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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로 만들어가는 비대면 설 문화」

온가족이 디지털로 새로운 설 명절 보내세요!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설 보내기 ◇ 신축년 새해 나고향씨는 비대면 설을 보내기 위해 ‘우체국 쇼핑’에서 장을 보고,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께 화상 모임방 이용방법을 알려드렸다. 설 날 모임방에 접속하여 차례를 지내고, 조카들
에게 모바일 페이로 세뱃돈을 주었다. 연휴 마지막날, 다양한 VR 콘텐츠를 보며 휴식을 취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설 명절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에 따른 차례상 준비부터 세배‧ 성묘‧ 놀이
까지 온가족이 디지털 공간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한다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설 연휴까지 연장에 따른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른
5인 이상의 모임 금지(‘21.1.31.,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ㅇ 최근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설 연휴 물리적 이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 ‧ 공간 제약이 없는 디지털 공간에서 온가족이 함께
모이고 , 부모님도 디지털로 새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

이에 과기정통부는 비대면으로 △ 장보기, △ 차례· 세배, △ 성묘,

△ VR 놀이, △ 재난 안전 팁 등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소개하고,
정부

·

지자체

·

기업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한 비대면 설 보내기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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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향씨의 비대면으로 슬기로운 설 보내기 프로젝트! >
·

ㅇ

▲

[장보기] 나고향씨는 설맞이 장보기를 위해 우체국 쇼핑(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 에
접속하여 차례상을 주문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 마음이음마켓**, 온라인 전통
시장 등 다양한 온라인‧비대면 배달 서비스들이 많이 있어 선택의 폭이 넓었다.
* https://mail.epost.go.kr /

▲

** http://www.holidaygift.co.kr(농림축산식품부)

[차례·세배] 거주지가 다른 5인 이상 모임이 어려워 설 전날 시골 부모님께
영상통화 앱* 설치와 간단한 이용방법을 알려드렸다. 설 당일 가족 모두 각자의
집에서 그룹 영상통화 앱에서 차례·세배를 드리고, 조카들에게 모바일 페이로
세뱃돈을 주었다. 부모님들도 흡족해하셔서 기분이 좋았다.
* (제공중인 서비스) SKT ‘미더스(MeetUs)’앱, 카카오톡 ‘라이브톡’, ‘페이스톡’, ‘U+tv 가족방송’ 앱 등

▲

[성묘] 설 기간 추모공원 방문 제한에 따른 온라인 성묘를 위해 비대면 추모‧
성묘 서비스* 에 접속하여 추모관을 꾸미고, 온라인 추모·성묘를 지냈다.
* (제공중인 서비스) e하늘 추모‧성묘 서비스(https://sky.15774129.go.kr)

▲

[VR놀이] 처음 비대면 온라인 설을 정신없이 보낸 고향씨는 남은 연휴기간 OTT,
게임 등을 하며 여가 시간을 보냈다. 정부 또는 플랫폼 기업들이 제공하는 가상현실
*
(VR)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어 여가를 알차게 보낼 수 있었다.
* (제공중인 서비스) SKT(wave, JUMP AR), KT(KT Super VR, Seezn), LGU+(U+ VR앱, LGU+모바일 TV앱),
왓챠(왓챠 플레이), 쿠팡(쿠팡 플레이) 등

▲

[재난안전 팁] 연휴기간 중 재난‧안전사고 발생시 응급 상황 대처법을 VR재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공되는 유용한 서비스가 있어 가족 모두에게 공유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유용한 서비스인 것 같다. (제공 중인 서비스) ’VR 생활 안전 백서‘(네이버TV, 유튜브)
ᅦ

□

한편, 과기정통부는 부모님‧고령층이 쉽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디지털 배움터*
(T.1800-0096,

□

www.

디지털배움터.kr)를 운영 중이다.

* 디지털 기기, 스마트 패드 등의 기초 작동법부터 기차표 예매, 온라인 쇼핑, 모바일 뱅킹 등
디지털 생활, 스마트 오피스 등 디지털 중급까지 수준별 디지털 역량 교육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최근 일상생활의 디지털 전환이

”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국민들에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라고 강조하며,
ㅇ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 디지털 격차가 사회‧ 경제적 격차로

”

심화되지 않도록 모두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
과기정통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기반과 김미정 주무관(☎044-202-62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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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주요 서비스 제공 현황

※ 서비스 이용 전 숙지 사항
♣ 명절 전 자녀들이 부모님께 미리 앱 설치 및 이용방법 등 알려드리기

□ 비대면 차례‧세배
◇ 원거리 가족이 모두 각자의 집에서 화상회의 플랫폼*이나 그룹 영상통화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 제공 가능한 비대면 온라인 차례‧세배 지내기
* (이용 사례)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퇴계 이황 선생의 450주기 제사를 온라인 방식으로 거행(’21.1.20.)

