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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hheerrwwoooodd의 유니버설 리모콘 RNC-500을 구입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본 리모콘은 한 대의 리모콘으로 홈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모두 제어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용설명서

에 여러 기능에 대한 소개 및 자세한 이용방법이 설명되어 있으니 이

용시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리모콘을 사용하시기 전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리모콘 뒷편의 덮개를 열고 AAAAAA 크기의 배터리를 넣습

니다. 이 때 리모콘에 표시되어 있는 ((++)),,  ((--))가 배터리의 극성과

잘 맞춰졌는지 확인합니다. 극성이 맞지 않을 경우 기기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설치가 끝난 후 덮개를 덮으면, 리모콘은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고 LLCCDD 에 기본적으로 설정된 사항들이 표시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리모콘과 함께 공급되는 배터리의 수명은 약 66개월입

니다. 배터리가 거의 소모되면 리모콘의 작동거리가 짧아지거나 코드

가 제대로 혹은 전혀 보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LLCCDD나 버튼 뒷면의

램프 밝기도 흐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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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중 한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배터리를 즉시 교체해 주십시오.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새 알카라인 배터리를 이용

해야 합니다.

본 리모콘은 배터리가 모두 소모되어도 저장된 내용 및 기능을 보존

합니다. “메모리 보존”(3311쪽)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소모된 배터리는

가능한 빨리 새것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RRNNCC--550000은 오디오 리시버, 케이블, 인공위성 셋탑박스, TT VV,
DDVVDD((LLDD)), VVCCRR11, VVCCRR22, CCDD, 테이프와 외부기기를 포함한 10여

개 기기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기의 각 버튼

과 관련 기능들은 사용자 필요에 맞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체 리모콘

을 사용하는 거의 모든 기기들은 RNC-500으로 조절될 수 있습니다.

LLCCDD 주변 1100개의 기기 선택버튼에는 각 기기에 해당하는 기능이
22페이지씩 나열되어 있습니다. LLCCDD 상의 어떤 버튼이라도, 해당 오

디오/비디오 컴포넌트에 맞도록 55개의 알파벳 문자와 숫자를 이용하

여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LLCCDD 버튼 편집”(2244쪽) 을 참조하십시오.

RNC-500에는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주요 오디오와 비디오 기기들에

적용될 수 있는 셋업 코드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가지고 계신 브

랜드에 해당하는 코드를 누름으로써 그 기기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 브랜드의 기기에 이용되는 코드는 본 사용 설명서의 뒤쪽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RRNNCC--550000 프로그램하

기”(88쪽)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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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NNCC--550000은 기기의 자체 리모콘으로부터 코드를 받아들여 기억해서,

그 기기의 자체 리모콘처럼 사용될 수 있습니다. 리모콘에는 총 26개의
LLCCDD 화면이 저장되어 있고, 메인 메뉴 화면 주변의 10개 기기 버튼뿐

아니라 모든 기능 버튼에도 이러한 학습 기능이 있습니다. 게다가, 31개

의 고무 버튼들과 조이스틱은 10개의 기기 선택버튼에 따라 각기 다르

게 학습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530개의 새로운 기능을 리모콘

에 저장하여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다른 리

모콘 학습하기”((1122쪽쪽))를 참조하십시오.

버튼 한 번만 눌러서 여러 작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기기 자체의 리모콘 또는 셋업 코드들 중 어떤 기능이라도, 평소 반복

되는 일련의 동작들이 버튼 한번만 누름으로써 자동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매크로 버튼에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TV와 케이블

셋탑 박스를 켜고, TV를 케이블 셋탑 박스 설정에 맞는 채널로 맞추고,

케이블 셋탑 박스 채널을 좋아하는 아침 뉴스로 돌리는”것만큼이나

간단합니다. 또는“TTVV,,  DDVVDD 플레이어와 리시버 전원을 켜고, 원하는

입력과 출력을 맞추고, 조명을 어둡게 하고 영화를 보기 위해 재생을

시작하는”식으로 환경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게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 버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MM11,,  MM22,,  MM33,,  전전원원((PPOOWWEERR))과과 OOSSDD시시스스템템 꺼꺼짐짐((SSyysstteemm  OOFFFF))버버튼튼

5개 각각의 버튼마다 사용자가 프로그램한 20개까지의 코드를 연

속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버튼들은 주로 AA//VV 기기들을 다룰

때 쓰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매크로로도 프로그램될

수 있습니다.

1100개개의의 기기기기 선선택택버버튼튼

LLCCDD 화면의 양 옆에 있는 10개의 기기 선택버튼에 매크로 기능을

저장했을 경우, 각각을 22초초 이상 누르고 있을 때 사용자가 저장한

20개까지의 기능을 연속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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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버튼은 주로 오디오 기기들을 다룰 때 쓰입니다. 그러나 사용

자가 원하는 어떤 매크로로도 프로그램될 수 있습니다.

자주 보는 채널을 이 버튼에 저장하여 50개까지 즐겨찾기 채널 버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각각의 버튼은 10개까지의 코드를 동시에 내보낼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채널 프로그램하기”(1155쪽쪽)를 참조하십시오.

RRNNCC--550000은 리모콘 전체가 다른 기기를 작동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동안,  그 기기와는 다른 오디오/VVCCRR//DDVVDD//LLDD//CCDD 혹은 다른 모

드에서의 채널 조절, 음량 조절 및 주행 관련 기능이 동작되도록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PPuunncchh  TThhrroouugghh 기능 프로그램하기”(1199쪽)를 참

조하십시오.

