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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방송 이용 가이드



카카오TV�Live를�소개합니다

누구나�쉽게�만들�수�있는�Live�방송�
Live�방송이�필요할�땐,�카카오TV�Live를�시작해�보세요

KakaoTV�
Live

발견/소통 생산/수익TV�App�
Web

팟플레이어�
인코더

카카오TV의�Live�방송은..�

���3,000명�이상의�대규모�인원도�수용할�수�있습니다.���

���누구나�카카오계정만�있으면�쉽게�방송을�시작할�수�있습니다.



카카오계정으로 시작하기



카카오TV | 로그인하기

STEP 01. 카카오TV 로그인 
tv.kakao.com 접속 후, 
카카오TV 서비스 화면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

튼을 눌러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STEP 02. 카카오계정 입력 
카카오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만약 카카오계정이 없는 

경우 ‘회원가입' 버튼을 선택하고 카카오계정

을 생성해주세요.

STEP 03. 로그인 완료 
로그인 버튼 영역에 프로필 사진이 보이면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완료된 것 입니다.

: 카카오TV는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tv.kakao.com
https://tv.kakao.com


카카오TV | 약관 동의하기

STEP 01. 내 프로필 확인 
내 프로필을 선택하고 약관동의 팝업에서 확인

을 선택하고 약관동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STEP 02. 약관동의 
서비스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 항목

을 확인하고, 약관동의 버튼을 누릅니다.  

STEP 03. 프로필 설정 
프로필 설정까지 마치면 이제 카카오TV를 이

용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TV에서 채널 생성, 동영상 업로드, 라이브 방송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약관 동의와 프로필 설정이 필요합니다.



라이브 방송 만들기



라이브 방송 | 팟플레이어에서 라이브 방송하기

: 팟플레이어를 통해서 방송 장치와 방송 정보 등을 간편하게 설정한 후, 카카오TV로 라이브 방송을 송출할 수 있습니다.

STEP 01. 방송하기 
방송하기 버튼을 누르면 Live 방송을 위해 필요한 

‘방송장치’, ‘방송정보’, ‘방송효과’를 설정할 수 있는 

방송하기 모듈이 열립니다.

[참고] 팟플레이어 다운로드 

https://tv.kakao.com/guide/potplayer

https://tv.kakao.com/guide/potplayer
https://tv.kakao.com/guide/potplayer


라이브 방송 | 팟플레이어에서 라이브 방송하기

STEP 02. 방송장치 설정 
방송하기 모듈에서 어떤 방송장치로 송출할지 

선택합니다. 만약 웹캠을 통해 방송하고 싶다

면 ‘웹캠’을 선택하여 PC에 연결되어 있는 웹캠

을 연동하면 됩니다. 

STEP 03. 방송정보 입력 
내가 생성한 채널 중 라이브 방송을 할 채널을

선택하고 방송에 대한 제목, 태그, 설명 등 

기본 방송정보 설정 및 방송 수익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STEP 04. 방송시작 선택 
기본 라이브 방송을 위한 설정이 완료되었다

면 방송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라이브 방송 

Ready 상태가 됩니다.



라이브 방송 | 인코더로 라이브 방송하기

: 인코딩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뒤 인코더를 통해 카카오TV로 라이브 방송을 송출할 수 있습니다.

STEP 01. 방송하기 
카카오TV PC 서비스 화면 우측 상단의 방송하기를 

선택한 뒤 ‘인코더 방송하기’를 선택합니다.

[참고] 인코딩 소프트웨어(Xsplit,OBS 등) 

다운로드 안내 페이지

https://cs.kakao.com/helps?articleId=1073189810&category=241&device=1062&locale=ko&service=53
https://cs.kakao.com/helps?articleId=1073189810&category=241&device=1062&locale=ko&service=53


라이브 방송 | 인코더로 라이브 방송하기

STEP 02. 인코더 설정 
다운로드 받은 인코더 설정 영역에 인코더로 방

송하기 페이지 우측에 있는 ‘서버URL'과 ‘스트림

키’ 정보를 저장합니다. 

STEP 03. 방송정보 입력 
방송에 대한 제목, 설명, 카테고리, 태그 등 

기본 방송정보 설정 및 방송 수익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STEP 04. 기타 설정 
기타 설정을 입력한 후, 인코더에서 방송 송출

을 시작하면 카카오TV에서도 방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