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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V 소개

컨셉

카카오TV 에 대한 컨셉

01

개요

구조

카카오TV 에 대한 소개

카카오TV 의 서비스 / 플랫폼

카카오톡

동영상 플랫폼

동영상 서비스

목차를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목차



생산가이드02

프로필 설정
카카오TV PD가 되기 위해 필요한 프로필 설정 방법

채널 생성
PD의 생산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채널을 만드는 방법

영상 업로드
동영상 파일을 채널에 업로드하는 과정 및 정보 수정 방법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는 과정 및 라이브 알림 보내는 방법

이미지 등록 및 닉네임 입력하기

약관 동의하기

로그인하기 멀티 업로드하기

추가 업로드하기

상세 정보 입력하기

채널 배경 등록하기

채널 아이콘 등록하기

채널명 및 태그 입력하기

청소년 관람 불가 설정하기

비즈니스 파트너 연결하기

기본 업로드 설정하기

채널 공지 등록하기

외부 링크 등록하기

플러스 친구 연결하기

라이브 방송하기

방송 장치 설정하기

방송 정보 입력하기

목차를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목차



콘텐츠 관리
채널 및 동영상, 재생목록, 라이브 방송, 규제 위반을 관리하는 방법

콘텐츠 통계
채널 및 동영상, 라이브 방송, 수익에 대한 통계를 확인하는 방법

플러스친구 활용
카카오톡으로 콘텐츠를 유통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

수익 정산
PD의 생산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정산하는 방법

라이브 관리하기

동영상 관리하기

채널 관리하기

규제위반 관리하기

재생목록 관리하기

라이브 통계보기

동영상 통계보기

채널 통계보기

생산 통계보기

수익 통계보기

플친 생성하기

플친 가입하기

플친 연결하기

플친 소식 등록하기

카카오톡 메세지 보내기

플친 공개하기

수익 채널 만들기

비즈스테이션 가입하기

비즈니스 계정 만들기 지급 정보 입력하기

후원 수익 지급 신청하기

광고 수익 지급 신청하기

생산가이드02

플친 추가하기

라이브 방송 알리기

목차를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목차



카카오TV 소개

목차로 가기



컨셉

Connect Everything with Video
: 동영상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을 연결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

카카오TV 에서는 누구나 쉽게 동영상으로 팬들과 소통하고, 공감을 얻으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 사람과 정보, 행위 등을 연결하여 카카오TV 만의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목차로 가기



개요

Connect & Care at once
: 동영상 생산부터 콘텐츠 유통, 수익 정산까지 연결하여 한번에 관리하는 카카오TV

카카오TV 에서는 편리하게 동영상 업로드와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고,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에 빠르게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TV PD라면 누구나 쉽게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발견/소통 생산/수익

목차로 가기



구조

카카오TV 플랫폼을 통해 생산된 동영상과 라이브 방송은 

동영상 서비스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과 다음 포털 등에서도 동시에 시청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친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다음포털

PC

APP

MW

Video 
station

Pot 
Player

Biz 
station

Connect & Care at once
: 동영상 생산부터 콘텐츠 유통, 수익 정산까지 연결하여 한번에 관리하는 카카오TV

플러스친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다음포털

플러스친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다음포털

플러스친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다음포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카카오스토리

다음포털

목차로 가기



동영상 서비스

: 카카오TV 의 서비스는 PC web 과 Mobile web, App 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용자들은 서비스를 통해 채널과 동영상을 탐색하고 시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TV PD가 만든 채널과 관련된 정보와 

업로드한 동영상 및 재생목록, 라이브 등을 

발견하고 시청할 수 있습니다.

01  PC Web

구조

목차로 가기



실시간으로 인기있는 태그를 통해 

동영상을 발견할 수 있고,  

내가 플러스친구 맺은 채널의 업데이트 

소식 등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02  Mobile Web

동영상 서비스구조

목차로 가기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 특화된  

모바일 앱으로 내가 좋아하는 PD에게  

쿠키를 선물하고, 박수로 응원을 보내며  

PD들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03  App

동영상 서비스구조

목차로 가기



동영상 생산 플랫폼으로써, 사용자가 라이브 방송이나  

업로드를 통해 생산한 콘텐츠를 관리하고, 생산 활동과 관련된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비디오스테이션 (Video Station)

동영상 수익 플랫폼으로써, 사용자의 생산 콘텐츠에  

광고를 노출하거나 후원받기를 관리하고, 수익 활동에서 발생한  

적립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02  비즈스테이션 (Biz Station)

: 카카오TV 는 생산자를 위한 플랫폼으로 비디오스테이션(Video Station)과 비즈스테이션(Biz Station), 팟플레이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플랫폼구조

목차로 가기



팟플레이어는 라이브 방송 플랫폼으로써 간단한 설정만으로 

사용자가 직접 라이브 방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03  팟플레이어

동영상 플랫폼구조

목차로 가기



친구로 추가한 플러스친구가  

라이브방송 중인 경우, 해당 플러스친구 

채팅목록에 LIVE 뱃지가 노출되고, 채팅방 

진입 시 라이브 방송이 바로 재생됩니다.

01  플러스친구

: 카카오TV 에서 생산된 동영상과 라이브 방송은 카카오TV 서비스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의 채팅방과 플러스친구, 채널탭 등에서도 바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구조

목차로 가기



카카오톡 채팅방에 공유된 카카오TV 

동영상 및 라이브방송 링크는 채팅방에서 

바로 재생되어 별도의 화면 전환 없이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구조

02  카카오톡 채팅방

목차로 가기



카카오톡 채널탭에 동영상 콘텐츠가 

노출된 경우, 채널탭에서 바로 재생되어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구조

03  카카오톡 채널탭

목차로 가기



카카오TV 생산가이드

: 프로필 설정

목차로 가기



STEP 01 . 로그인 버튼 STEP 02 . 카카오계정 로그인 STEP 03 . 프로필 노출

카카오 계정이 있는 경우,  

카카오 계정과 비밀 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계정이 없는 경우,  

로그인 화면의 ‘회원 가입’ 버튼을 눌러 

카카오 계정을 생성해야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눌러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 완료 시, 

서비스 화면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이  

프로필 사진으로 바뀝니다.

로그인하기프로필 설정

: 카카오TV 는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로 가기



약관 동의하기프로필 설정

: 카카오TV 에서 채팅이나 댓글을 등록할 때, 쿠키를 보낼 때, 쿠키를 충전할 때, 

내정보 페이지를 볼 때, 채널 생성, 동영상 업로드, 동영상 담기를 하려면 약관동의 및 프로필 설정이 필요합니다.