26개의 LLCCDD 화면에 원하는 문자를 편집해 넣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LLCCDD 버튼 편집”(2244쪽쪽)를 참조하세요.

RRNNCC--550000은 모든 셋업 코드와 LLCCDD 상의 문자 및 기능 등을 다른

RRNNCC--550000으로 송수신하여 똑같이 동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RRNNCC--550000 복제”(2288쪽)를 참조하세요.

램프가 켜져 있는 시간과 LLCCDD 콘트라스트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사용설명서의 27~29쪽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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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기기/LCD 스크린 명칭 표시부
OSD 시스템 꺼짐(System OFF) 버튼
LCD 스크린 페이지 번호 등 각종 정보 표시부
각 기기 및 해당기능 표시부
램프 버튼(LIGHT 버튼)
매크로 버튼(MACRO 버튼)
MAN 기기 메뉴표시 버튼(MAIN 버튼)
LCD 스크린 페이지 바꿈 버튼(PAGE 버튼)
전원 버튼(POWER 버튼)
음소거 버튼(MUTE 버튼)
음량 조절 버튼(VOLUME 버튼)
채널 조정 버튼(CHANNEL 버튼)
채널 선택 버튼
주행관련 기능 버튼(PLAY, STOP, SKIP+, SKIP-, RECORD,
PAUSE, VCR/CD/DVD등에 사용되는 REWIND, FF 버튼)
JOYSTICK 버튼(UP, DOWN, LEFT, RIGHT, ENTER) 
커서 이동 및 선택사항 입력시 사용됩니다.
실행/입력 버튼(ENTER 버튼)
표시 버튼(DISPLAY 버튼)



모든 프로그램은 시스템 셋업 모드에서 이루어집니다. MMAAIINN 버튼과
EENNTTEERR 버튼을 약 3초동안 동시에 눌러 시스템 셋업 모드로 들어갑

니다.

LCD에 쓰여진 설명을 보고 10개의 기기선택버튼 중 원하는 모드의

버튼을 누릅니다. 시스템 셋업 모드는 MMAAIINN 버튼을 눌러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셋업 코드를 이용하거나 기기의 자체 리모콘에서 코드를 전송, 기억시

켜 원하시는 기기에 적합하게 RRNNCC--550000을 프로그램할 수 있습니다.

셋업 코드 테이블을 이용하여 원하는 기기에 적합하게 RRNNCC--550000을

프로그램할 수 있습니다.

1. 프로그램하기를 원하는 기기의 전원을 켭니다.

만약 사용하시는 기기에 전원 켜짐((PPoowweerr  OOnn)) 버튼과 꺼짐

((PPoowweerr  OOffff)) 버튼이 따로 있으면, 기기를 수동으로 켜지

마십시오.

8



2. MMAAIINN 버튼과 EENNTTEERR 버튼을 3초간 동시에 눌러서 시스템

셋업 모드로 갑니다.

3. LLCCDD 스크린 옆에 있는 PP--PPRROO 버튼을 누릅니다.

4. 프로그램하려는 기기를 선택합니다.

예) TTVV를 프로그램하려면 TTVV 기기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5. 적용될 셋업 코드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예) TTVV 코드 테이블을 적용시키려면, TTVV 기기 선택 버튼을 누

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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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모콘을 기기로 향하고 3377~~5566쪽에 나와 있는 코드 테이블을

참조하여 기기에 맞는 코드를 입력합니다. (코드는 20초 이내로

입력해 주세요.) 가지고 계신 브랜드에 해당하는 코드가 1개

이상이라면, 맞는 코드를 찾을 때까지 한번에 한 코드씩 눌러

봅니다. (맞는 코드가 선택되었을 경우, 기기는 코드를 보낸

직후에 꺼지게 됩니다.)

7. 전원 버튼을 눌러서 맞는 코드가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신 후에,
LLCCDD의 SSAAVVEE 버튼을 눌러서 코드를 저장합니다.

8. MMAAIINN 버튼을 눌러 셋업 코드 프로그램 모드를 빠져나온 후,

다시 MMAAIINN 버튼을 눌러 셋업 모드를 빠져나옵니다.

9. 다른 기능 버튼을 눌러보아 맞는 코드를 입력했는지 확인합니다.

이 때 기능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과정 - 1.단계부터 다

시 반복합니다. 다른 기기들에 대해서도 위의 과정들을 반복하

여 프로그램합니다.

다음 단계를 통해,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다른 브랜드들에 대해 전원

꺼짐 명령을 연속으로 내보내서 리모콘을 프로그램할 수도 있습니다.

1. 작동하려는 기기의 전원을 수동으로 켭니다.

만약 사용하시는 기기에 전원 켜짐((PPoowweerr  OOnn)) 버튼과 꺼짐

((PPoowweerr  OOffff)) 버튼이 따로 있으면, 기기를 수동으로 켜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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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MAAIINN 버튼과 EENNTTEERR 버튼을 3초간 동시에 눌러서 셋업 모

드로 들어갑니다.

3. LLCCDD 스크린 옆에 있는 PP--PPRROO 버튼을 누릅니다.

4. 프로그램하려는 기기를 선택합니다.

예) TTVV를 프로그램하려면, TTVV 기기 선택버튼을 누릅니다.

5. 탐색할 코드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예) TTVV 코드 테이블을 탐색하려면, TTVV 기기 선택버튼을 누릅니다.

