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TV

포인트로 VOD 볼 수 있다고?

TV포인트,
소개부터 이용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TV포인트란?
TV포인트는 딜라이브에서 콘텐츠를 구매할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입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등 고객님께서 갖고 계신 다양한 포인트를 TV포인트로 전환해, 지금 바로 사용해보세요!
※ 내가 보유한 TV포인트는 [딜라이브 홈 ▶ 포인트로 TV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 TV포인트로 전환 가능한 포인트는?
신한(마이신한포인트), BC포인트(탑포인트), KB포인트리, 우리(모아포인트), GS칼텍스(GS포인트), L포인트 등 총 2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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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포인트 사용의 첫 걸음, 가입하기!
‘TV포인트’를 사용하려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한 번 가입하면, 해당 셋탑에 연동되어 이후에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Step1. 홈화면의 ‘포인트로 VOD보기’를 선택해주세요.
① 리모콘 메뉴 버튼을 눌러 딜라이브 홈 화면으로 이동해주세요.
② 메뉴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포인트로 VOD보기’를 선택해주세요.

Step2. TV포인트 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홈 화면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① ‘TV와 모바일 동시에 등록하기’ / ② ‘TV에서만 등록하기’ 중 골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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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1.TV와 모바일 동시 등록 방법
① ‘TV와 모바일 동시에 등록하기’를 선택해주세요.

② 휴대폰 번호를 입력 후 등록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③ 모바일로 받은 TV포인트 URL을 통해 TV포인트 앱
또는 웹페이지로 이동 후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세요.

④ 모바일 회원 가입 완료 후 TV로 돌아와 알림 팝업에 확인을 선택해주세요.

⑤ TV포인트 비밀번호 숫자 4자리 설정하면 가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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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2.TV에서만 등록 방법
① ‘TV에서만 등록하기’를 선택해주세요.

② 고객님의 회원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한 후, 가입을 완료해주세요.

※ 회원 정보를 입력할 때 주의해주세요!
1) 통신사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번호 요청]을 선택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문자메시지로 받은 인증번호를 딜라이브 화면에 꼭 입력해주세요.
2) 원하는 비밀번호 4자리 숫자를 꼭 2번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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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TV 포인트 찾는 방법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나의 TV 포인트, 이렇게 찾아보세요!

① 회원 가입을 마치면, TV포인트 페이지 홈화면으로 다시 이동한 후,
‘포인트전환’을 선택해주세요.

② 내가 가진 포인트 중 TV포인트로 전환하고 싶은 포인트를 선택해주세요.

③ TV포인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전환을 원하시는 포인트를
‘전환할 금액 입력’에 넣어주세요.
※ ‘전환 후 TV포인트 잔액’은 기존 남은 TV포인트+현재 전환을 원하는 포인트의 합산금액입니다.
※ 한 번 TV포인트로 전환된 금액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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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소비의 시작! TV포인트 사용 방법
TV포인트로 원하는 콘텐츠를 마음껏 즐겨 보세요!

① 보고 싶은 콘텐츠의 결제 화면에서 ‘TV포인트’를 선택해주세요.

② ‘결제하기’ 버튼을 선택하시고, 지정한 TV 구매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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