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옵터스 NBN 
 사전 설치 안내서 

옵터스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고객 지원 

센터를 운영합니다.

NBN에 관해 문의하고 싶으세요?
• www.optus.com.au/support에서 NBN 고객 지원 

센터를 찾아주세요

• 전화 1300 300 427번으로 연락해주세요

• 가까운 Optus 매장에 들러 주세요

인터넷 사용량 확인 및 옵터스 계정 
관리 방법
‘내 계정(My Account)’이 있으면 이제 상담원과 

통화하기 위해 애써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검색이 편한 옵터스 웹사이트에서 1년 365일

24시간 아무 때나 인터넷으로 계정에 접속하여 

사용량 조회, 온라인 요금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내 계정’ 등록 방법 3단계:

1. optus.com.au/MyAccount에서 가입하기(Sign 
Up) 클릭.

2. 전화번호, 옵터스 휴대전화 번호 또는 인터넷 

사용자명과 같은 옵터스 서비스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진행.

3. 등록이 완료되면, 로그인 후 옵터스 NBN
서비스를 선택하여 월 사용량과 해당 서비스의 

세부정보 확인 가능.

이사
이사하실 때, NBN 장비는 NBN사 소유이기 

때문에 집에 남겨두고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옵터스 기기는 반드시 챙겨가세요!

전화 1300 300 427번으로 연락해주시면 최대한 

신속히 고객의 이사에 필요한 조처를 하겠습니다. 

옵터스의 지속적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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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bnTM 설치일과 시간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옵터스 설치일과 시간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자가설치 시 해당 안 됨)

  설치 예약일에 부재중일 경우,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 

두었습니다.

  (필요한 경우) 집주인 또는 ‘소유주협의체’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경비회사 전송 알람 또는 의료 알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업체에 미리 통보하여 옵터스 

NBN과 호환되는지 점검하였으므로 설치를 

진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nbnTM 연결을 위해 NBN사와 옵터스가 어떤 

장비를 설치하려는지 알고 있으며, 2개 모두 

설치 장소를 정해놨습니다.

  자가설치를 선택한 경우, 4쪽에 있는 설문지를 

작성하여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장비를 설치할 

장소를 지정하였습니다. 

 nbnTM 설치 예약을 다시 잡아야 할 때는, 최

소 2영업일 전에 연락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고객 
점검 목록



1       

알고 계시나요? 예전과는 달리, 정전 시 전국 광대역 네트워크(NBN, National 
Broadband Network)를 이용하는 일부 통신 서비스는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긴급 전화 000 서비스를 포함해, 지상 통신선을 통한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옵터스는 만일을 대비해서 항상 휴대전화를 충전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nbnTM 설치 예약

시간: 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

옵터스 설치 예약

시간: 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

예약을 변경해야 합니까?
전화 1300 300 427번으로 연락해주세요.

최소 48시간 전에 연락하셔야 하며, 그러지 않을 때는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가설치 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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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actually require an uninterrupted telephone line for
things like back-to-base or medical alert alarm, talk to your
alarm provider to see if NBN is suitable

NBN 연결 박스를 집안 어디에 둘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NBN 연결 박스의 크기를 

보여주는 템플릿을 마련했습니다. 템플릿을 잘라 실물 크기의 모형을 만들어 집안 곳곳에 

배치해 보고 ‘행복한 설치일!’ 전에 배치 장소를 미리 결정하세요! NBN 설치기사에게 어느 곳을 

선택했는지 말씀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이쯤이면 고객님은

• 주문을 완료하고,

•  nbnTM 과 옵터스 설치기사들로부터 설치 예약

시간을 문자 메시지로 통보받으셨을 것입니다

(자가설치 선택 시에는 옵터스 예약 필요 없음).

이 유용한 안내서는 다음으로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설치를 위해 본인이 미리 하실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종종 유용하게 쓰일 것이므로(특히 

자가설치를 선택하였을 때) 잘 보관 하세요. 

안내서를 읽은 후에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optus.com.au/support를 방문하시거나 전화  

1300 300 427번으로 연락해주세요. 