6. 리모콘을 기기 쪽으로 향하고 LCD의 UUPP 또는 DDOOWWNN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전원 코드들을 연속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보내지는 코드 번호가 LLCCDD에 나타납니다.)

기기에 맞는 코드가 보내지면, 코드가 전송되고 난 후 기기

전원이 꺼지게 됩니다.

7.  기기가 꺼지자마자 누르고 있던 UUPP 또는 DDOOWWNN 버튼에서

손을 뗍니다.



8.  전원 버튼을 눌러 맞는 코드가 입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코드

가 맞을 경우 LLCCDD 상의 SSAAVVEE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9. MMAAIINN 버튼을 눌러 셋업 코드 프로그램 모드를 빠져나오고, 다시

같은 버튼을 눌러 셋업 모드를 빠져나옵니다.

10. 다른 기능 버튼을 눌러보아 기기에 맞는 코드가 입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기능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과정 - 1.

부터 다시 반복합니다.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다른 기기들도

프로그램합니다.

기기의 자체 리모콘에서 메인 스크린 메뉴상의 기기 선택 버튼이나,

각 기기마다 LCD 화면 두 페이지씩 20여개의 버튼과 31개 실물 버튼,

그리고 리모콘 중앙에 위치한 조이스틱으로 코드를 전송받아 RRNNCC--550000

으로 그 기기를 작동시킬 수 있게 프로그램할 수 있습니다. RRNNCC--550000

은 제일 위쪽에 있는 적외선 감지기를 통해 기기의 자체 리모콘으로부

터 신호를 전송받아 이러한 코드들을 학습합니다.

학습기능이 없는 PPAAGGEE 버튼, MMAAIINN 버튼, FFAAVV 버튼과 MM11~~MM33

버튼을 제외하고, 530개까지의 코드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 평평한 면에 두 리모콘을 놓습니다.

· 기기의 자체 리모콘이 RRNNCC--550000의 적외선 감지기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기기의 자체 리모콘 배터리가 너무 약하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다시 시도해 봅니다.

때로 두 번째나 세 번째 시도에 제대로 학습하는 수가 있습니다.

· 한 번이나 두 번 시도하여 코드를 학습할 수 있는 최적의 거리를

찾을 때까지 리모콘 간의 거리를 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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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MAAIINN 버튼과 EENNTTEERR 버튼을 3초간 동시에 눌러 셋업 모드

로 들어갑니다.

2. LLEEAARRNN 버튼을 누릅니다.

3. 프로그램하려는 기기를 선택합니다.

4. 프로그램하려는 RRNNCC--550000의 버튼을 누르고, 그림과 같이 평

평한 면 위에 기기의 자체 리모콘을 RRNNCC--550000과 약 5cm거리

로 마주보도록 놓습니다.

5. RRNNCC--550000에 프로그램하기를 원하는 기기의 자체 리모콘 버튼을

누릅니다. 신호를 받으면, LLCCDD 화면에 RRNNCC--550000은 코드 학습이

제대로 되었다는“GGOOOODD”이라는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FFAAIILL”을 깜박이면, 제대로 학습이 될 때까지 과정 4.에서부터

다시 반복합니다.(20초 안으로 코드를 입력해 주세요.)

6. 프로그래밍을 끝내고 학습 모드를 빠져나가시려면 MMAAIINN 버튼을

누릅니다. 같은 버튼을 한번 더 눌러 셋업 모드도 빠져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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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MAAIINN 버튼과 EENNTTEERR 버튼을 3초간 동시에 눌러 프로그램

세팅 모드로 갑니다.

2. LLEEAARRNN 버튼을 누릅니다.

3. PPAAGGEE 버튼을 누릅니다.

4. RRNNCC--550000에 프로그램하려는 10개의 기기 선택버튼 중 하나를

누르고, 평평한 면에 기기의 자체 리모콘과 약 5cm 간격을 두고

서로 마주보도록 놓습니다.

5. RRNNCC--550000에 프로그램하기를 원하는 기기의 자체 리모콘 버튼을

누릅니다. RRNNCC--550000이 신호를 받으면, 코드를 제대로 학습했다

는 뜻으로 LCD 스크린에“GGOOOODD”이라는 메시지가 깜박입니다.

만약“FFAAIILL”이 깜박이면, 제대로 학습할 때까지 과정 4.부터 반

복하십시오. (20초 안으로 코드를 입력해 주세요.)

6. 프로그램을 끝내고 학습 모드를 빠져 나오려면, MMAAIINN 버튼을 누

릅니다. 같은 버튼을 한번 더 눌러 셋업 모드도 빠져 나옵니다.

즐겨찾기 채널과 매크로 기능, PPuunncchh  TThhrroouugghh 기능 등을 이용하

여 버튼 하나만으로 여러 단계의 기능을 기기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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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이용하는 채널을 편리하게 찾고싶을 경우, 이를 즐겨찾기 채널

버튼으로 50개까지 제작, 프로그램 할 수 있습니다. 각 즐겨찾기

채널 버튼은 10개까지 기능 저장이 가능합니다.

1. MMAAIINN 버튼과 EENNTTEERR 버튼을 3초 동안 동시에 눌러 프로그

램 세팅 모드로 들어갑니다.

2. LCD의 FFAAVV 버튼을 누릅니다.

3. 채널 번호가 선택될 기기 버튼을 누릅니다.

