀어 
보이게 하십시오. 

1 기존의 서비스 연결을 끊고 nbn™ 연결 기기를 
준비하십시오

기존의 전화, 팩스 및 경보 서비스를 포함하여 호환되지 않는 모든 기기를 벽면 전화 
소켓에서 차단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nbn™ 이용 플랜이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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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 전화 소켓 근처에 전원 콘센트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전하기만 하다면, 가장 가까운 전원 콘센트에 연결하기 위해 더블 어댑터나 연장 코드 또는 멀티탭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결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연장된 전화 케이블 사용은 피하십시오.

nbn™ 연결 기기와 함께 제공된 nbn™ 전원 코드 A  를 ‘A’. 라는 표시가 붙은 접속구 한 끝에 
꽂으십시오. 다른 쪽 끝을 가까운 전원 콘센트에 꽂고 전원 스위치를 켜십시오. 

nbn™ 전원 코드 A  

2 nbn™ 연결 기기를 전원에 
연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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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 표시등이 들어오지 않나요?

모든 케이블이 nbn™연결 기기 및 벽면에 확실히 꽂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케이블들이 꽂혀 있고 15분이 
지났는데도 파란 표시등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nbn™ 연결 기기를 다른 벽면 전화 소켓에 연결해보십시오. 그렇게 
해도 여전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 전화 및 인터넷 제공업체에 연락하십시오. 

nbn™ 연결 기기와 함께 제공된 nbn™ 전화 케이블 B  를 ‘B’ 라는 표시가 붙은 회색 접속구에 
꽂고 다른 쪽 끝을 벽면 전화 소켓에 꽂으십시오.

기기 상단의 연결 표시등 과 브로드밴드 표시등 이 파란색으로 바뀌기를 기다리십시오  
(최대 15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이 시간 동안 기기의 플러그를 빼지 마십시오. 연결되는 동안 
잠시, 그리고 와이파이 게이트웨이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기존의 전화, 인터넷 및 경보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nbn™ 전화 케이블 B  

3 nbn™ 연결 기기를 
연결하십시오 15

최대

   분
간 기다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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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또는 제공업체가 구비한 와이파이 게이트웨이이와 함께 제공된 이더넷 케이블을 nbn™ 연결 
기기의 ‘C’라는 표시가 붙은 노란 접속구에 꽂으십시오. 다른 쪽 끝을 와이파이 게이트웨이의 
올바른 접속구에 꽂고 전원 스위치를 켜십시오.

어느 접속구가 맞는지 확신이 없는 경우, 게이트웨이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를 확인하거나 전화 및 
인터넷 제공업체에 연락하십시오.

5 다른 기기를 연결하십시오
이제 컴퓨터와 전화기 같은 기기를 케이블이나 와이파이를 통해 와이파이 게이트웨이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규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설정해야 하는지 알아보려면 
게이트웨이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를 확인하거나 제공업체에 연락하십시오. 이제 컴퓨터와 
전화기 같은 기기를 케이블이나 와이파이를 통해 와이파이 게이트웨이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규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설정해야 하는지 알아보려면 게이트웨이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를 확인하거나 제공업체에 연락하십시오.

이더넷 케이블

와이파이 게이트웨이

4 귀하 또는 제공업체가 구비한 
게이트웨이를 연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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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WER

WALL SOCKET RESET GATEWAY

nbn™ 연결 기기의 표시등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시스템 업데이트

가끔 nbn™ 연결 기기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업데이트 중에는 표시등이 수분 동안 파란색으로 번쩍일 수 
있습니다. 

전원 표시등 – 이 표시등은 nbn™ 연결 
기기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을 때 
파란색이 됩니다.

연결 표시등 – 이 표시등은 nbn™ 연결 기기가 집 
외부의 nbn™ 접속 네트워크 설비를 작동시키고 
있을 때 파란색이 됩니다. 이 표시등이 붉은 색이면 
전화 및 인터넷 공급업체에 연락하십시오.

근거리 통신망 (LAN) 표시등 – 이 표시등은 nbn™ 연결 
기기와 귀하의 게이트웨이가 연결되어 있을 때 파란색 
또는 노란색이 되지만, 양자간에 정보가 전송되고 있을 
때(가령, 인터넷을 검색 중일 때)에는 깜박거립니다.

