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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향 단순-2007년 개발

** 설정 방법 **

ㅁ. 설정번호를 이용한 설정만 가능
1) TV전원을 키고 2) 0(숫자)+음소거 동시에 누름 -> LED ON

3) 리모콘 LED 주황색 불 확인후 제조사 코드 입력(3초 간격으로 천천히)
-> 옳은 번호 입력시 TV off
4) 음소거 버튼으로 최종 설정 -> 완료(LED 3회 점멸하며 꺼짐)
5) TV전환 파란색 버튼을 누른후 전원 버튼을 눌러 TV를 켠다

SKYLIFE 리모컨 TV설정 방법 및 공급 현황

* 공급 시기 : 
2002년 02월 ~
2003년 08월

* 공급 수량 : 
85만 (40만은
TV설정불가)

2002년 개발 경제형/PVR-2007년 개발

** 설정 방법 **
ㅁ. 설정번호를 이용한 설정
1) [TV전원 버튼] + [조용히] 3초간 동시에 누름

-> LED ON
2) 3 Digit 입력 (LED 1회씩 점멸)

-> 옳은 번호 입력 시 Power Code Output
-> 이때 [TV 전원] key로 현재 Setting된 설정

번호의 Power Data 출력 가능.
-> 잘 못된 설정번호 입력 시 LED 길게 점멸하고

code 출력 없음
3) 조용히 버튼누름 -> 완료(LED 3회 점멸하며 꺼짐)

ㅁ. SEARCH 방법
1) [TV전원 버튼] + [조용히] 3초간 동시에 누름
-> LED ON

2) [채널+] or [채널-] key를 누른다. (LED가 깜박임)
-> 한번씩 누를 때 마다 해당하는 POWER KEY

CODE가 출력된다.
-> TV가 켜지거나 꺼질 때 까지 한번씩 누름

3) 조용히 버튼누름 -> 완료(LED 3회 점멸하며 꺼짐)

도움말선호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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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P-2008년 개발

** 설정 방법 **

ㅁ. 설정번호를 이용한 설정
1) TV설정 + 음소거 (동시에 누름) 

-> 설정 TV설정 LED On
2) 3 Digit 입력 (LED 한 번씩 깜박임)
3) TV설정 누름 -> 완료

(LED 세 번 깜박이고 꺼짐)
☞ Power key로 현재 setting된

Power Data 출력 확인가능.

ㅁ. SEARCH 방법
1) TV설정 + 음소거 (동시에 누름)

-> 설정 TV설정 LED On
2) 채널 + 또는 채널 - key를 누른다. 

(LED가 깜박임)
3) TV설정 누름 -> 완료

(LED  세 번 깜박이고 꺼짐)
☞ Power key로 현재 setting된

power data 출력 확인가능

SKYLIFE 리모컨 TV설정 방법 및 공급 현황

* 공급 시기 : 
2004년 01월 ~
2005년 04월

* 공급 수량 : 
214,000EA 

MHP-2003년 개발

* 공급 시기 : 
2006년 11월 ~
2008년 08월

* 공급 수량 : 
577,000EA 

** 설정 방법 **

ㅁ. 설정번호를 이용한 설정
1) [확인 ○] + [SKY음소거] (동시에 누름)-> 

LED ON
2) 3 Digit 입력 (LED 1회씩 점멸)

** 옳은 번호 입력시 Power Code Output
** 잘 못된 설정번호 입력시 LED 길게

점멸하고 code 출력 없음
3) [OK] 누름 -> 완료(LED 3회 점멸하며 꺼짐)    

** 잘 못된 설정번호 입력후 [OK]를
누르면 LED OFF되면서 이전 설정번호 기억함.

☞ [TV전원] key로 현재 Setting된
설정번호의 Power Data 출력 가능.

ㅁ. SEARCH 방법
1) [OK] + [SKY음소거] (동시에 누름) -> 설정 TV

설정 LED ON
2) [TV 채널+] 또는 [TV 채널-] key를 누른다. (LED

가 깜박임)
3) [OK] 누름 -> 완료(LED 3회 점멸하며 꺼짐)

HD일반형-2007년 개발

* 공급 시기 : 
2008년 06월 ~
2008년 10월

* 공급 수량 : 
31,500EA 

** 설정 방법 **

ㅁ. 설정번호를 이용한 설정
1) [확인 ○] + [선호채널] or [확인 ○] + [조용히]

(동시에 누름) -> LED ON
2) 3 Digit 입력 (LED 1회씩 점멸)

-> 옳은 번호 입력 시 Power Code Output
-> 이때 [TV 전원] key로 현재 Setting된 설정

번호의 Power Data 출력 가능.
-> 잘 못된 설정번호 입력 시 LED 길게 점멸하고

code 출력 없음
3) [확인 ○] 누름 -> 완료(LED 3회 점멸하며 꺼짐)

ㅁ. SEARCH 방법
1) [확인 ○] + [선호채널] or [확인 ○] + [조용히] 
(동시에 누름) -> LED ON

2) [채널+] or [채널-] key를 누른다. (LED가 깜박임)
-> 한번씩 누를 때 마다 해당하는 POWER KEY

CODE가 출력된다.
-> TV가 켜지거나 꺼질 때 까지 한번씩 누름

3) [확인 ○] 누름 -> 완료(LED 3회 점멸하며 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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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방법 **

ㅁ. 설정번호를 이용한 설정
1) [확인 ○] + [선호채널] or [확인 ○] + [조용히]

(동시에 누름) -> LED ON
2) 3 Digit 입력 (LED 1회씩 점멸)
-> 옳은 번호 입력 시 Power Code Output
-> 이때 [TV 전원] key로 현재 Setting된 설정

번호의 Power Data 출력 가능.
-> 잘 못된 설정번호 입력 시 LED 길게 점멸하고

code 출력 없음
3) [확인 ○] 누름 -> 완료(LED 3회 점멸하며 꺼짐)
-> 잘 못된 설정번호 입력후 [확인 ○]를 누르면

LED OFF되면서 이전 설정번호 기억하고
설정 모드 해제됨.