4. LLCCDD 화면 아래의 FFAAVV 혹은 PPAAGGEE 버튼을 눌러 위의 그림과

같은 5개 LCD 중 하나로 갑니다. 즐겨찾기 채널로 설정할 버

튼을 누르고 난 후, 즐겨찾기 채널 버튼에 저장할 채널 번호, 전

원, 표시(DDiissppllaayy)와 EENNTTEERR 버튼 코드를 입력합니다. 이

경우 10개까지 코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채널 버튼을 눌렀을 경우, 조이스틱의 왼쪽이나 오른쪽

버튼을이용하여커서를옮기고올바른채널번호를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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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그램한 채널을 저장하기 위해 과정 4.에서 선택한 즐겨찾기

채널로 설정할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6. 프로그램을 끝내고 즐겨찾기 채널 모드를 빠져나오려면,
MMAAIINN 버튼을 누르고 난 후 같은 버튼을 한번 더 눌러 셋업 모

드를 빠져나옵니다.

RNC-500으로 프로그램할 수 있는 매크로 기능 버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MM11,,  MM22,,  MM33  와와 전전원원((PPOOWWEERR)),,  OOSSDD시시스스템템 꺼꺼짐짐((SSyysstteemm  OOffff))  버버튼튼::

한번에 20개까지의 코드가 보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메메인인 메메뉴뉴의의 1100가가지지 기기기기 버버튼튼::

각 버튼마다 2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한번에 20개까지의 코드를 보낼

수 있습니다.

1. MMAAIINN 버튼과 EENNTTEERR 버튼을 3초간 동시에 눌러 셋업 모드

로 들어갑니다.

2. MMAACCRROO 버튼을 누릅니다.

3. MM11~~MM33,,  전원((PPOOWWEERR)),,  OOSSDD  시스템 꺼짐((SSyysstteemm  OOFFFF))

등 5가지 매크로 버튼 중 하나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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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정 3.에서 선택한 버튼에 저장할 기능 버튼을 누릅니다.(20

개까지 기능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능이 선택될 때

마다 LCD 화면 하단의 STEP 수는 한 단계씩 증가합니다.

예) 오디오의 CD를 연주(PLAY) 시킨 후, TV 전원을 넣고 TV

음량을 낮추려면 : 

AUDIO ➞ CD ➞ PLAY ➞ MAIN ➞ TV ➞ PAGE ➞

P-ON ➞ VOL(-) ➞ MAIN        

5. 채널 증가((CCHH++)) 버튼을 눌러 매크로 버튼에 프로그램한 기

능을 저장합니다.

6. 다른 매크로 버튼에 프로그램하려면 과정 3. 부터 다시 반복합

니다.

7. 프로그램을 끝내고 본 모드를 빠져 나오려면, MMAAIINN 버튼을 누

르고, 다시 같은 버튼을 눌러 셋업 모드도 빠져나옵니다.

8. 매크로 기능이 저장된 버튼을 누르면, LCD 화면에 코드가 보

내어지는 표시(     )가 저장된 코드 수와 시간만큼 깜박입니다.

1. MMAAIINN 버튼과 EENNTTEERR 버튼을 3초간 동시에 눌러 셋업 모드

로 들어갑니다.

2. MMAACCRROO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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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개의 기기 선택버튼 중 매크로 기능을 프로그램할 버튼을

누릅니다.       예) AUDIO

4. 기기 선택버튼을 눌러 기기를 선택한 후, 과정 3.에서 선택한 기

기 매크로 버튼에 저장할 기능 버튼들을 누릅니다. 기기 매크로

버튼에는 20개까지 기능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능

이 선택될 때마다 LCD 화면 하단의 STEP 수는 한 단계씩 증

가합니다.

예) 오디오의 CD를 연주(PLAY) 시킨 후, TV 전원을 켜고 음량을

2단계 낮추려면 :

AUDIO ➞ CD ➞ PLAY ➞ MAIN ➞ TV ➞ PAGE ➞

P-ON ➞ VOL(-) ➞ VOL(-) ➞ MAIN 

5. 채널 증가(CH +) 버튼을 눌러 과정 3.의 매크로 버튼에 선택

한 기능들을 저장합니다.

6. 다른 기기 선택버튼에 프로그램 하려면, 과정 3.부터 다시 반복

합니다. 프로그램을 끝낸 후 본 모드를 빠져나오실 때는 MAIN

버튼을 누른 후 같은 버튼을 한번 더 눌러 셋업 모드를 빠져나

옵니다.

7. 매크로 기능이 저장된 버튼을 2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LCD

화면에 코드가 보내어지는 표시(    )가 저장된 기능 수와 각

기능간의 지연시간만큼 깜박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 도중 일시정지(    ) 버튼을 누르면 코드 사이에

0.2초의 지연시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일시정지(    ) 버튼을

두 번 누르면, 리모콘에서 나가던 기능들 사이에 버튼을 누르는

순간 0.4초의 일시적인 정지가 있게 됩니다. 기능이 연속적으로

나가지 않고 중간에 잠시 간격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경우 사용하

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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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량 PPuunncchh  TThhrroouugghh 기능을 이용해서 다른 모드에 있을 때 그

모드에서 빠져나가지 않고도 오디오 리시버의 음량을 조절할 수 있습

니다. (예를 들어 리모콘이 위성방송 모드(SSAATT)에 있을 때 그 모드

에서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오디오 리시버의 음량 증가/감소/음소거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성방송이나 케이블, 오디오 모드

같은 다른 모드에서 8가지 기능 (VVCCRR 혹은 DDVVDD 전송버튼, 재생

(PPllaayy), 정지(SSttoopp), 전방고속감기(FFaasstt  FFoorrwwaarrdd), 되감기

(RReewwiinndd), 뒤로 건너뛰기(SSkkiipp--), 앞으로 건너뛰기(SSkkiipp++),

일시 정지(PPaauussee), 녹음(RReeccoorrdd)등)및 채널 PPuunncchh  TThhrroouugghh

(채널 증가/감소) 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3초 동안 MMAAIINN 버튼과 EENNTTEERR 버튼을 동시에 눌러 셋업

모드로 들어갑니다.