▶ [제공 중인 국내 서비스]
❶ SKT ‘미더스(MeetUs)’앱 (통신사 관계 없이 누구나 사용가능(회원가입 및 로그인 불필요))
☞ 스마트폰을 통해 그룹 영상통화(100명까지 가능, 화면분할 4명까지 가능),

PC, 태블릿과 연결하여 그룹 영상통화(화면분할 36명까지 가능, 파일 공유 가능/로그인 필요)
☞ (이용방법) ’MeetUs-미더스‘ 앱 설치 → 인증 코드가 전송되면 ’인증하기’ 누르기 →
미더스 이용약관 동의 → 본인 ‘이름’ 등록하기 → 개설자(자녀) ‘회의 개설’ 버튼을 눌러 부
모님 등 가족 초대하기 → ‘회의 시작’ 버튼 누르면 영상통화 가능
☞ (서비스 안내) https://www.meetus.co.kr/faq1.html / (고객센터) 080-011-6000, 1599-0011

(

)

(

➋ 카카오톡 라이브톡 에 동영상 올리기 카카오톡 이용자 최대

30명 시청 가능)

☞ (이용방법) 카카오톡 채팅방(3인이상) 오른쪽 하단 ‘+’ 버튼 누르기 → 라이브톡 → 시작 전
카메라의 위치 와 방향 설정 후 시작 버튼 누르면 라이브톡 가능
⦁‚페이스톡 1:1 영상통화
☞ (이용방법) 카카오톡 채팅방에에서 수신자 지정 → 왼쪽 하단 ‘+’ 버튼 누르기 → 무료통화
버튼 누른후 ‘페이스톡’ 버튼 누르면 영상통화 가능
☞ (서비스 안내) https://cs.kakao.com/helps?category=93&service=8

➌ ‘U+tv 가족방송’ 앱(스마트폰 전송(통신사 관계없음) ⇔ IPTV 생방송 수신(LGU+ 가입자)
- 성묘나 벌초, 차례 등의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실시간으로 U+tv에서 시청 가능
☞ (이용방법) 'U+tv 가족방송' 앱 설치 →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전송하는 이용자는 수신자 가정 내
U+tv의 가족 채널 970번 왼쪽 하단의 TV번호를 확인해 스마트폰 앱에서 번호를 입력하거나
TV에서 휴대폰 번호 입력 → 생방송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폰으로 찍는 영상이 U+tv에 생중계
☞ (서비스 안내) http://www.uplus.co.kr/css/selg/selg / (고객센터) 1544-0010

·

ㅇ

※ 세뱃돈도「디지털 페이」로!

•간편결재 서비스 종류
-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
페이 등 국내 20개 이상 서비스 제공중
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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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성묘
◇ 추모공원 방문이나 친지들이 모이지 않아도 성묘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지자체별 다양한 비대면 추모 · 성묘 서비스* 활용
* [제공 중인 서비스] ‘e하늘 추모‧성묘 서비스(https://sky.15774129.go.kr)’
☞ (이용방법) 추모관 꾸미기(추모관‧영정사진 등록, 차례상 꾸미기, 추모하기) → 안치사진 등록 →
온라인 추모‧성묘하기 등

□ VR 놀이
◇ 과기정통부 등 정부 지원, 민간의 (가상현실(VR)) VOD(공연, 게임, OTT 등) 즐기기
 (공연) 과기정통부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된 VR 콘텐츠 제공
• [제공(예정) 서비스] VR/XR CONCERT (VENTA VR社,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 지원 제작),
VOD 서비스(‘VENTA X’ 앱에서 전국민 누구나 시청 가능(기간: 2.10일∼2.14일), ‘LG U+ VR’ 앱 가입자 시청 가능)

‚ (게임) 연휴기간 집에서 TV화면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 중계
• [제공 서비스] ‘마인크래프트’ 등 인기 게임을 ‘도티’ 등 스타 크리에이터들의 중계로 체험 가능(KT, 올레TV)

ƒ (OTT) 초고화질 영화, 공연, 다큐멘터리 등 360ㅇ VR, XR 콘텐츠 제공
*

**

• [제공(예정) 서비스] 플랫폼사별 VR 콘텐츠 제공 및 설 연휴기간 중 설 특집관 편성·제공

예정

* SKT(wave, JUMP AR), KT(KT Super VR, Seezn), LGU+(U+ VR앱, LGU+모바일 TV앱),
왓챠(왓챠 플레이), 쿠팡(쿠팡 플레이) 등
** Space Explorers: The ISS Experience(우주 비행사들의 국제 우주정거장 생활), 정글의법칙 VR 버전,
Alegria: A Spark of Light(태양의서커스 VR신작), LIVE ON UNPLUGGED(보아편), 필리핀 세부 수중
VR 등 20여편의 VR 콘텐츠 제공 예정(기간: 2.10일∼2.15일, ‘LGU+ (VR’ 앱 가입자) 시청 가능)

④ (전시) VR 과학관, VR 박물관 등 별도의 VR 기기 없이 스마트폰‧PC 등을 통해 제공
• [제공 서비스]
- (국립과천과학관 VR 상설 전시관) https://www.sciencecenter.go.kr/cyber/museum_2017/
- (보신각 VR 제야의 종 VR관) https://www.seoul.go.kr/story/bell
- (KT뮤지엄, 360° VR 영상으로 보는 통신 역사) https://www.ktmuseum.co.kr/

□ VR 재난 안전 팁
◇ 연휴 기간 중 재난·안전사고 발생시, VR 재난 시뮬레이션을 통한 응급상황 대처법 안내

* [제공 서비스] ‘VR 생활 안전 백서’(네이버TV, 유튜브)
구분

네이버TV

https://youtu.be/7YC7sEkWsn0

- (심폐소생술)
- (주방화재 대처법)
- (완강기 사용법)

유튜브

https://tv.naver.com/vrlivingsafety/home

https://youtu.be/080waWc3fKk
https://youtu.be/qfUDQk0hRCA
https://youtu.be/Kqb7Uz6pt-0

- (기도폐쇄 응급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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