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윌루폰 케이의 조작 

          전원을 켜면 이런 홈 화면이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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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오른쪽에 Setting 을 선택하세요. 

*다음에 "무선과 네트워크"의 

Ethernet(LAN 케이블 사용) 또는 

와이파이를 선택하세요. 

와이파이 연결을 원하시는 경우 

와이파이를 선택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Wi-Fi 라우터의 설정은 각 

라우터의 취급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홈 화면 밑에 "북마크 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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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Willfon 의 TV 박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 쪽은 채널 상세 패널입니다. 패널 조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티비 시청시  전체화면으로 시청을 원하실 경우 어디든지 OK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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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HD 비션 

     화질을 즐기세요!요! 

②  채널 바꾸기    ≫    화면 아래 패널의 "②"를 누르면 "채널 패널"이 나옵니다. 이 

패널에서 채널을 바꿀 수 있습니다. 

③ 채널 상세    ≫    채널 번호, 채널 이름, 프로그램의 상세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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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①  화질 선택    ≫    "LIVE"의 경우 모바일(360P)부터 SD(540P), HD(720P) 풀 

HD(1080P)까지 화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어플을 기동할 때 고객님의 인터넷 속도에 따라 화질이 자동적으로 조정됩니다.)  

'VOD'의 경우 모바일(360P)부터 SD(540P), HD(720P)까지 화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LIVE VOD 



④ 편성표    ≫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편성표가 나옵니다. 

A    ≫    채널 목록 

B    ≫    날짜(이날부터 지난 2 주간까지 방송의 날짜가 표시됩니다.) 

C    ≫    선택하는 프로그램의 시간대로 표시됩니다. 

Q: 다시보기 녹화(VOD)를 

볼 때"LIVE"로 돌아가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할까요? 

궁금할 것 또는 문제가 있으면 연락하세요. 

문의처: 06-1182-6595 (한국어),  02-018-7849      Line ID : willfon-t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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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VOD 를 볼 때 화면 아래 패널의 

맨 오른쪽 부분에 "LIVE" 버튼을 

누르면 "LIVE"로 이동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