2. PPUUNNCCHH 버튼을 누릅니다.

3. 음량 PPuunncchh  TThhrroouugghh 를 이용하려면 VVOOLL  버튼을, 재생
PPuunncchh   TThh rroouugghh 를 이용하려면 PPLLAAYY   버튼을, 채널
PPuunncchh  TThhrroouugghh  를 이용하려면 CCHH  버튼을 누릅니다.

4. PPuunncchh  TThhrroouugghh 기능을 적용할 기기를 선택합니다.

예) 주로 이용될 기기 - 위성방송 리시버

5. PPuunncchh  TThhrroouugghh 기능이 적용될 기기를 선택합니다.

예) 부가적으로 이용될 기기 - 오디오 리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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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정 5.에서 부가적으로 이용될 기기가 선택되면, PPuunncchh

TThhrroouugghh 가 설정됩니다.

7. 다른 기기에도 PPuunncchh  TThhrroouugghh를 적용하려면 과정 3.부터

다시 반복합니다.

8. 프로그램을 끝내고 본 모드를 빠져나오려면, MMAAIINN 버튼을 누

릅니다.

1. 3초 동안 MMAAIINN 버튼과 EENNTTEERR 버튼을 동시에 눌러 셋업 모

드로 들어갑니다.

2. EERRAASSEE 버튼을 누릅니다.

3. 학습된 버튼을 지우기 위해 LLEEAARRNN 버튼을 누릅니다.

4. RRNNCC--550000 이 학습한 버튼을 모두 지우려면, AALLLL 버튼을 선

택한 후 다음 화면에 나오는 SSUURREE?? 버튼을 누릅니다. 전체

기기 버튼이나 개개의 기기 버튼을 모두 지우려면, DDEEVVIICCEE

버튼을 선택합니다.

메인 메뉴화면에서의 기기선택버튼에 학습된 기능을 지우려면, PPAAGGEE

버튼을누른후기기버튼을누릅니다.(TTVV, VVCCRR, 오디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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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기로부터의 버튼을 지우기 위해 TTVV, VVCCRR, 오디오 등의 기

기 버튼을 누릅니다.

6. 기기 내의 모든 학습된 버튼을 지우려면 AALLLL 버튼을 선택한 후

다음 화면에 나오는 SSUURREE?? 버튼을 누릅니다.

7. 개개의 기능버튼을 지우려면 KKEEYY  버튼을 누릅니다. 이때 기기

의 모든 기능이 다 보여지게 되고, 원하는 버튼을 눌러 지웁니다.

8. 지움((EERRAASSEE)) 모드를 빠져 나오려면, MMAAIINN 버튼을 누른 후

같은 버튼을 한번 더 눌러 셋업 모드를 빠져 나옵니다.

1. 3초 동안 MMAAIINN 버튼과 EENNTTEERR 버튼을 동시에 눌러 셋업 모

드로 들어갑니다.

2. EERRAASSEE 버튼을 누릅니다.

3. FFAAVV 버튼을 눌러 즐겨찾기 채널 버튼을 지웁니다.

4. RRNNCC--550000내의 모든 즐겨찾기 채널버튼을 지우려면, AALLLL

버튼을 선택한 후 다음 화면에 나오는 SSUURREE?? 버튼을 누릅니다.

모든 버튼이 아닌 개개의 기능버튼 중 일부를 지우려면 KKEEYY 버

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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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정 4.에서 KKEEYY 버튼을 눌렀을 경우, 지우기를 원하는 채널

번호가 입력된 즐겨찾기 채널 버튼을 선택합니다.

6. 지움(EERRAASSEE) 모드를 빠져나오려면, MMAAIINN 버튼을 누른 후

같은 버튼을 한번 더 눌러 셋업 모드를 빠져나옵니다.

1. 3초 동안 MMAAIINN 버튼과 EENNTTEERR  버튼을 동시에 눌러 셋업

모드로 들어갑니다.

2. EERRAASSEE 버튼을 누릅니다.

3. 매크로 버튼을 지우기 위해 화면상의 MMAACCRROO 버튼을 선택

합니다.

4. RRNNCC--550000의 모든 매크로 버튼을 지우려면, AALLLL 버튼을

선택한 후 다음 화면에 나오는 SSUURREE?? 버튼을 누릅니다.

한번에 한 개의 매크로 버튼을 지우려면, KKEEYY 버튼을 누릅

니다.

5. 매크로 기능을 지우려는 MM11~~MM33, 전원(PPOOWWEERR),
OOSSDD  시스템 꺼짐(SSyysstteemm  OOFFFF) 등의 매크로 버튼 중

하나를 누릅니다.

6. 지움(EERRAASSEE) 모드를 빠져나오려면 MMAAIINN 버튼을 누른

후, 같은 버튼을 한번 더 눌러 셋업 모드를 빠져나옵니다.

22



1. 3초 동안 MMAAIINN 버튼과 EENNTTEERR 버튼을 동시에 눌러 셋업
모드로 들어갑니다.