STEP 01 . 안내 팝업 STEP 02 . 약관 동의
약관동의 후 프로필설정 페이지로  

이동하여 프로필 설정 후, 위 프로필이 

필요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TEP 03 . 프로필 설정
서비스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여 약관동의를 진행합니다.

서비스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 

항목에 체크하고 하단의 진행 버튼을 

누릅니다.

닉네임 설정 후 사용 가능합니다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닉네임이 필요한 기능 실행시  

생성된 닉네임 설정 안내 팝업에서  

실행 /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목차로 가기



이미지 등록 및 닉네임 입력하기프로필 설정

: 프로필 설정에는 프로필 이미지 등록과 닉네임 설정이 있으며, 프로필 이미지 등록은 현재 PC웹, 카카오TV Live앱에서 가능합니다.

서비스 우측 상단의 프로필 영역을  

클릭한 후, 내 정보 버튼을 통해 프로필 설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프로필 닉네임은 2자 이상 최대  

15글자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다른 사용자와 

중복된 닉네임이나, 욕설, 폭력적인 단어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프로필 닉네임은 PD명, 채팅, 댓글 작성시  

사용되며, 닉네임 변경시 모든 서비스에  

일괄 적용되므로 수정하실 때 유의하십시오.

프로필 이미지 변경버튼을 클릭하여  

원하는 프로필 이미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STEP 01 . 내 정보 버튼 STEP 02 . 프로필 이미지 변경 팝업 STEP 03 . 프로필 닉네임 입력

목차로 가기



카카오TV 생산가이드

: 채널 생성

목차로 가기



채널명 및 태그 입력하기채널생성

: 채널(Channel)은 카카오TV 에서 동영상을 올리거나, 라이브 방송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공간입니다.  

카카오TV 에 보여주고 싶은 콘텐츠의 주제나 성격에 따라 여러 개의 채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채널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여 채널을 만들 수 있는 팝업을 불러옵니다.

STEP 01 . 채널 만들기 버튼

목차로 가기

6 /20



STEP 02 . 채널명 입력 필드

채널명 및 태그 입력하기채널생성

채널명은 최대 20자까지 입력이 가능하며,  

채널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의 주제나 성격을  

잘 표현될 수 있는 명칭을 입력합니다. 

채널명은 카카오TV 에서 콘텐츠를 구별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하거나  

찾기 쉽도록 7자 내외로 채널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6 /20

목차로 가기



STEP 03 . 태그 입력 필드

채널명 및 태그 입력하기채널생성

채널의 태그는 최대 3개까지 입력이  

가능하며, 사람들이 채널의 주제나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단어를 입력합니다.  

카카오TV 에서 제공하는 대표 태그를 입력하면,  

카카오TV 서비스 내에서 사람들이 채널을  

발견하거나 검색하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목차로 가기

6 /20



STEP 04 . 채널 설정 체크박스

채널명 및 태그 입력하기채널생성

채널 설정의 체크박스가 켜져 있을 시,  

채널의 배경 및 아이콘, 플친 연결, 수익 연결 등  

상세한 정보를 설정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목차로 가기

6 /20



STEP 05 . 저장 버튼

채널명 및 태그 입력하기채널생성

채널 만들기 팝업에서 채널명과 태그를  

입력하면 ‘저장’ 버튼이 활성화되고,  

해당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채널이 생성됩니다.

목차로 가기

6 /20



채널 아이콘 등록하기채널생성

: 채널 아이콘은 카카오TV 에서 내 채널을 알릴 수 있는 얼굴입니다.   

사람들에게 내 채널이 기억될 수 있도록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를 선택하세요.

‘채널 아이콘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는 팝업을 불러옵니다.

STEP 01 . 채널 아이콘 수정버튼

목차로 가기



직접 업로드: 

원하는 이미지 파일을 직접 선택하여  

채널 아이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아이콘: 

직접 업로드하여 채널 아이콘으로  

사용했던 기존의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대 12개까지 저장됩니다.)

기본 아이콘: 

카카오TV 에서 제공하는 기본 이미지로  

채널 아이콘을 만들 수 있습니다.

STEP 02 . 채널 아이콘 팝업

채널 아이콘 등록하기채널생성

목차로 가기



‘업로드 파일 선택’ 버튼을 누르거나,  

파일을 끌어다 놓는 방식 (Drag & Drop) 으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STEP 03 . 업로드 파일 선택

채널 아이콘 등록하기채널생성

채널 아이콘은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추천합니다. 

크기: 220 px X 220 px  

용량: 최대 400 KB 미만

목차로 가기



원하는 이미지 파일을 선택한 이후, 

‘저장’ 버튼을 눌러 채널 아이콘 수정을  

완료합니다.

STEP 04 . 저장 버튼

채널 아이콘 등록하기채널생성

채널 아이콘은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추천합니다. 

크기: 220 px X 220 px  

용량: 최대 400 KB 미만

목차로 가기



채널 배경 등록하기채널생성

: 채널 배경은 카카오TV 에서 내가 만든 채널에 들어온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입니다.  

사람들에게 내 채널의 특징이나 개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채널 배경을 꾸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널 배경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는 팝업을 불러옵니다.

STEP 01 . 채널 배경 수정 버튼

목차로 가기

추천 이미지 크기 : 1334 X 350 최대 : 4MB



채널 배경 등록하기채널생성

‘업로드 파일 선택’ 버튼을 누르거나,  

파일을 끌어다 놓는 방식 (Drag & Drop) 으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STEP 02 . 업로드 파일 선택

채널 배경은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추천합니다. 

크기: 1334 px X 350 px  

용량: 최대 4 MB 미만

목차로 가기

추천 이미지 크기 : 1334 X 350,  최대 : 4MB



채널 배경 등록하기채널생성

원하는 이미지 파일을 선택한 이후, 

‘저장’ 버튼을 눌러 채널 배경 수정을  

완료합니다.

STEP 03 . 저장 버튼

목차로 가기

추천 이미지 크기 : 1334 X 350,  최대 : 4MB



www.facebook.com/groups/sketchappakorea

외부 링크 등록하기채널생성

: 외부 링크는 내가 만든 채널 외에 홍보하고 싶은 개인의 SNS나 외부 사이트의 URL을 입력하여 나를 팬들에게 알리고,  

긴밀한 관계를 맺는데 활용할 수 있는 카카오TV 채널의 보조 기능입니다.

‘외부 링크 연결’ 필드을 클릭하여 외부 링크(URL)를 입력할 수 있는 팝업을 불러옵니다.