브로드밴드 표시등 – 이 표시등은 nbn™ 연결 
기기가 nbn™ 접속 네트워크와 교신 중일 때 
파란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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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bn™ 연결 기기와 게이트웨이를 
모두 갖고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전화 및 인터넷 제공업체에 
연락하십시오)

  nbn™ 연결 기기로 들어가는 전원 
코드의 양쪽 플러그가 확실히 꽂혀 
있다.

  nbn™ 연결 기기의 전원 연결 
브로드밴드 표시등들이 파란색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전화 및 인터넷 
제공업체에 연락하십시오).

  nbn™ 연결 기기에서 나와 벽면으로 
들어가는 전화 케이블이 온전한 
상태이며, 무엇에 끼이거나 
뒤틀리거나 구부러지지 않았다 (이런 
경우 케이블이 절단되거나 합선될 수 
있습니다).

nbn™ 연결 기기에 문제가 있나요?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해보십시오.

  ‘RESET’ 버튼을 1-2 초 동안 눌러서 
nbn™ 연결 기기를 리세팅 해보았다.

  nbn™ 이용 플랜과 호환되는 
와이파이 게이트웨이를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집에 있는 다른 곳의 벽면 전화 
소켓들을 사용하여 이들을 통해 
nbn™ 이용 플랜이 작동하는지 
알아보았다. 

도움이 더 필요하십니까?

귀하의 전화 및 인터넷 
제공업체에 연락하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 nbn.com.
au/FTTC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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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하는 질문

장시간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연결에 문제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결에 문제가 있는 경우, 13페이지의 
문제해결 체크리스트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시간 서비스 중단을 겪고 
있다면, 전화 및 인터넷 제공업체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나요?
문의사항이 있거나, 장시간 서비스 중단을 
겪고 있거나, 고장 신고를 원하시면, 
서비스 제공업체에 연락하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 nbn.com.au/FTTC 를 
방문하십시오.

nbn™ 연결 기기를 멀티탭에 꽂아도 되나요?
nbn™ 연결 기기를 고정된 전원 콘센트에 
꽂도록 권장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안전하기만 하다면, 더블 어댑터나 연장 
코드 또는 멀티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nbn™ 연결 기기 및 기기의 케이블이 
안전한가요?
안전합니다. nbn™ 연결 기기는 유선 연결만 
사용하며, 무선 전파를 발사하도록 고안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케이블에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이를 구부리거나 변형시켜서는 
안됩니다.

뜻하지 않게 nbn™ 제공 장비를 훼손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귀하의 전화 및 인터넷 제공업체와 통화하여 
수리하도록 맡겨야 할 것입니다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는 경우 nbn™ 연결 기기와 기타 
장비는 어떻게 되나요? 
nbn™ 제공 장비는 모두 nbn 의 재산이므로 
설치되어 있는 주택에서 떼어가면 안됩니다. 
귀하의 전화 및 인터넷 제공업체에 연락하여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를 새로운 주소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조언을 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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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 연결 기기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 작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화 및 인터넷 제공업체에 연락하여 새 
주소로 nbn™ 이용 플랜을 주문하십시오.

의료, 화재, 혹은 보안 경보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전환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전환하기 전에 기기 제공업체에 
연락하여 그 기기가 nbn™ 이용 플랜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하거나, 대안적 솔루션을 
찾아야 하는지 여부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새로운 플랜이 활성화되는 날 
경보기를 테스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경보기, 화재 경보기 또는 엘리베이터 
비상 전화기를 갖고 있는 경우,  
1800 227 300 번으로 전화하거나  
nbn.com.au/compatibility를 방문하여 
이들 서비스를 nbn 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전되는 동안 기기들이 작동할까요? 
nbn™ 이용 플랜과 연결된 기기들은 
정전되는 동안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쉽게 이용할 다른 형태의 통신 수단, 
가령 충전된 휴대전화 같은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가 의료 경보기, 화재 
경보기 또는 엘리베이터 비상 전화기와 같은 
안전에 필수적인 기기를 갖고 있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정전되는 동안 서비스 작동 
유지를 위한 대안적 솔루션에 관하여 기기 
제공업체와 대화하십시오. 

nbn™ 연결 기기를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을까요? 
nbn™ 연결 기기를 (부엌, 세탁실과 같은 
습한 곳이나 창문 아래가 아닌)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는 서늘하고 건조하며 바람이 
통하는 장소에 두십시오. nbn™ 연결 기기 
위를 덮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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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설치에 관한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nbn.com.au/FTTC
를 방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