NBN 
주문완료? 
OK. 
그럼 이제 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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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NBN 설치 허가받기 –자신의

자택에 거주하는 소유주라면 – 설치 허가를 

받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 소유주가 아닌 경우, NBN 
설치에 앞서 건물주(또는 공동소유법인 

(body corporate))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가 없다면 NBN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2단계 nbnTM 설치 준비 – nbnTM 설

치예약일이 오기 전에 nbnTM사의 장비를 집
안 어디에 배치할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래 
열거한 간단한 규칙을 유의하여 설치 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세요.

1.  NBN 연결 박스는 옵터스 와이파이

모뎀과 주 컴퓨터가 있는 방에 배치해야 

항상 최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NBN 연결 박스는 집안에 있어야

하며, 창고나 차고처럼 떨어진 건물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3.  NBN 연결 박스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두어야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표시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온도 변화가 극심하거나 습한 곳, 또는 

수증기, 때, 먼지 등이 많은 곳은 피해 

주세요.

5.  장비 주변에 통풍 공간이 넉넉하고 사람이 

잘 다니지 않아 부딪칠 위험이 적은 

곳이어야 합니다.

6.  안전을 고려하세요. 어린이나 애완동물이

있는 집에서는 어린이나 동물이 건드릴 수 

없는 곳에 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7.  NBN 서비스를 오랫동안 쓰실지도

모르니, 앞으로 집안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려해서 설치 장소를

선택하세요.

3단계 NBN 설치 – nbnTM사는장비

를 집 안팎에 설치할 것입니다. 일반  설치는 

설치 비용에 포함되어있지만, 설치가 까다로

운 환경이어서 추가 작업이 필요할  때는 추

가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하는 도중에 몇몇 가구를 옮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벽에 작은 구멍을 

뚫고 이런저런 자잘한 부품을 장착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드릴 소음과 먼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NBN사의 

설치기사가 주변을 깨끗이 정리할 것입니다. 

대개 nbnTM사는 설치기사가 떠나기 전에 연결 

박스를 개통하지만, 이따금 시간이 좀 더 걸

릴 때도 있습니다. 설치기사가 떠나기 전에 

반드시 함께 연결 박스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연결 박스가 작동하기 전까지는 직접 설치하

려 들지 마시고,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1300 
300 427번으로 전화하세요. 

4a단계  옵터스 프리미엄 및 프로
페셔널 설치 – nbnTM 사에서 맡은 역할을 마

치면, 옵터스에서 바통을 이어받아 서비스 

연결을 완료합니다. 옵터스 와이파이 모뎀은 

옵터스 기술자가 방문할 때 제공됩니다.

4b단계  자가설치 – 자가 설치 세

트는 설치에 필요한 모든 것과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안내서를 포함합니다. 다음 쪽에 

있는 점검 목록의 네모 칸을 차례차례 확인

하시기만 하면 된답니다.  

해야 할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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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TM 사의 설치기사가 NBN 연결 박스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NBN 연결 박스와 옵터스 와이파이 모뎀이 같은 방에 있습니다.

NBN 연결 박스와 옵터스 와이파이 모뎀이 1.5m 이상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경비 업체 전송 알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료 알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똑똑......
설치기사가 방문할 때는 본인이나 다른 18세 이상의 성인이 집에 있어야 하며, nbnTM사의 

장비를 설치할 장소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와이파이 모뎀도 가까이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기술자를 집안으로 들이기 전에 항상 신원을 확인하세요.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으니까요.

간단 요약

설치 전 nbnTM 사가 시작하기 전, 옵터스에서 설치 예약일로부
터 2~3영업일 전에 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행복한 설치일! nbnTM 사와 옵터스 직원들(자가설치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이 방문 전 전화로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설치는 보통 
4~5시간가량 걸리며, 설치 작업이 까다로우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가설치 nbnTM 사의 설치 작업이 끝난 후 옵터스 자가설치를 선
택하셨다면, 사용자 안내서(모뎀에 포함)에 있는 설치 
방법을 순서에 따라 진행하세요. 