STEP 01 . 외부 링크 연결 팝업

목차로 가기



외부 링크 등록하기채널생성

외부 링크를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면  

채널 수정 페이지에서 내가 입력한 URL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 링크(URL)은 최대 3개까지 입력할 수 있고,  

입력한 외부 링크는 내가 만든 채널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TEP 02 . 저장 버튼

www.facebook.com/groups/sketchappakorea

목차로 가기



채널 공지 등록하기채널생성

: 채널 공지는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내 채널에 노출할 수 있습니다.  

채널 내에서 운영하는 콘텐츠의 스케쥴이나 이벤트 등을 공지하여 팬들과 소통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지’ 필드를 클릭하여 공지를 입력할 수 있는 팝업을 불러옵니다.

STEP 01 . 채널 공지 연결 팝업

목차로 가기



채널 공지 등록하기채널생성

채널 공지의 제목은 필수로 입력해야 하며,  

최대 15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STEP 02 . 공지 제목 필드

목차로 가기



채널 공지 등록하기채널생성

공지 내용은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으며, 

최대 150자까지 채널에서 공지하고 싶은 이벤트나 

정보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STEP 03 . 공지 내용 필드

목차로 가기



채널 공지 등록하기채널생성

URL 입력은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으며, 

채널 공지와 관련된 외부링크(URL)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STEP 04 .  URL 입력 필드

목차로 가기



채널 공지 등록하기채널생성

채널 공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활성화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채널 수정 페이지에 입력한  

채널 공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 공지는 최대 3개까지 입력할 수 있고,  

입력한 채널 공지는 내가 만든 채널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05 .  저장버튼

목차로 가기



초기 값은 ‘공개’로 설정 되어 있고,  

동영상을 비공개 상태로 업로드하고 싶으시면  

‘비공개’로 설정을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기본 업로드 설정하기채널생성

: 기본 업로드 설정은 채널에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입력하고자 하는 동영상의 기본적인 속성을 미리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동영상이 업로드될 때 채널의 기본 업로드 설정 값에 따라 동영상 설정 값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단, 채널의 기본 업로드 설정이 기존에 업로드한 영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채널에 업로드하는 동영상을 시청자들에게  

공개할지, 공개하지 않을지 여부를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01  영상 공개 설정

목차로 가기



퍼가기는 플레이어 소스를 임베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 업로드 설정하기채널생성

채널에 업로드하는 동영상을 시청자들이  

퍼갈 수 있게 허용할지, 허용하지 않을지 여부를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02  퍼가기 설정

초기 값은 ‘퍼가기 허용’으로 설정 되어  

있고, 시청자들이 내 동영상을 외부에 퍼가는 것을  

허용하고 싶지 않으시면 해당 설정을  

꺼주시면 됩니다.

목차로 가기



초기 값은 ‘담기 허용’으로 설정 되어  

있고, 시청자들이 내 동영상을 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면 해당 설정을 꺼주시면 됩니다.

기본 업로드 설정하기채널생성

채널에 업로드하는 동영상을 시청자들이  

재생목록에 담을 수 있게 허용할지, 허용하지 않을지  

여부를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03  담기 설정

목차로 가기



초기 값은 ‘댓글 허용’으로 설정 되어 있고,  

시청자들이 내 동영상에 댓글을 다는 것을 원치  

않으시면 해당 설정을 꺼주시면 됩니다.

기본 업로드 설정하기채널생성

채널에 업로드하는 동영상에 댓글을 

허용할지, 허용하지 않을지 여부를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04  댓글 설정

목차로 가기



초기 값은 ‘해외 재생 허용’으로 설정 되어 있고,  

내 동영상이 해외에서 재생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면 

해당 설정을 꺼주시면 됩니다.

기본 업로드 설정하기채널생성

채널에 업로드하는 동영상이  

해외에서 재생되는 것을 허용할지, 허용하지 않을지  

여부를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05  해외 재생 설정

목차로 가기



청소년 관람 불가 설정하기채널생성

: 청소년 관람 불가 옵션은 성인으로 인증된 프로 PD와 스타 PD 에게만 제공되는 옵션으로, 성인(19금) 콘텐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 옵션을 누르면 성인 인증 팝업을 불러옵니다.  

(단, 성인 인증이 완료된 계정은 별도의 성인 인증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습니다.)

STEP 01 . 청소년 관람 불가 옵션

목차로 가기



청소년 관람 불가 설정하기채널생성

‘청소년 관람 불가’ 옵션은 성인으로 인증된 사용자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성인 인증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과정을 거칩니다.

STEP 02 .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

목차로 가기



청소년 관람 불가 설정하기채널생성

휴대폰 인증을 통해 성인 여부를 판단하고,  

성인으로 인증된 사용자일 경우,  

청소년 관람 불가 옵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STEP 03 . 본인 인증

동영상에 ‘청소년 관람 불가’ 옵션이  

적용되면, 해당 동영상은 성인 인증을 통해  

19세 이상의 사용자만 시청할 수 있고,  

‘소스 퍼가기’ 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STEP 04 . 청소년 관람 불가 팝업

목차로 가기



플러스친구 연결하기채널생성

채널과 연결할 수 있는 플러스친구 리스트를 갖고 있는 경우,  

해당 영역을 누르면 플러스친구를 연결할 수 있는 팝업을 불러옵니다.  

플러스친구 리스트를 선택한 후, ‘연결’ 버튼을 누르면  

해당 채널과 플러스친구가 연결됩니다.

STEP 01 . 플러스친구 연결 영역

: 플러스친구를 채널과 연결하면 채널에 있는 동영상과 라이브 방송을 카카오톡 메세지로 빠르고 쉽게 홍보하거나 전달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친구와 연결된 채널은 카카오TV 서비스 내에 ‘친구 추가’ 버튼이 만들어지고, 팬들은 해당 버튼을 눌러 채널과 친구를 맺을 수 있습니다.  

(팬들은 플러스친구를 맺은 채널들을 카카오톡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차로 가기



비즈니스 파트너 연결하기채널생성

채널과 연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 리스트가 있는 경우,  

해당 영역을 누르면 비즈스테이션으로 이동하여 비즈니스 파트너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STEP 01 . 비즈니스 파트너 연결 영역

: 비즈니스 파트너를 채널과 연결하면 내가 업로드한 동영상에 광고를 붙이거나, 라이브 방송에서 후원(쿠키 선물)을 받아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즈스테이션에서 비즈니스 파트너를 생성하여, 내가 만든 채널과 비즈니스 파트너를 연결하면 됩니다.

