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WILLFON 이 보여주는 채널 목록 

    

채널 번호 채널 이름 주요 프로그램 내용    

5 SBS 인기 방영 드라마, 인기 예능 '정글의 법칙' '마스터키 ' '인기가요'  '런닝맨' 등    

7 KBS2 인기 방영 드라마, 인기 예능 '개그콘서트' '유희열의 스케치북' '안녕하세요' '뮤직뱅크'  '해피투게더 3' 등   

9 KBS1 인기 방영 드라마, 인기 예능 '열린음악회' '가요무대' 등    

11 MBC 인기 방영 드라마, 인기 예능 '복면가왕'  '무한도전' '나 혼자 산다' '라디오스타' 등    

14 EBS 교육의 중심 방송 애니메이션, 교양 · 다큐, 교육 · 자기계발 등    

15 JTBC 인기 방영 드라마, 인기 예능 '아는 형님' '한끼줍쇼' '냉장고를 부탁해' '밤도깨비' 등    

16 MBN 인기 방영 드라마,  인기 예능 '헬로우 방 있어요?' '카트쇼' '신동엽의 고수외전'  인기 교양 '생생 정보마당' 등 

17 tvN 인기 방영 드라마, 인기 예능 '신서유기 외전 - 강식당' '둥지탈출 2' '짠내투어' '뇌섹시대-문제적남자' 등   

18 Channel A 인기 예능 '나는 몸신이다' '풍문으로 들었쇼' '아빠본색' 등    

19 TV 조선 인기 예능 '아이엠셰프'  '우리，더 늦기전에' 등    

22 Mnet 음악 전문 채널,  인기 프로그램 '엠카' '스트레이 키즈' '더 마스터 - 음악의 공존' 'Wanna One GO:ZERO BASE' 등 

23 연합뉴스 24 시간 뉴스 채널, 뉴스 1 번지, 모닝와이, 뉴스투나잇, 스포츠와이드 등    

24 YTN 24 시간 뉴스 채널, 국민신문고, 강소기업이 힘!이다, 스포츠 24, 구석구석 코리아, 글로벌코리안 등   

38 OCN 영화 전문 채널, 인기 영화 '아이언맨' ' 프리즌브레이크리턴즈' '겨울왕국' '앤트맨' 등    

39 CGV 영화 전문 채널, 인기 영화 '오블리비언' '스쿨 오브 락'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셜록 홈즈' 등    

40 Super Action 액션 영화 채널, 인기 영화 '에이리언 2' '킹콩(2005)' '타잔 3D' '반헬싱' 등    

53 SBS Golf 골프의 모든 순간 담은 채널, 다양한 골프 레슨 방송,  인기 프로그램 '골프존 라이브 토너먼트' 임'진한의 터닝포인트 2' 등 

54 JTBC Golf 골프 포탈 채널, 인기 방송 프로그램 'KPGA 코리안투어' 'LGPA' '스타구단 골프리그' 등    

56 SPOTV 스포츠 전문 채널, 인기 프로그램 'SPORTS TIME' 'KBO Re:와인드업' 등    

57 Sky Sports 스포츠 전문 채널, 인기 프로그램  'ATP 월드투어' 'BWF 세계 배드민턴 슈퍼시리즈 프리미어 여자복식' 등   

58 SBS Sports 스포츠 전문 채널, 인기 프로그램 'ISU 쇼트트랙 월드컵' 'EPL 주간 핫 매치' 등    

59 KBSN Sports 스포츠 전문 채널, 인기 프로그램 'KBO 리그' '스페셜 V' '합의판정' 등    

60 MBC Sports+ 스포츠 전문 채널, 인기 프로그램 '당구스페셜' '메어저리그 특집' 등      

61 MBC Sports+ 2 스포츠 전문 채널, 인기 프로그램 'ROAD FC 명승부전'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NFL' 등    

63 BilliardsTV 당구 전문 채널, 인기 프로그램 'The Lesson' '세계 3 쿠션 당구선수권대회' 등     

64 FTV 24 시간 한국 낚시 채널, 인기 프로그램 '베테랑' '일인이역' '청춘어락' 등      

72 XTM 라이프스타일·엔터테인먼트·스포츠 채널, 인기 프로그램 ' 가제트' ' 잡식남들의 히든카드' 등    

73 OnStyle 20 ~ 34 세 여성층에 특화된 채널, 인기 프로그램, '바디 액츄얼리' '뜨거운 사이다' '겟잇뷰티' 등    

80 중화 TV 중국콘텐츠 채널, 인기 프로그램 '화천골' '진시명월' '촉산전기' 등      

82 Olive 25 ~ 44 세 여성에 특화된 라이프 채널, 인기 프로그램 '서울 메이트' '섬총사' '원나잇푸드트립 먹방레이스' 등 

84 동아 TV 패션 및 라이프 스타일 전문 채널, 인기 프로그램 '욜로라이브' '뷰티 스쿨' 등     

97 바둑 TV  바둑 전문 채널,  인기 프로그램 '아주 특별한 레슨'  '위기남여' 등      

131 National 
Geographic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채널, 인기 프로그램 '순간포착! 위험한 동물들' '최후의 대결' '유인원의 모든 것' 등   

144 쿠키건강 TV 생활건강 전문 채널, 인기 프로그램 '헬로, 리나' '한의사' '원바디: 피트니스 스타' 등     

150 Disney Junior 2 ~ 7 세의 유아ㆍ아동을 대상 채널, 인기 프로그램 '퍼피독 친구들' '아발로 왕국의 엘레나' '소피 루비' 등   

152 Tooniverse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 인기 프로그램 '보루토' '안녕! 보노보노' 등      

159 JEI 재능 TV 어린이를 위한 교육, 교양, 문화, 오락 프로그램 담은 채널, 인기 프로그램 '수다학' '경계의 린네' 등   

160 JEI EnglishTV 영어교육 채널, 인기 프로그램 '마음의 소리' 'My Pet and Me' 'Full Sentence English' 등     

180 CTS 기독교 TV 기독교 채널, 인기 프로그램 '김진홍 목사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CTS 헌신예배' 등     

184 CPBC 평화방송 가톨릭평화방송, 인기 프로그램 '천지성공' '구도의 여정' '대옥아전기' 등      

185 BTN 불교 대표 채널, 인기 프로그램 '움의 소리 사자후' '붓다회' '닥터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