2. EERRAASSEE 버튼을 누른 후, 매크로 기능을 지우기 위해 화면
상의 MMAACCRROO  버튼을 선택합니다.

3. KKEEYY 버튼을 누릅니다.

4. 10개의 기기 선택버튼 중 매크로 기능을 지우려는 하나를
선택합니다. 지우기를 원하는 매크로 버튼을 다 지울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5. MMAAIINN 버튼을 눌러 매크로 지움 모드를 빠져 나오고, 같은
버튼을 한번 더 눌러 셋업 모드를 나옵니다.

1. 3초 동안 MMAAIINN 버튼과 EENNTTEERR 버튼을 동시에 눌러 셋업 모
드로 들어갑니다.

2. PPUUNNCCHH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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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량 PPuunncchh  TThhrroouugghh를 지우려면 VVOOLL 버튼을, 주행관련
PPuunncchh  TThhrroouugghh를 지우려면 PPLLAAYY 버튼을, 채널 PPuunncchh

TThhrroouugghh를 지우려면 CCHH 버튼을 선택합니다.

4. PPuunncchh  TThhrroouugghh를 지우려는 기기를 선택합니다.

5. 과정 4.에서 선택한 기기 선택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PPuunncchh

TThhrroouugghh 기능이 지워집니다.

6. 다른 기기의 PPuunncchh  TThhrroouugghh 기능을 지우려면 위의 과정 3.

부터 다시 반복합니다.

7. MMAAIINN 버튼을 눌러 PPuunncchh  TThhrroouugghh 모드를 빠져나간 후,

같은 버튼을 한번 더 눌러 셋업 모드를 빠져나갑니다.

1. 3초 동안 MMAAIINN 버튼과 EENNTTEERR 버튼을 동시에 눌러 셋업 모

드로 들어갑니다.

2. EEDDIITT 버튼을 누릅니다.

3. LLCCDD에 문자를 사용할 기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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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메뉴화면의 기기 선택버튼 문자를 편집하려면, PPAAGGEE 버튼을

누른후10개의기기선택버튼중문자를편집할버튼을선택합니다.

4. 문자를 만들 LLCCDD 버튼을 누릅니다. PPAAGGEE 버튼을 누르면 두

번째 페이지로 갈 수 있습니다.

5. 바뀔 문자가 깜박이면, 리모콘의 숫자 버튼을 이용해서 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숫자 버튼마다 저장되어 있는 문자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같은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 버튼에 해

당되는 문자가 바뀌어 보여집니다.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커서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이스틱의 아래쪽(▼) 버튼을 누르면, 현재 커서

가 있는 위치의 문자가 지워집니다.

6. 과정 4.에서 선택한 기기 선택버튼을 눌러 만들어진 문자를 저

장합니다.

7. MMAAIINN 버튼을 눌러 편집모드를 빠져나온 후 , 같은 버튼을 한

번 더 눌러 셋업 모드를 빠져나옵니다.

1. 3초 동안 MMAAIINN 버튼과 EENNTTEERR 버튼을 동시에 눌러 셋업 모

드로 들어갑니다.

2. EEDDIITT 버튼을 누릅니다.

3. FFAAVV 버튼을 누른 후, 문자를 저장할 즐겨찾기 채널 버튼을 선

택합니다. FFAAVV  버튼이나 PPAAGGEE 버튼을 눌러 원하는 버튼이

있는 페이지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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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뀔 문자가 깜박이면, 리모콘의 숫자 버튼을 이용해서 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숫자 버튼마다 저장되어 있는 문자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같은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 버튼에 해

당되는 문자가 그림의 순서와 같이 바뀌어 보여집니다.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커서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이스틱의 아래쪽(▼) 버튼을 누르면, 현재 커

서가 있는 위치의 문자가 지워집니다.

5. 과정 3.에서 선택한 즐겨찾기 채널 버튼을 눌러 만들어진 문자

를 저장합니다.

6. MMAAIINN 버튼을 눌러 편집모드를 빠져나온 후, 같은 버튼을 한번

더 눌러 셋업 모드를 빠져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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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초 동안 MMAAIINN 버튼과 EENNTTEERR 버튼을 동시에 눌러 프로그램 모

드로 들어갑니다. 

2. RREECCAALL 버튼을 누릅니다.

3. LLCCDD에 약 10초간 기기 이름과 각 기기에 해당하는 3자리 코드번

호가 번갈아 깜박이며 표시된 후, 메인 화면으로 빠져나옵니다.

1. 3초 동안 MMAAIINN 버튼과 EENNTTEERR 버튼을 동시에 눌러 셋업 모드로

들어갑니다.

2. LLCCDD의 LLIIGGHHTT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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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숫자 버튼을 이용해서 램프가 켜져 있을 시간을 입력합니다.(단위

는 초(sseeccoonndd) 입니다.) 99초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LLCCDD의
SSAAVVEE 버튼을 눌러 설정한 시간을 저장합니다.

ON 버튼을 누르면 OFF로 바뀌며 램프가 켜지지 않게 됩니다.

같은 버튼을 다시 누르면 램프 기능이 설정된 대로 움직입니다.

4. MMAAIINN 버튼을 눌러 셋업 모드에서 나옵니다.

수동으로 램프를 끄려면, 램프가 켜져 있는 동안 리모콘 측면의

램프 버튼(LIGHT)을 누릅니다.

1. 3초 동안 MMAAIINN 버튼과 EENNTTEERR 버튼을 동시에 눌러 셋업 모드로

들어갑니다.