목차로 가기



비즈니스 파트너 연결하기채널생성

광고 수익과 후원 수익에 대한 각각의 비즈니스 리스트를  

선택한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면 해당 채널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채널로 설정됩니다.  

STEP 02 . 저장 버튼 STEP 03 . 연결된 비즈니스 파트너
비디오스테이션 채널 관리 페이지로 이동한 후, 

수익을 내려고 설정한 채널의 수정페이지로 진입합니다.  

채널 수정페이지 최 하단에 광고 수익이나 후원 수익을 적립되도록 

설정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로 가기



카카오TV 생산가이드

: 영상 업로드

목차로 가기



비디오스테이션에 있는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STEP 01 . 업로드 버튼 STEP 02 . 업로드 파일 선택
‘업로드 파일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동영상  

파일이 있는 폴더를 불러옵니다.  

업로드하는 동영상의 공개 / 비공개 옵션을  

미리 설정하여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멀티 업로드하기영상 업로드

: 카카오TV 는 최대 10개까지 동영상 파일을 동시에 업로드할 수 있는 멀티 업로드를 제공합니다.

최신 브라우저가 아닐 경우, 여러 개의 파일을  

업로드 하거나 파일을 직접 업로드 화면에 끌어다 놓아  

업로드하는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IE 10 이상의 브라우저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목차로 가기



멀티 업로드하기영상 업로드

STEP 03 . 업로드 리스트
업로드가 진행되는 동영상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고,  

각 동영상 리스트의 상세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대표 채널로 동영상이 업로드됩니다. 

목차로 가기



추가 업로드하기영상 업로드

: 카카오TV 는 이미 업로드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추가적으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한번에 최대 10개씩 제한 없이 동영상 파일 추가가 가능합니다.)

업로드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해당 영역을 눌러 업로드할 동영상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 리스트가 있는 화면에 동영상 파일을 직접 끌어다  

놓아 (Drag & Drop) 업로드할 동영상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 업로드가 진행 중 해당 페이지를 닫지 않아야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완료됩니다.

STEP 01 . 업로드 파일 선택

목차로 가기



상세 정보 입력하기영상 업로드

: 업로드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동영상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에 대한 제목과 태그, 설명, 대표 이미지 등은  

시청자가 동영상을 탐색하고,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 입니다.  

동영상의 원본은 반드시 하나의 채널에만 속하게 됩니다. 

단, 재생목록에는 동영상의 복사본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채널의 재생목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STEP 01 . 상세 정보 입력

동영상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이후,  

‘변경사항 저장’ 버튼을 누르면 해당 정보가 적용됩니다.  

동영상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이후, ‘변경사항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취소’ 버튼이나 해당 페이지를 이탈하시면  

입력한 모든 정보가 소실됩니다.

STEP 02 . 변경사항 저장 버튼

목차로 가기



카카오TV 생산가이드

: 라이브 방송

목차로 가기



방송하기 버튼을 누르면 Live 방송을 위해 

필요한 ‘방송장치’, ‘방송정보’, ‘방송효과’를 

설정할 수 있는 방송하기 모듈이 열립니다.

STEP 01 . 방송하기 버튼

라이브 방송하기라이브 방송

: 팟플레이어를 통해서 방송 장치와 방송 정보 등을 간편하게 설정한 후, 카카오TV 로 Live 방송을 송출할 수 있습니다.

목차로 가기



라이브 방송하기라이브 방송

방송하기 모듈에서 어떤 방송 장치로  

비디오와 오디오를 송출할지 선택합니다.  

만약 웹캠을 통해 방송하고 싶다면 ‘웹캠’을  

선택하여 PC에 연결되어 있는 웹캠을  

연동하면 됩니다.

STEP 02 . 방송 장치 설정

내가 생성한 채널 중 Live 방송을 할 채널을 

설정하고, 방송에 대한 제목과 태그, 설명 등 

기본 방송정보 설정 및 방송 수익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Live 방송을 위한 설정이 완료 

됐다면 방송시작 버튼을 실행하면 

Live 방송 Ready 상태가 됩니다.

STEP 03 . 방송 정보 입력 STEP 04 . 방송 시작 버튼

목차로 가기



Live 방송 유의사항에 동의한 후,  

Live 방송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Live 방송이  

송출되며, 방송 시작 10분 뒤에 플러스친구를 추가한 

시청자에게 자동으로 방송 알림이 발송됩니다.

STEP 05 . Live 방송 시작하기 버튼

라이브 방송하기라이브 방송

목차로 가기



방송 장치 설정하기라이브 방송

: 방송장치는 카카오TV 에 어떤 장치로 방송할지 설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방송 장치와 방송 정보 등을 간편하게 설정한 후, 카카오TV 로 Live 방송을 송출할 수 있습니다.

PD가 직접 제작하거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파일을 ‘추가' 기능을  

통해 등록후 방송할 수 있습니다.

01  파일주소

기본 제공되는 2개의 스크린 캡처  

카메라를 이용, 디스플레이에서 원하는 

영역을 설정후 방송할 수 있습니다.

02  스크린캡처

목차로 가기



방송 장치 설정하기라이브 방송

PC에 별도 설치된 캠 혹은 내장된  

웹캠을 통해서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이내믹한 방송 레이아웃 효과를 위해  

사용되는 xsplit 또한 웹캡장치로  

인식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03  웹캠

TV카드 혹은 DVD 장치를 통해 송출된 

영상으로 Live 방송할 수 있습니다.

04  아날로그TV / 디지털TV / DVD

목차로 가기



방송 장치 설정하기라이브 방송

내 방송의 비디오, 오디오 품질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인 경우 기본 설정된 

권장사양으로 방송하면 되지만,  

보다 높은 품질로 방송하기 원하는 사용자는  

압축 설정에서 세부 옵션값을 조정하면 됩니다.

05  압축 설정

카카오TV는 Full HD(1080p 60fps)방송을  

모든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압축 영역의 해상도 및 초당 프레임수를 설정하

시면 누구나 고화질의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목차로 가기



방송 정보 입력하기라이브 방송

: 방송 정보는 개별 방송의 '채널, 제목, 태그, 설명'의 기본 방송정보를 설정할 수 있으며,  

‘시청자 수 제한, 중계방 허용 및 비밀방송 설정' 등의 세부 방송 속성 및 '광고, 후원하기' 등의 라이브 방송 수익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노출될 '방송 채널, 카테고리, 제

목,  

태그, 설명'을 선택 및 입력하는 영역입니다.  

