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V 방송 이용하기
방송하기ㅣ휴대폰
STEP 01 내 채널 접속

시청하기ㅣ카카오TV 앱

[송출자] 방송하기 ~ 방송초대
STEP 02 방송 시작

STEP 03 방송 시작

STEP 04 방송 진행

[시청자] 시청하기

STEP 01 카카오TV 라이브 접속

STEP 02 채널 검색

STEP 03 라이브 방송 시청

카카오TV 홈에서 돋보기 아이콘 클릭

채널명 검색

카카오TV 라이브 앱으로 시청

라인
라인
종교활동
종교활동
이용안내
이용안내

Beta

①

②

③

① 화면 전환 ② 채팅 잠금 / 잠금 해제
③ 화면 잠금 / 잠금 해제

STEP 05 방송 초대
방송 초대하기
송출자 '채널명' 공유
1. '카카오TV' 어플 설치 후 실행
2. 채널검색에서 '○○○○'을 검색(채널명)

카카오tv 홈에서 사람 아이콘 클릭

내 채널 홈에서 카메라 모양 아이콘 클릭

방송하기ㅣ웹(자막기능*은 웹에서만 가능)
STEP 01 채널 만들기

STEP 02 팟플레이어 설치
방송하기

+ 채널 만들기

제목, 카테고리 등 방송 설정

* 공지사항, 계좌번호 안내 등으로 활용 가능

STEP 03 방송 준비
방송하기

[송출자] 채널 개설 ~ 시청자 초대

팟플레이어 이용 권장

STEP 04 방송 설정

자막송출을 위한 설정

방송장치

팟플레이어 방송하기

STEP 01 방송효과

STEP 02 고정자막

방송효과 방송효과
Live

Live

Live

Live

Live

고정 자막고정 자막

방송하기 → 팟플레이어 방송하기 → 팟플레이어 설치

팟플레이어 창에서 방송하기 버튼 재 클릭

STEP 05 방송 시작

STEP 06 Live 방송 시작

STEP 07 방송 초대하기

모듈에서 송출할 방송 장치, 채널, 제목 등 설정

자막기능
자막기능
이용하기
이용하기

③

고정 자막
고정
테스트
자막 입니다.
테스트 입니다.

① 고정자막을 가로 위치 설정
(위에서 아래)
② 고정자막을 세로 위치 설정

방송시작

(왼쪽에서 오른쪽)
③ 고정자막 간단한 위치 선정 후 적용 선택

LIVE방송 시작하기

Live

Live

자막기능
자막기능
이용하기
이용하기

①
②

③
④

Live

세로 자막세로 자막

고정 자막 테스트 입니다. 고정 자막 테스트 입니다.

자막기능
자막기능
이용하기
이용하기

①
②

STEP 04 세로자막

가로 자막가로 자막

고정 자막 테스트 입니다. 고정 자막 테스트 입니다.

카카오tv 홈에서 '채널 만들기'

STEP 03 가로자막

고정 자막
고정
테스트
자막 입니다.
테스트 입니다.

자막기능
자막기능
이용하기
이용하기

①
②

③
④

① 반복주기 : 자막 횟수 설정

① 반복주기 : 자막 횟수 설정

② 세로위치 : 화면에서 자막이 지나가는 위치 설정

② 문단정렬 : 세로자막이 흐르는 위치 설정
(왼쪽, 중앙, 오른쪽)

③ 반복횟수 : 자막이 지나가는 횟수 설정
④ 속도 : 자막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속도

③ 반복횟수 : 자막이 지나가는 횟수 설정
(0일 시 계속 흐름)
④ 속도 : 자막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속도

방송 설정 완료 후 방송 시작 버튼 클릭

유의사항에 동의한 후, Live 방송 시작하기 버튼 클릭

라이브 화면 상단 화살표 클릭 후
링크 복사하여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방송 이용하기

온라인
종교활동
이란?

콜센터 이용하기
1433-1900

온라인 방송채널 ㅣ

[카카오TV, 네이버밴드]

방송하기 ㅣ 휴대폰

[송출자] 채널 개설 ~ 방송하기

STEP 01 밴드 개설하기

APP 다운로드 방법
STEP 01 APP 스토어 접속

STEP 02 APP 검색

원스토어, Play 스토어 등

카카오 TV , 네이버밴드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내용

STEP 03 방송하기

STEP 02 밴드로 초대하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중소종교단체(200명 이하) 대상 온라인 종교활동을 지원

초대장(예시)

1 데이터 지원

카카오TV 또는 네이버밴드

실시간 동영상 촬영과 업로드 등에 따른 데이터 지원
이동통신사ㅣ
지 원 조 건ㅣ200인 이하 종교 단체
지 원 내 용ㅣ종교 단체별 1회선에 한해 2개월간 영상전송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 지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면 모임의 대안

밴드 APP 설치 후 밴드 만들기 클릭
검색창에 앱 이름 작성

예) 000단체 온라인 종교활동을 위한
네이버 밴드입니다.

밴드 홈에서 초대버튼 클릭 후
링크 복사 또는 QR 초대장 만들어 공유하기

필 요 정 보ㅣ고유번호증, 휴대폰 전화번호, 이동통신사명 등
※ 개인정보는 목적에 따라 사용 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폐기

밴드 홈에서 글쓰기 클릭 후
게시물 유형 중 라이브 방송 선택하기
*라이브방송은 최대 2시간까지 가능

으로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비대면 종교
활동

2 온라인 방송 사용 안내

시청하기 ㅣ 휴대폰

STEP 03 설치
카카오 TV , 네이버밴드 중 선택

STEP 01 밴드 접속하기

[시청자] 시청하기
STEP 02 방송보기

온라인 종교활동을 위한 단말기, 영상 채널 교육
단말기교육ㅣAPP 다운로드, 실행방법 등
온라인 방송 채널 교육ㅣ플랫폼(카카오TV, 네이버밴드)
교육내용(영상촬영 업로드, 시청 방법 등)

실시간 상황전달
오프라인 활동과 유사한 환경
제공
개인 공간에서도 원활한 종교
활동 가능

3 현장지원
설치

설치

카카오 TV

필요
장비

또는

또는

설치

네이버밴드 방송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방송 플랫폼

네이버밴드에서 제공하는 방송 콘텐츠

▶모
 바일에선 라이브 방송만 가능

▶밴
 드 소속 멤버끼리만 방송, 시청 가능

(Android만 가능)

콜센터를 통해 1차적으로 온라인 종교활동 상담 후
기술지원 필요여부에 따라 현장방문 지원

설치

(자막기능 없음)

●

 '이용안내'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의 일환으로 중소
본
종교단체(200인 이하) 대상 온라인 종교활동을 위한 이용안내 자료입니다.

●

 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 3사 등의 주관
이
으로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세한 안내자료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누리집(www.ktoa.or.kr)에서
상
내려받기 가능합니다.

▶ 자막기능은 웹에서만 사용 가능

휴대폰 카메라

노트북 웹캠

디지털 카메라

종교단체에서 사용 중인 채널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밴드 홈에서 방송을 시청하고자 하는 밴드 프로필 클릭

밴드 게시물 리스트에서 방송 중인 게시물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