설치 예약일 변경 계획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예약일을 변경해야 
할 일이 생기면, 즉시 1300 300 427번으로 전화하여 
다시 날짜를 잡아주세요. (취소 수수료를 내지 않으려면 
최소 48시간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자가설치 점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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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옵터스 장비의 

모든 것
nbnTM 사 제공 장비

nbnTM 사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구내 연결 장비, 광섬유 전기 콘센트와 NBN 연결 박스;   
도로 네트워크와 구내 연결 장비를 연결하는 외부 케이블. 이 장비들은 NBN사 소유이며, 
nbnTM 연결 박스가 설치되어 작동을 시작하면 용도를 다하게 됩니다. 

옵터스 제공 장비

옵터스 와이파이 모뎀과 케이블 – 자세한 정보는 사용자 안내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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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방식
주택의 외벽에 “구내 연결 장비”가 설치됩니다. 이 장치를 통해 도로 네트워크의 ‘최첨단’ 

광섬유 케이블이 주택과 연결됩니다.  

집안에 설치하는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NBN 광섬유 전기 콘센트 – 이 콘센트는 외부의 구내 연결 장비를 집안으로 연결해 

줍니다. 무릎뼈가 허벅지 뼈와 연결되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 1 참조)

•  NBN 연결 박스 – 이 장비는 집에 새로운 인터넷과 전화 연결을 제공합니다. NBN 연결

박스를 설치하기 가장 좋은 장소는 기존 모뎀이 있던 방으로 옵터스 와이파이 모뎀을 

설치할 곳에서 1.5m 이내인 곳이며, 주 전기 계량기와 배선판이 있는 건물에 설치해야 

합니다.

•  옵터스 와이파이 모뎀 – NBN 연결 박스와 연결됩니다(보통 첫째 포트 사용 – 설치 

공문 확인) – 자세한 정보는 그림 1과 옵터스 모뎀 사용자 안내서를 참고하세요. 

그림 1.

전화기

NBN 연결 박스

전기 어댑터
옵터스 와이파이 모뎀(뒤)컴퓨터(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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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설치일에 날씨가 엉망이면 

어쩌지요? 장비를 설치하기에 날씨가 너무 

불안정해서 설치기사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면, 옵터스는 추가 비용 없이 설치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왜 변경해야 

하는지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모뎀과 장비는 어떻게 

하나요? 초고속 NBN 서비스를 설치하려면 

옵터스의 새로운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가 제공하는 옵터스 

와이파이 모뎀입니다. 

케이블이나 콘센트를 설치해야 하나요?

와이파이만 있으면 거의 모든 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인터넷 TV나 전화를 

연결할 때는 케이블을 써야겠지요.

nbnTM 사와 함께 NBN 연결 박스를 배치할 

장소를 확정한 다음에 케이블이나 콘센트

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케이블 설치기사가 호주 

통신미디어청(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에 등록된 정식 기사인지 꼭 

확인하세요.

집안에는 원하시는 만큼 네트워크 

포인트를 설치할 수 있으며, 프로페셔널 

또는 프리미엄 설치를 선택하셨다면 

일부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NBN에 어떤 기기를 몇 개나 연결할 수 

있나요? 이더넷을 통해 모뎀에 최대 4개의 

기기, 와이파이를 통해서는 얼마든지 많은 

장비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뎀 

용량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동시에 연결된 

기기가 많을수록 용량이 줄어들면서 연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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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배선을 위해 따로 업자를 불러야 

하나요? 무엇이 필요한지에 따라 옵터스가 

설치할 때 내부 배선 설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존 전화와 인터넷 서비스가 잠시 중단될 

수 있나요? 기존 연결에서 컴퓨터와 전화를 

빼고 새로운 옵터스 와이파이 모뎀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집에 모니터 감시 보안 시스템이 있습니다.  
NBN에서도 작동할까요? 가정 보안 

시스템은 대부분 NBN과 찰떡같이 

호환됩니다. 그래도 확실히 해두면 좋으니 

미리 경보 서비스 업체에 연락하여 NBN
과의 호환성을 확인해 주세요. 