방송 특징에 꼭 맞는 방송정보를 입력하면 

보다 많은 시청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01  방송 정보 입력

목차로 가기



방송 정보 입력하기라이브 방송

내 방송에 참여자 수 (채팅방 참여 )를  

조절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본방 시청자수를 

100명 설정 후 중계방 허용 옵션을  

OFF하면 100명까지 채팅을 참여하며  

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 참여자 수를 무제한으로 설정하고  

싶다면 중계방 허용 옵션을 ON으로 설정 후 

방송하면 됩니다.

02  시청자수 설정

목차로 가기



방송 정보 입력하기라이브 방송

비밀번호를 입력 후 방송하시면  

설정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사용자만  

시청할 수 있습니다.

03  비밀방송 설정

목차로 가기



방송 정보 입력하기라이브 방송

터프한 방송은 일부 욕설이 허용되는  

만 19세 이상 시청 가능한 방송 옵션으로  

만 19세 이상의 '프로, 스타' PD에게 

한정적으로 제공되는 옵션입니다.  

터프한 방송은 만 19세 이상 시청 가능하지만 

'카카오TV 이용약관 제 9조 1항(회원의 의무)'을 

준수하는 건전한 방송을 해야 합니다.

04  터프한 방송 설정

목차로 가기



방송 정보 입력하기라이브 방송

카카오TV 는 개별 방송마다 광고와 후원을 

설정하여 라이브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수익을 얻고 싶다면  

'광고 허용, 후원하기 허용'을 모두 ON으로 

설정 후 방송을 해야 합니다.

05  라이브 수익 설정

목차로 가기



카카오TV 생산가이드

: 콘텐츠 관리

목차로 가기



채널 관리하기콘텐츠 관리

: 카카오TV 는 여러 개의 채널을 생성할 수 있고, 생성된 채널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TV 에서는 누구나 여러 개의 채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의 주제나 성격에 따라 채널을 생성하고, 관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우측 상단의 ‘채널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채널을 만들 수 있는 팝업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01  채널 생성

목차로 가기

0 / 20



채널 관리하기콘텐츠 관리

‘관리’ 버튼을 누르면 채널을 관리하는 메뉴가 노출됩니다.  

(채널 관리는 수정, 통계, 플친 연결, 수익 연결, 삭제를 포함합니다.) 

02  채널 수정

채널 관리 메뉴 내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채널 정보 수정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STEP 01. 

STEP 02. 

목차로 가기

0 / 20



채널 관리하기콘텐츠 관리

‘관리’ 버튼을 누르면 채널을 관리하는 메뉴가 노출됩니다.  

(채널 관리는 수정, 통계, 플친 연결, 수익 연결, 삭제를 포함합니다.) 

03  채널 통계

채널 관리 메뉴 내 ‘통계’ 버튼을 클릭하면 채널 통계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STEP 01. 

STEP 02. 

목차로 가기



04  채널 삭제

채널 관리하기콘텐츠 관리

채널을 삭제할 경우, 채널에 업로드  

되어있는 모든 동영상과 라이브 방송도  

함께 삭제됩니다. 

동영상을 유지하고 싶다면 채널을 삭제하기 전에  

다른 채널로 동영상을 이동하시면 됩니다.

목차로 가기



동영상 관리하기콘텐츠 관리

: 카카오TV 는 각 채널에 업로드한 동영상을 수정하거나 이동, 담기, 삭제 등을 할 수 있으며, 

한번에 여러 개의 동영상을 선택하여 이동 및 담기, 공개 설정, 삭제 등 동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최대 20개까지 동시 작업이 가능합니다.)

해당 영역을 누르면 동영상을 관리하는 메뉴가 노출됩니다. 

(동영상 관리는 수정, 이동, 담기, 공개 설정, 삭제를 포함합니다.)

01  동영상 관리 버튼

목차로 가기



동영상 관리하기콘텐츠 관리

해당 영역을 누르면 동영상을 관리하는 메뉴가 노출됩니다. 

원본 동영상을 수정하면 다른 재생목록에 담긴 모든 복사본 정보가 함께 변경됩니다.

02  동영상 수정

동영상 관리 메뉴 이미지로 교체

목차로 가기



동영상 관리하기콘텐츠 관리

동영상이 소속되어 있는 채널을 변경할 수 있는 팝업이 노출됩니다.

03  동영상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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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 가기



동영상 관리하기콘텐츠 관리

동영상을 재생목록에 담을 수 있는 팝업이 노출됩니다.  

동영상을 ‘담기’ 하더라도, 원본 동영상의 소속 채널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담기 팝업 이미지로 교체

04  동영상 담기

펦읺큲�잩�짷

핺캫졷옫픒�컮�훊켆푢�

솧폏캏�샂믾

샂믾�콚

목차로 가기



동영상 관리하기콘텐츠 관리

해당 동영상이 삭제됩니다. 원본 동영상이 삭제되면  

다른 재생목록에 담긴 모든 복사본도 함께 삭제됩니다.

05  동영상 삭제

목차로 가기



라이브 관리하기콘텐츠 관리

: 카카오TV 는 각 채널에서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 대한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30분 단위로 복수의 동영상으로 전환하여 채널에 비공개 상태로 업로드되고, 하나의 재생목록에 영상이 담깁니다. 

(단, 라이브 방송은 최대 5시간까지 동영상으로 전환됩니다.)

해당 영역을 누르면 라이브를 관리하는 메뉴가 노출됩니다. 

(라이브 관리는 삭제만 가능합니다.)

01  라이브 관리 버튼

목차로 가기



라이브 관리하기콘텐츠 관리

해당 라이브 리스트가 삭제됩니다.  

라이브 리스트가 삭제되면 해당 라이브 방송에 대한 통계 기록을 볼 수 없습니다.

03  라이브 삭제

샇�짷콯�읺큲읊�칻헪섢않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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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핂쯚�칻헪

목차로 가기



재생목록 관리하기콘텐츠 관리

: 재생목록은 업로드 된 동영상을 복사하여 담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재생목록을 생성하거나 수정, 삭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01  재생목록 생성
‘재생목록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채널을 만들 수 있는 팝업을 불러옵니다.

목차로 가기



해당 영역을 누르면 재생목록을 관리하는 메뉴가 노출됩니다.  

(채널 관리는 수정, 삭제를 포함합니다.) 

재생목록 관리하기콘텐츠 관리

02  재생목록 관리 버튼

목차로 가기



재생목록 관리하기콘텐츠 관리

재생목록 수정페이지 이미지로 교체

재생목록 관리 메뉴 내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재생목록 수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03  재생목록 수정

목차로 가기



재생목록 관리하기콘텐츠 관리

재생목록 관리 메뉴 내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재생목록과 재생목록에 담긴 동영상이 함께 삭제됩니다.  