ㅁ. SEARCH 방법
1) [확인 ○] + [선호채널] or [확인 ○] + [조용히]

(동시에 누름) -> LED ON
2) [SKY 채널+] or [SKY 채널-] key를 누른다. 

(LED가 깜박임)
3) [확인 ○] 누름 -> 완료(LED 3회 점멸하며 꺼짐)

SKYLIFE 리모컨 TV설정 방법 및 공급 현황

* 공급 시기 : 
2009년 02 ~
현재까지

* 공급 수량 : 
454,107EA 

* 공급 시기 : 
2009년 06월 ~
2010년 06월

* 공급 수량 : 
345,390EA 

일반형_2008년 개발

* 공급 시기 :  
2009년 02월 ~
2009년 03월

* 공급 수량 :
19,300EA  

보급형_2008년 개발

** 설정 방법 **

ㅁ. 설정번호를 이용한 설정
1) [TV설정 + 확인] KEY 약 3초 동안 누름

해당 TV설정 LED ON (설정 MODE)
2) 3-DIGIT CODE를 차례로 입력 LED 한 번씩

깜박임, 
☞ POWER CODE가 있는 설정번호의 경우 LED 

1회 점멸, 없는 설정번호는 LED 깜빡이지 않음.
3) [TV설정] KEY 누름 --완료 (TV설정 LED 두 번

깜박이고 꺼짐)

ㅁ. SEARCH 방법
1) [TV설정 + 확인] KEY 약 3초 동안 누름 -----

해당 TV설정 LED ON (설정 MODE)
2) [채널+] 또는 [채널-] KEY 누름 -----

TV설정 LED가 1회 깜박임,
채널+/- KEY를 누름과 동시에 전원 CODE 출력.
[TV설정] KEY 누름 ----- 완료 (TV설정 LED 
두 번 깜박이고 꺼짐)

QTS용_2009년 개발

** 설정 방법 **

ㅁ. 설정번호를 이용한 설정
1) [확인 ○] + [선호채널] or [확인 ○] + 

[조용히] (동시에 누름)  -> LED ON
2) 3 Digit 입력 (LED 1회씩 점멸)

-> 옳은 번호 입력 시 Power Code Output
-> 이때 [TV 전원] key로 현재 Setting된

설정번호의 Power Data 출력 가능.
3) [확인 ○] 누름 -> 완료(LED 3회 점멸하며

꺼짐)

ㅁ. SEARCH 방법
1) [확인 ○] + [선호채널] or [확인 ○] + 

[조용히] (동시에 누름) -> LED ON
2) [SKY 채널+] or [SKY 채널-] key를 누른다. 

(LED가 깜박임)
-> 한번씩 누를 때 마다 해당하는 POWER 

KEY CODE가 출력된다.
-> TV가 켜지거나 꺼질 때 까지 한번씩 누름
3) [확인 ○] 누름 -> 완료

(LED 3회 점멸하며 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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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방법 **

ㅁ. 설정번호를 이용한 설정
1) [확인 ○] + [선호채널] or [확인 ○] + [조용히] (동시에 누름) -> LED ON
2) 3 Digit 입력 (LED 1회씩 점멸)
-> 옳은 번호 입력 시 Power Code Output
-> 이때 [TV 전원] key로 현재 Setting된 설정번호의 Power Data 출력 가능
-> 잘 못된 설정번호 입력 시 LED 길게 점멸하고 code 출력 없음

3) [확인 ○] 누름 -> 완료(LED 3회 점멸하며 꺼짐)
-> 잘 못된 설정번호 입력 후 [확인 ○]를 누르면 LED OFF되면서 이전 설정번호

기억하고 설정 모드 해제됨

ㅁ. SEARCH 방법
1) [확인 ○] + [선호채널] or [확인 ○] + [조용히] (동시에 누름) -> LED ON
2) [SKY 채널+] or [SKY 채널-] key를 누른다. (LED가 깜박임)
-> 한번씩 누를 때 마다 해당하는 POWER KEY CODE가 출력된다.
-> TV가 켜지거나 꺼질 때 까지 한번씩 누름
3) [확인 ○] 누름 -> 완료(LED 3회 점멸하며 꺼짐)
-> [TV 전원] key로 현재 Setting된 설정번호의 Power Data 출력 가능

SKYLIFE 리모컨 TV설정 방법 및 공급 현황

HD용_2010년 개발 QTS용_2010년 개발

* 공급 시기 :  
2010년 05월 ~
현재까지

* 공급 수량 :
148,175EA  

** 경제형 <-> MHP 설정방법 **
위 수신기로는 경제형 및 MHP수신기에
리모콘으로 사용가능 합니다

ㅇ 사용방법
- 처음 상태는 MHP MODE 입니다
- 경제형 수신기 설정으로 변경하려면
‘스카이초이스’ + ‘스카이플러스’ 
(3초간 동시에 누름) 

. 램프 3회 깜빡인 후 램프 꺼짐

- 다시 MHP수신기 설정으로 변경하려면
스카이초이스’ + ‘스카이플러스’ 
(3초간 동시에 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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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LIFE 리모컨 TV제조사 코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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