2. CCLLOONNEE 버튼을 누릅니다.

3. 원본이 될 리모콘은 SSEENNDD 버튼을, 원본에서 복제될 리모콘은
RREECCVV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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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본이 될 리모콘에서, 전체 기기를 복제하려면 AALLLL 버튼을 누르고

한번에 하나씩 복제하려면 DDEEVVIICCEE 버튼을 누릅니다.

5. DDEEVVIICCEE 버튼을 눌렀을 경우, LLCCDD 상에 모든 기기들이 보여지

게 됩니다. 그 중 복제하길 원하는 기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6. 그림과 같이 과정 3.에 의해 원본과 사본이 될 두 RRNNCC--550000을

서로 마주보도록 놓습니다.

7. 복제를 시작하기 위해 두 리모콘에서 동시에 SSTTAARRTT 버튼을 누릅

니다. 완료되기까지 40초 정도 걸리며, 복제가 완료되면

“GGOOOODD”메시지가 LLCCDD 상에 깜박입니다.

8. MMAAIINN 버튼을 눌러 복제 모드를 빠져나오고, 같은 버튼을 한번 더

눌러 셋업 모드도 빠져나옵니다.

MMAAIINN 버튼과 조이스틱의 UUPP((▲▲))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LLCCDD 밝기

가 어두워지고, MMAAIINN 버튼과 조이스틱의 DDOOWWNN((▼▼)) 버튼을 동시

에 누르면 LLCCDD의 밝기가 더 밝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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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CCDD는 깨지기 쉬운 유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RRNNCC--550000 을 사용

하시기 전에 다음사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기 선택버튼 등을 누를 때, LLCCDD 화면을 두드리지 마시고 꼭

LLCCDD 화면 양 옆쪽의 고무 버튼을 이용해 주십시오.

LLCCDD 화면을 건조하게 유지해 주십시오. 작은 조각이나 긁히기

쉬운 가루들이 화면에 붙었을 경우 즉시 제거해 주십시오.

RRNNCC--550000은 방수처리된 제품이 아니므로 물에 담그지 마십

시오.

RRNNCC--550000을 과도하게 높은 온도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열원

에서 멀리 떨어뜨려 주십시오.

리모콘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부드러운 천으로 LLCCDD 화면을 닦아 주십시오. 연마제나 세척제

같은 것은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배터리가 거의 다 되었을 경우, 전원((PPOOWWEERR)) 버튼을 누르거나
MMAAIINN 버튼,  EENNTTEERR 버튼을 동시에 누를 때마다 LLCCDD 에“LOW

BATTERY”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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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NNCC--550000은 배터리가 모두 소모되었을 경우 모든 프로그램 및 학습

된 기능을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는 내부 메모리 보존 시스템을 갖추

고 있습니다.

RRNNCC--550000의 보증기간은 구입 후 1년입니다.

사용범위 기기에 따라 12~18m

무게 약 227 g (배터리 포함)

규격 77 x 230 x 34 (mm)

사용 배터리 AAA,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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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튼튼명명칭칭 기기 능능

AUDIO

OSD/(SYSTEM) OFF OSD
POWER ON/OFF
VOL + VOL UP
VOL - VOL DOWN
CHANNEL  LEVEL+ CH  UP
CHANNEL  LEVEL- CH  DOWN
MUTE MUTE
CH SEL CH SEL
CURSOR UP UP
CURSOR DOWN DOWN
CURSOR LEFT LEFT
CURSOR RIGHT RIGHT
ENTER/SELECT ENTER
PLAY
STOP/STEREO STEREO
REVERSE SEARCH
FORWARD SEARCH
REVERSE SKIP/AUTO AUTO/MANUAL
FORWARD SKIP/DSP DSP MODE
REC/RETURN RETURN
PAUSE/7.1SURR. 7.1SURR.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0 0
DISPLAY SYSTEM  DISPLAY
ENT/ROOM2 ROOM2 ON/OFF

버버튼튼명명칭칭 기기 능능

SAT

OSD/(SYSTEM) OFF OFF
POWER ON/OFF
VOL + VOL UP
VOL - VOL DOWN
CHANNEL LEVEL+ CH UP
CHANNEL LEVEL- CH DOWN
MUTE MUTE
CH SEL PREV CH
CURSOR UP UP
CURSOR DOWN DOWN
CURSOR LEFT LEFT
CURSOR RIGHT RIGHT
ENTER/SELECT SELECT
PLAY
STOP/STEREO
REVERSE SEARCH
FORWARD SEARCH
REVERSE SKIP/AUTO GUIDE
FORWARD SKIP/DSP MENU
REC/RETURN EXIT
PAUSE/7.1SURR. INFO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0 0
DISPLAY DISPLAY
ENT/ROOM2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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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튼튼명명칭칭 기기 능능

TV

OSD/(SYSTEM) OFF OFF
POWER ON/OFF
VOL + VOL UP
VOL - VOL DOWN
CHANNEL LEVEL+ CH UP
CHANNEL LEVEL- CH DOWN
MUTE MUTE
CH SEL PREV CH
CURSOR UP UP
CURSOR DOWN DOWN
CURSOR LEFT LEFT
CURSOR RIGHT RIGHT
ENTER/SELECT SELECT
PLAY
STOP/STEREO
REVERSE SEARCH
FORWARD SEARCH
REVERSE SKIP/AUTO GUIDE
FORWARD SKIP/DSP MENU
REC/RETURN CANCEL
PAUSE/7.1SURR. INFO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0 0
DISPLAY DISPLAY
ENT/ROOM2 ENTER