(단, 재생목록이 삭제되더라도 동영상의 원본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04  재생목록 삭제

목차로 가기



재생목록 관리하기콘텐츠 관리

05  재생목록 내 영상 순서 변경

재생목록 수정 페이지에서는 재생목록의  

제목이나 재생목록 내에 있는 동영상의 순서를 

Drag & Drop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목차로 가기



규제위반 관리하기콘텐츠 관리

: 채널에 공개된 동영상과 라이브 방송은 음란물 및 저작권 위반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됩니다. 채널에 있는 동영상과 라이브 방송이  

카카오TV 이용약관 및 운영 정책에 위배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즉시 차단 되며 위반이 반복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규제 위반 횟수는 누적되며,  

누적된 횟수에 따라  

계정의 규제 상태가 보여집니다. 

01  계정 규제 상태

계정 규제 상태: 

규제 위반 0회 (양호),  

규제 위반 1회,  

규제 위반 2회,  

규제 위반 3회,  

규제 위반 4회 (영구 정지) 

목차로 가기

규제된 콘텐츠의 수익이 환수됩니다. 

해당 계정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D-30) 

해당 계정으로 업로드를 할 수 없습니다. (D-30) 

해당 계정으로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없습니다. (D-30) 

해당 계정으로 새로운 채널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D-30)계정 위반 3회

계정 위반 3회



규제 위반 3회 :  

규제된 콘텐츠의 수익이 환수됩니다.  

해당 계정으로 수익 창출 할 수 없습니다. (D-30) 

해당 계정으로 업로드를 할 수 없습니다. (D-30) 

해당 계정으로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없습니다. (D-30) 

새로운 채널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D-30) 

규제 위반 1회 :  

규제된 콘텐츠의 수익이 환수됩니다.

규제위반 관리하기콘텐츠 관리

02  규제에 대한 패널티

규제 위반 2회 :  

규제된 콘텐츠의 수익이 환수됩니다.  

규제된 채널에서 업로드가 제한됩니다. (D-15) 

규제된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이 제한됩니다. (D-15)

규제 위반 4회 :  

카카오TV 의 주요 기능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목차로 가기

규제된 콘텐츠의 수익이 환수됩니다. 

해당 계정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D-30) 

해당 계정으로 업로드를 할 수 없습니다. (D-30) 

해당 계정으로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없습니다. (D-30) 

해당 계정으로 새로운 채널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D-30)계정 위반 3회

계정 위반 3회



규제된 동영상이나 라이브 방송 리스트는  

삭제하거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규제위반 관리하기콘텐츠 관리

03  규제된 콘텐츠 리스트

콘텐츠의 규제가 부당 하다고 판단되면  

카카오 고객 센터의 권리 침해 신고 소명 페이지

를 통해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의 제기가  

받아 들여지면 규제 내역은 사라집니다.

규제된 콘텐츠를 삭제 하더라도  

규제 위반 내역은 삭제 되지 않고 누적됩니다.

목차로 가기

규제된 콘텐츠의 수익이 환수됩니다. 

해당 계정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D-30) 

해당 계정으로 업로드를 할 수 없습니다. (D-30) 

해당 계정으로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없습니다. (D-30) 

해당 계정으로 새로운 채널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D-30)계정 위반 3회

계정 위반 3회



카카오TV 생산가이드

: 콘텐츠 통계

목차로 가기



채널 통계보기콘텐츠 통계

: 채널 통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채널에 관심을 갖고 이용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전체 채널에 대한 지표 뿐만 아니라 각 채널 별로 구분하여 채널 조회수와 방문자 수, 플러스친구 수, 후원자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통계 범위 선택
해당 영역을 누르면 전체 채널이나 개별 채널로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로 가기



채널 통계보기콘텐츠 통계

02  통계 그래프
통계 지표에 대한 기간 별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그래프가 노출됩니다.

목차로 가기



채널 통계보기콘텐츠 통계

03  통계 테이블
채널 조회수 :  

내가 만든 채널에 사람들이 진입한  

총 횟수입니다.

방문자수 :  

내가 만든 채널에 중복으로 방문한 사람들을 

제외한 총 명수입니다.

플러스친구수 :  

내가 만든 채널과 연결된 플러스친구를  

친구 맺기한 사람들의 총 명수입니다.  

(플러스친구와 연결되지 않은 채널은 통계가 집계되지 않습니다.)

후원자수 :  

내가 만든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쿠키를 후원해 준 사람들의 총 명수입니다.  

(비즈니스 파트너가 연결되지 않은 채널은 통계가 집계되지 않습니다.)

목차로 가기



동영상 통계보기콘텐츠 통계

: 동영상 통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동영상을 재생하고, 반응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전체 채널에 대한 지표 뿐만 아니라 각 채널 별로 구분하여 조회수와 재생자수, 재생시간, 공유수, 담기수, 댓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통계 종류 선택
해당 영역을 누르면 기간 별이나 랭킹 별로 동영상 통계를 볼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목차로 가기



조회수 :  

채널에 업로드하거나 담은 동영상이  

재생된 총 횟수 입니다.

동영상 통계보기콘텐츠 통계

02  통계 테이블

재생자수 :  

채널에 업로드하거나 담은 동영상을  

재생한 사람들의 총 명수입니다.  

(동일한 동영상을 중복하여 재생한 횟수는  

재생자수에서 제외됩니다.) 

재생시간 :  

채널에 업로드하거나 담은 동영상이  

재생된 총 시간입니다.

목차로 가기



댓글수 :  

채널에 업로드하거나 담은 동영상에  

달린 댓글의 총 갯수 입니다.

공유수 :  

채널에 업로드하거나 담은 동영상이  

공유된 총 횟수입니다.

동영상 통계보기콘텐츠 통계

담기수 :  

채널에 업로드하거나 담은 동영상이  

다른 채널의 재생목록으로 담기된 총 횟수입니다.

02  통계 테이블

목차로 가기



라이브 통계보기콘텐츠 통계

: 라이브 통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고, 반응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전체 채널에 대한 지표 뿐만 아니라 각 채널 별로 구분하여 조회수와 시청자수,시청시간, 최고동접자수, 응원수, 공유수, 후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통계 종류 선택
해당 영역을 누르면 기간 별이나 랭킹 별로 라이브 통계를 볼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목차로 가기



시청자수 :  

채널에서 진행된 라이브 방송을  

시청한 사람들의 총 명수입니다.  

(동일한 동영상을 중복하여 재생한 횟수는 재생자수에서 제외됩니다.) 