설치기사가 집을 손상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타깝지만 가끔 사고가 발
생할 때가 있답니다. nbnTM 이나 옵터스 기

사가 집에 손상을 입힌 매우 드문 상황이 

발생했다면, 전화 1300 300 427번으로 옵

터스에 연락해주시면 알아보고 적절히 조

처하겠습니다. 

NBN에 연결되면, 정전이 되더라도 전화를 

계속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휴대폰을 100% 충전해 

두고 양초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역시 작동하지 않을 테니, 촛불 

아래에서 보드게임을 즐기세요!

전부 
이해하셨나요?



195mm

233mm

NBN 설치일과 시간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옵터스 설치일과 시간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자가설치 시 해당 안 됨)

설치 예약일에 부재중일 경우,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 

두었습니다.

(필요한 경우) 집주인 또는 ‘소유주협의체’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경비회사 전송 알람 또는 의료 알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업체에 미리 통보하여 옵터스 

NBN과 호환되는지 점검하였으므로 설치를 

진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NBN 연결을 위해 NBN사와 옵터스가 어떤 

장비를 설치하려는지 알고 있으며, 2개 모두 

설치 장소를 정해놨습니다.

자가설치를 선택한 경우, 4쪽에 있는 설문지를 

작성하여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장비를 설치할 

장소를 지정하였습니다. 

NBN 설치 예약을 다시 잡아야 할 때는, 최소

2영업일 전에 연락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고객
점검 목록



옵터스 NBN 
사전 설치 안내서 

옵터스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고객 지원 

센터를 운영합니다.

NBN에 관해 문의하고 싶으세요?
•  www.optus.com.au/support에서 NBN 고객 지원

센터를 찾아주세요

• 전화 1300 300 427번으로 연락해주세요

• 가까운 Optus 매장에 들러 주세요

인터넷 사용량 확인 및 옵터스 계정 
관리 방법
‘내 계정(My Account)’이 있으면 이제 상담원과 

통화하기 위해 애써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검색이 편한 옵터스 웹사이트에서 1년 365일 
24시간 아무 때나 인터넷으로 계정에 접속하여 

사용량 조회, 온라인 요금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내 계정’ 등록 방법 3단계:

1.  optus.com.au/MyAccount에서 가입하기(Sign
Up) 클릭.

2.  전화번호, 옵터스 휴대전화 번호 또는 인터넷

사용자명과 같은 옵터스 서비스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진행.

3.  등록이 완료되면, 로그인 후 옵터스 NBN
서비스를 선택하여 월 사용량과 해당 서비스의

세부정보 확인 가능.

이사
이사하실 때, NBN 장비는 nbnTM사 소유이기 

때문에 집에 남겨두고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옵터스 기기는 반드시 챙겨가세요!

전화 1300 300 427번으로 연락해주시면 최대한 

신속히 고객의 이사에 필요한 조처를 하겠습니다. 

옵터스의 지속적인
지원



OPTUS 
全国宽带网络
安装前指南手册

我们随时协助您接入和使用全国宽带网。

想谈谈全国宽带网吗？

• 请登陆www.optus.com.au/support查看我们的
全国宽带网客户支持专区

• 致电1300 300 427联系我们

• 到附近的Optus营业厅一看

如何查看互联网使用量和管理您的
OPTUS账户
利用“我的账户”(My Account) 页面，便无需在
电话轮候。这个操作容易的网站可让您每天24
小时上网查阅账户，观看使用量，网上付账和
使用其它服务。

注册“我的账户”只需三个简易步骤：

1. 登陆 optus.com.au/MyAccount 页面，点击
“现在注册”（Sign up now）。

2.输入您的Optus的服务（这可能是一个电话号
码，Optus的手机号码或互联网用户名）便可
开始，然后按指示注册。

3.一经注册，便可登入“我的账户”，请选择
Optus的全国宽带网服务，查看月度使用量和
计划详情。

搬家
如您即将搬家，必须将全国宽带网设备留下，
因为这属于全国宽带网络公司所有。但请记得
取回您的Optus的装置！

请致电1300 300 427联系Optus，我们会尽快协
助您安排搬迁事宜。

OPTUS 提供持续
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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