버버튼튼명명칭칭 기기 능능

VCR

OSD/(SYSTEM) OFF OFF
POWER ON/OFF
VOL + VOL UP
VOL - VOL DOWN
CHANNEL LEVEL+ CH UP
CHANNEL LEVEL- CH DOWN
MUTE MUTE
CH SEL PREV CH
CURSOR UP UP
CURSOR DOWN DOWN
CURSOR LEFT LEFT
CURSOR RIGHT RIGHT
ENTER/SELECT SELECT
PLAY PLAY
STOP/STEREO STOP
REVERSE SEARCH REW
FORWARD SEARCH FF
REVERSE SKIP/AUTO |<<
FORWARD SKIP/DSP >>|
REC/RETURN RECORD
PAUSE/7.1SURR. PAUSE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0 0
DISPLAY DISPLAY
ENT/ROOM2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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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튼튼명명칭칭 기기 능능

CABLE

OSD/(SYSTEM) OFF OFF
POWER ON/OFF
VOL + VOL UP
VOL - VOL DOWN
CHANNEL LEVEL+ CH UP
CHANNEL LEVEL- CH DOWN
MUTE MUTE
CH SEL PREV CH
CURSOR UP UP
CURSOR DOWN DOWN
CURSOR LEFT LEFT
CURSOR RIGHT RIGHT
ENTER/SELECT SELECT
PLAY PLAY
STOP/STEREO STOP
REVERSE SEARCH REW 
FORWARD SEARCH FF
REVERSE SKIP/AUTO GUIDE
FORWARD SKIP/DSP MENU
REC/RETURN EXIT
PAUSE/7.1SURR. INFO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0 0
DISPLAY DISPLAY
ENT/ROOM2 ENTER

버버튼튼명명칭칭 기기 능능

DVD/LD

OSD/(SYSTEM) OFF MENU
POWER ON/OFF
VOL +
VOL -
CHANNEL LEVEL+
CHANNEL LEVEL-
MUTE
CH SEL
CURSOR UP UP
CURSOR DOWN DOWN
CURSOR LEFT LEFT
CURSOR RIGHT RIGHT
ENTER/SELECT ENTER
PLAY PLAY
STOP/STEREO STOP
REVERSE SEARCH REW
FORWARD SEARCH FF
REVERSE SKIP/AUTO l<<
FORWARD SKIP/DSP >>l
REC/RETURN RETURN
PAUSE/7.1SURR. PAUSE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0 0
DISPLAY DISC
ENT/ROO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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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튼튼명명칭칭 기기 능능

CD

OSD/(SYSTEM) OFF OSD
POWER ON/OFF
VOL + VOL UP
VOL - VOL DOWN
CHANNEL LEVEL+ CH  UP
CHANNEL LEVEL- CH  DOWN
MUTE MUTE
CH SEL CH  SEL
CURSOR UP UP
CURSOR DOWN DOWN
CURSOR LEFT LEFT
CURSOR RIGHT RIGHT
ENTER/SELECT ENTER
PLAY PLAY
STOP/STEREO STOP
REVERSE SEARCH SKIP -
FORWARD SEARCH SKIP +
REVERSE SKIP/AUTO AUTO/MANUAL
FORWARD SKIP/DSP DSP MODE
REC/RETURN
PAUSE/7.1SURR. PAUSE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0 0
DISPLAY DISC
ENT/ROOM2 ROOM2 ON/OFF

버버튼튼명명칭칭 기기 능능

TAPE

OSD/(SYSTEM) OFF OSD
POWER ON/OFF
VOL + VOL UP
VOL - VOL DOWN
CHANNEL LEVEL+ CH  UP
CHANNEL LEVEL- CH DOWN
MUTE MUTE
CH SEL CH  SEL
CURSOR UP UP
CURSOR DOWN DOWN
CURSOR LEFT LEFT
CURSOR RIGHT RIGHT
ENTER/SELECT ENTER
PLAY PLAY FORWARD
STOP/STEREO STOP
REVERSE SEARCH REW
FORWARD SEARCH FF
REVERSE SKIP/AUTO AUTO/MANUAL
FORWARD SKIP/DSP DSP MODE
REC/RETURN RECORD
PAUSE/7.1SURR. PAUSE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0 0
DISPLAY SYSTEM DISPLAY
ENT/ROOM2 ROOM2 ON/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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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기의 경우 MD레코더의 기능

명칭이 LCD에 나타나도록 저장해 두

었습니다. 본 모드에서 다른 기기를

사용하실 경우 그 기기에 적당한 명

칭 으 로 바 꾸 어 사 용 해 주 십 시

오.(“LCD 버튼 편집”(24쪽) 참조)

버버튼튼명명칭칭 기기 능능

AUX

OSD/(SYSTEM) OFF
POWER
VOL +
VOL -
CHANNEL LEVEL+
CHANNEL LEVEL-
MUTE
CH SEL
CURSOR UP
CURSOR DOWN
CURSOR LEFT
CURSOR RIGHT
ENTER/SELECT ENTER
PLAY PLAY
STOP/STEREO STOP
REVERSE SEARCH REW
FORWARD SEARCH FF
REVERSE SKIP/AUTO l<<
FORWARD SKIP/DSP >>l
REC/RETURN RECORD
PAUSE/7.1SURR. PAUSE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0 0
DISPLAY TIME DISPLAY
ENT/ROOM2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