조회수 :  

채널에서 진행된 라이브 방송이  

재생된 총 횟수입니다. 

라이브 통계보기콘텐츠 통계

시청시간 :  

채널에서 진행된 라이브 방송이  

재생된 총 시간입니다.

최고동접자수 :  

채널에서 진행된 라이브 방송을 가장 많이  

시청한 순간의 시청자수입니다.

02  통계 테이블

목차로 가기



응원수 :  

채널에서 진행된 라이브 방송이  

응원(박수)받은 총 횟수입니다.

라이브 통계보기콘텐츠 통계

공유수 :  

채널에서 진행된 라이브 방송이  

공유된 총 횟수입니다.

후원수 :  

채널에서 진행된 라이브 방송이  

후원받은 쿠키의 총 갯수입니다.

02  통계 테이블

목차로 가기



수익 통계보기콘텐츠 통계

: 수익 통계는 채널에서 발생한 광고 재생과 쿠키 후원을 통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전체 채널에 대한 지표 뿐만 아니라 각 채널 별로 구분하여 총 적립금과 광고 적립금, 후원 적립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수익 정산 버튼
해당 영역을 누르면 적립되어 있는 광고 수익과 후원 수익에 대해 지급 신청할 수 있는 

비즈스테이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목차로 가기



수익 통계보기콘텐츠 통계

02  자세한 수익 통계 버튼
해당 버튼을 누르면 수익과 관련된 자세한 통계를 볼 수 있는  

비즈스테이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목차로 가기



총 적립금 :  

채널 내에서 발생한 광고 적립금과  

후원 적립금을 합한 총 액수입니다.

수익 통계보기콘텐츠 통계

03  통계 테이블

광고 적립금 :  

채널 내에 있는 동영상에 적용된 광고가  

재생되어 발생한 적립금입니다.

후원 적립금 :  

채널 내에서 진행된 라이브 방송에서  

후원 받은 쿠키로 발생한 적립금입니다.

목차로 가기



총 생산량 :  

내가 만든 채널에서 업로드와 라이브 방송, 

담기를 통해 생산 활동을 한 총 건수입니다.

생산 통계보기콘텐츠 통계

01  통계 테이블

업로드 건수 :  

내가 만든 채널에 동영상을 업로드한  

총 건수입니다.

라이브 건수 :  

내가 만든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총 건수입니다.

담기 건수 :  

다른 채널에 있는 동영상을 내 채널의  

재생목록에 담기한 총 건수입니다.

목차로 가기



카카오TV 생산가이드

: 플러스친구 활용

목차로 가기



플친 가입하기플러스친구 활용

: 카카오TV 는 의 채널과 플러스친구를 연결하면 채널 및 채널에 속한 Live / VOD 영상에 친구추가 버튼이 노출되며,  

시청자들이 바로 플러스친구를 맺을 수 있습니다. 

‘카톡으로 채널 알리기’ 또는  

‘친구추가 버튼 만들기’를 클릭하여 플러스친구가  

가입되어 있는지 체크합니다.

STEP 01 . 플친 연결 영역

목차로 가기



아직 플러스친구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플러스친구 회원 가입’ 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STEP 02 . 플친 회원 가입 버튼

플친 가입하기플러스친구 활용

목차로 가기



플러스친구 회원 가입 후, 플러스친구 프로필을 생성

하면 채널 수정 페이지로 돌아 생성한 프로필과 채널

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STEP 03 . 플친 회원 가입 페이지

플친 가입하기플러스친구 활용

목차로 가기



: 카카오TV 의 채널은 본인이 직접 개설한 플러스친구와 1:1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채널 수정 페이지에서 다시 ‘카톡으로 채널 알리기’  

또는 ‘친구추가 버튼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STEP 01 . 플친 연결 영역 STEP 02 . 플친 개설 페이지
플러스친구와 관련된 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플러스친구 리스트가 생성됩니다.

플친 생성하기플러스친구 활용

목차로 가기



채널 수정 페이지에 노출된 플러스친구 연결 팝업에서 

생성한 플러스친구 리스트를 선택하여 ‘연결’ 버튼을 

누르면 해당 채널과 플러스친구가 연결됩니다. 

STEP 01 . 플친 연결 팝업

: 채널과 플러스친구를 연결하면 플레이어에 ‘친구 추가’ 버튼이 생성되고, 시청자들은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플러스친구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면 내 친구들에게 자동으로 방송 알림 메시지가 보내집니다.

STEP 02 . 연결된 플친 리스트
채널과 플러스친구 정상적으로 연결되면 

채널 수정페이지에서 연결된 플러스친구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친 연결하기플러스친구 활용

목차로 가기



: 채널과 연결된 플러스친구를 카카오톡에 공개하시려면 플러스친구 관리자센터로 이동하여 공개 설정(홈 공개, 검색 허용, 노출 허용)을 해야 합니다.

STEP 01 . 플러스친구 리스트
채널과 연결된 플러스친구 리스트를 누르면, 해당 플러스친구 홈으로 이동합니다.

플친 공개하기플러스친구 활용

목차로 가기



STEP 02 . 플러스친구 관리 메뉴
플러스친구 홈의 관리 메뉴를 누르면,  

플러스친구 정보 입력 및 공개 설정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플친 공개하기플러스친구 활용

목차로 가기



STEP 03 . 플친 공개 설정
홈 공개 :  

홈 공개 옵션을 켜면 카카오톡에서  

사람들이 내 플러스친구 홈에 접근하여  

등록한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검색 허용 :  

검색 허용 옵션을 켜면 카카오톡의  

ID/플러스친구 검색에서 사람들이 내가 만든 

플러스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노출 허용 :  

노출 허용 옵션을 켜면 카카오톡의  

추천/발견 영역에서 내가 만든 플러스친구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플친 공개하기플러스친구 활용

목차로 가기



STEP 01 . 동영상 첨부 버튼 / 동영상 업로드 팝업
플러스친구 관리자센터 홈에서 메세지를 작성하면서 동영상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TV 채널에 기존에 업로드 되어 있는 동영상을 불러오거나 직접 업로드하여 동영상을 첨부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은 최대 4GB까지 업로드할 수 있으며, 파일을 직접 선택하거나  

끌어 놓기로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채널과 연결된 플러스친구를 통해 동영상을 첨부하여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낼 수 있고, 메시지를 받은 친구들은 톡방에서 동영상을 바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세지 보내기플러스친구 활용

목차로 가기



STEP 02 . 카카오톡 대화방
동영상을 첨부하여 메시지를 발송하면,  

내 플친들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받습니다.  

대화방에서 바로 터치하여 내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카카오톡 메세지 보내기플러스친구 활용

목차로 가기



STEP 01 . 동영상 첨부 버튼 / 동영상 업로드 팝업
플러스친구 관리자센터 홈에서 메세지를 작성하면서 동영상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TV 채널에 기존에 업로드 되어 있는 동영상을 불러오거나 직접 업로드하여 동영상을 첨부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은 최대 4GB까지 업로드할 수 있으며, 파일을 직접 선택하거나  

끌어 놓기로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K-POP 스토리

: 채널과 연결된 플러스친구를 통해 동영상을 첨부하여 소식을 무료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카카오톡의 플러스친구 홈에서 바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플친 소식 등록하기플러스친구 활용

목차로 가기



STEP 02 . 플러스친구 홈
플러스친구에서 작성한 소식은  

내 플러스친구들이 카카오톡에서 바로 확인  

및 재생할 수 있습니다.

플친 소식 등록하기플러스친구 활용

목차로 가기



사용자는 카카오TV 의 모바일웹, PC웹,  

라이브 앱, 카카오톡 에서 친구로 추가된 채널에  

접근하기 용이해지고, 채널에 업데이트된  

콘텐츠 소식도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STEP 01 . 친구 추가 버튼

: 채널과 플러스친구를 연결하면 해당 채널의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 콘텐츠가 유통되는 모든 플레이어에 친구추가 버튼이 생성됩니다.

플친 추가하기플러스친구 활용

목차로 가기



STEP 01 . 카톡 채팅 목록 및 대화방

: 팟플레이어에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면 채널과 연결된 플러스친구를 통해 카카오톡으로 라이브 방송 알림 메시지가 보내집니다. 

플러스친구들의 카카오톡 목록에  

LIVE 뱃지가 보여집니다.

플러스친구 대화방에 들어오면  

대화방에서 바로 라이브 방송을 시청

할 수 있게 됩니다.

라이브 방송 알리기플러스친구 활용

목차로 가기



카카오TV 생산가이드

: 수익 정산

목차로 가기



STEP 01 . 계정 가입 요청

비즈니스 계정 만들기수익정산

: 비즈스테이션 (Biz Station)은 kakao Biz 계정센터의 '비즈니스 파트너(그룹)' 관계에 따라 적립금을 지급하거나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정산 받을 개인 비즈니스 파트너를 반드시 생성합니다.

Biz 계정센터 가입하지 않고  

비즈스테이션을 진입하셨다면,  

Biz 계정센터로 이동하여 가입 및  

비즈니스 파트너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가 없을 경우, 

비즈스테이션 가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정산 받을 비즈니스 파트너를 사업자로  

진행하길 원하신다면, 비즈니스 파트너를 

추가하여 심사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목차로 가기



수익정산 비즈니스 계정 만들기

STEP 02 . Biz 계정 약관동의 STEP 03 . Biz 계정 사업자유형 선택

목차로 가기

: 사업자 유형(개인 혹은 법인)에 부합한 비즈니스 계정을 생성하시면 비즈스테이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자 정보가 아닌 타인 명의로 비즈니스 계정 생성후 비즈스테이션에 가입하시면 추후 정산 수익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수익정산 비즈니스 계정 만들기

STEP 04 . Biz 계정 사용자 정보입력 STEP 05 . Biz 계정 가입완료

목차로 가기



STEP 06 . 비즈스테이션 가입 요청

수익정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  

본인인증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본인인증이 완료된 계정일 경우,  

추가 인증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약관에 의해  

비즈스테이션 가입이 어렵습니다. 

비즈스테이션을 탈퇴 후  

재 가입을 신청하시는 경우, 탈퇴시점  

30일 이후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및 비디오스테이션 규제  

누적 횟수에 따라 비즈스테이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즈스테이션 가입하기

목차로 가기



비즈스테이션의 채널 수익 관리 메뉴에 있는 ‘수익 채널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비디오스테이션에서 만든 모든 채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01 . 수익 채널 만들기 버튼

: 비즈니스 파트너를 채널과 연결하면 광고나 후원(쿠키 선물)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 채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익정산 수익 채널 만들기

목차로 가기



STEP 02 . 채널 선택하기

수익정산 수익 채널 만들기

비디오스테이션에서 만든 채널 중 수익을 만들고 싶은  

채널을 선택합니다.

목차로 가기



STEP 03 . 광고타입 선택하기

수익정산 수익 채널 만들기

모든 영상타입 (VOD / Live) 과 사용자가 소속 된  

등록 완료 상태의 전체 비즈니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차로 가기



STEP 04 . 후원 설정하기

수익정산 수익 채널 만들기

Live 방송에만 적용되며, 사용자가 소속 된  

비즈니스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차로 가기



STEP 01. 지급정보 입력 버튼

지급정보 입력하기수익정산

: 개인 비즈니스 파트너의 지급 정보(주민 등록 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비즈스테이션의 정보 관리 메뉴에서  

지급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선택합니다.

STEP 02 . 지급정보 입력 화면

카카오TV에서 발생된 수익을 정산 받을 지급 정보를 입력합니다. 

(단, 비즈 파트너의 명의와 동일한 예금주 계좌만 등록 가능합니다.)

목차로 가기



STEP 01 . 지급신청 버튼

광고 수익 지급 신청하기수익정산

: 광고 적립금 지급 신청 시, 개인 비즈니스 파트너의 지급신청 절차를 확인 해주세요.

적립금 5만원 이상부터, 월 1회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STEP 02 . 지급정보 확인

적립금과 입금계좌를 확인했다면, 지급 신청을 완료합니다.

목차로 가기



STEP 03 . 지급신청 진행상태

광고 수익 지급 신청하기수익정산

지급신청 심사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적립금은 월말까지 지급 신청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목차로 가기



(66,700원)100,000원

김** 카카오은행

STEP 01 . 지급신청 버튼

후원 수익 지급 신청하기수익정산

: 후원 적립금 지급 신청 시, 개인 비즈니스 파트너의 지급신청 절차를 확인 해주세요.

적립금 5만원 이상부터, 월 2회 지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적립금 정산 기간내 후원받은 적립금만 “정산가능한 적립금” 으로  

지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 

STEP 02 . 지급정보 확인

적립금과 입금계좌를 확인한 후, 지급 신청을 완료합니다.

목차로 가기



STEP 03 . 지급신청 진행상태

지급신청 심사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한 적립금은 월말까지 지급 신청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후원 수익 지급 신청하기수익정산

목차로 가기



감사합니다

목차로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