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A – 모드 I의 송신기 기억 시 TT2Z K에 연결된 장치 유형과 연결에 이용된 계획에 따라(1A, 1B, 1C) 진행되는 버튼과 명령의 자동 페어링

모터 연결 모드 송신기 버튼 기억된 명령

“건조 접촉”으로 연결된 모터
(계획 1A 참조)

s 명령: 올리기

n 명령: 정지

t 명령: 내리기

3 선과 접지선으로 연결된 모터
(“기계식” 유형 모터)

(계획 1B 참조)

s 명령: 올리기

n 명령: 정지

t 명령: 내리기

두 개의 독립 “스위치”
(계획 1C 참조)

s 스위치 1 켜기/끄기

n 스위치 1 및 스위치 2 끄기

t 스위치 2 켜기/끄기

표 B – 모드 II에서 송신기 버튼을 기억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명령

명령 번호 버튼 누르기 횟수 기억된 명령

No. 1 1번 누름 열기 > 정지 > 닫기 > 정지 > ...

No. 2 2번 누름 열기 > 정지 > ...

No. 3 3번 누름 닫기 > 정지 > ...

No. 4 4번 누름 정지

4.1.2 - 모드 I 절차, 첫 번째 송신기만 기억(PRG 버튼을 갖춘 송
신기)

01.

 

ON
 기억된 송신기가 없으면 

TT2Z K가 2번 깜박입니다. 2

02.
PRG

7 초

PRG 3

4.1.3 - 모드 I 절차, 추가 송신기 또는 기후 센서 기억(PRG 버튼
을 갖춘 송신기)

01. TT2Z K가 켜진 후 이 절차가 시작될 때까지 20초 이상 기다
리십시오

02.

OLD

PRG

5 초

3 초

2

2
PRG

03.

NEW

PRG

5 초
2 PRG

04.

OLD
PRG 2

4.1.4 - 모드 I 절차, 절차, 추가 송신기 또는 기후 센서 기억(PRG 
버튼이 없는 송신기)

01. TT2Z K가 켜진 후 이 절차가 시작될 때까지 20초 이상 기다
리십시오

02.

NEW 10 초

03.

OLD x 3

04.

NEW x 1
3

5.1.1 - 모드 II의 송신기 기억 절차(PRG 버튼을 갖춘 송신기)

01. TT2Z K가 켜진 후 이 절차가 시작될 때까지 20초 이상 기다
리십시오

02.

OLD

PRG

5 초

3 초

2

2
PRG

03.

NEW

PRG

5 초
2 PRG

04.
표 B에서 원하는 명
령을 선택하십시오

OLD x N

10 초

(피드백)

N
N = 표 B에서 선택된 명령 옆에 제시

된 버튼 누름 횟수(및 피드백 양) .

05.

 NEW

?

5 초

?

? = 표 B에서 선택한 명령과 연결하고자 하는 버튼.

5.1.2 - 모드 II의 송신기 기억 절차(PRG 버튼이 없는 송신기)

01. TT2Z K가 켜진 후 이 절차가 시작될 때까지 20초 이상 기다
리십시오

02.

NEW 10 초

03.

OLD x 1
4

04.
표 B에서 원하는 명령

을 선택하십시오
OLD x N

N = 표 B에서 선택된 명령 옆에 제시된 버튼 누름 횟수  .

05.

NEW

?

5 초
3 ?

? = 표 B에서 선택한 명령과 연결하고자 하는 버튼.

5.2.1 - 기억된 송신기를 이용한(PRG 버튼을 갖춤) TT2Z K 장치
의 전체 메모리 삭제 절차

01. PRG

x 1
2

02. PRG

x 1
2

03. PRG

x 1
3

04. PRG

x 1
4

05.
PRG

x 1
5

5.2.2 - 기억되지 않은 송신기를 이용한(PRG 버튼을 갖춤) TT2Z K 
장치의 전체 메모리 삭제 절차

01. OFF

(TT2Z K) 5 초

ON

(TT2Z K)

02. 10초 이내

NEW 5 초
2

03. OFF

(TT2Z K) 5 초

ON

(TT2Z K)

04. 5.2.1항에 제시된 절차의 모든 단계를 수행하여 절차를 계속 
진행합니다

사용자, 설치 및 안전 지침

KO

무선 수신기

Nice
TT2Z K

1(A) - 건조 접촉 출력의 연결

최대 8 개의 모터를 건조 접촉 출력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1(B) - 기계식 모터의 출력 연결(3선)

1(C) - 2 개의 독립 스위치 출력 연결

1 - 흰색
2 - 흰색-검정색
3 - 흰색-오렌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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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46 Oderzo (TV), Italy
info@niceforyou.comwww.niceforyou.com

IS0487B00MM_26-10-2017



한국어
영문 지침서의 한국어 번역본

일반 경고:
안전 - 설치 - 이용

주의 - 제품 설치 시 이 설명서에 포함된 모든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
로든 의문이 든다면 설치를 진행하지 마시고 Nice 기술 지원 서비스에 명확한 설명을 문의하십시오.
주의 - 중요 정보: 이 지침을 향후 제품 유지보수 조치와 제품 폐기 작업에 참조할 수 있도록 보관
하십시오.
주의 - 모든 제품 설치, 연결, 프로그래밍, 유지보수 작업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 제품을 신중히 취급하십시오. 충격을 입힐 수 있는 찌그러짐, 충격, 낙하를 방지하십시오.
• 제품의 어떤 부분도 변경하지 마십시오. 지정되지 않은 작업은 오작동만을 발생시킵니다. 제조업

체는 제품을 임시변통으로 개조하여 발생하는 손상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품의 보호 케이스 안에는 수리가 불가능한 전기 회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열지 마십시오.
• 이 제품은 위험 전압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용기에 구멍을 내지 마십시오.
• 어떠한 이유로든 안테나 케이블을 자르지 마십시오. 위험 전압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 제품을 적절히 보호되지 않은 환경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용기는 물이나 다른 액체로부터 내부 부

품을 보호하지 못하며 고체와의 접촉만을 보호합니다(IP 20). 따라서 제품을 실내 배선함이나 벽
면 상자에 설치해야 합니다.

• 제품을 열원에 가까이 두거나 화염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이로 인해 제품이 손상되고 고장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은 신체적, 지각적, 정신적 기능이 제한적인 사람이 이용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으며(어린이 포
함) 제품 이용 경험이 충분치 않거나 제품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아동이 제품을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 시스템 주전원의 접촉 사이에 간격을 두어 카테고리 III 과전압 조건이 발생하면 전력을 완전히 차

단하도록 차단 장치를(제품과 포함되지 않음) 설치하십시오.

기타 경고

• 또한 제품에 관련된 모터의 사용 설명서의 경고를 확인하십시오.
• 제품의 포장재는 지역 규정을 준수하여 폐기해야 합니다.

1 제품 설명 및 용도

TT2Z K는 호환 Nice 송신기와 여러 유형의 블라인드, 셔터 등의 장치를 자동화하도록 설계된 “건조 
접촉” 관식 모터 사이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한 인터페이스는 “기계식” 관식 모터로 작동하
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3 개의 전선과 1 개의 접지선이 갖춰진 경우, 전류 유입 1A 미만). 또한 두 개
의 독립 스위치를 갖추어 두 개의 조명이나 다른 장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주의! – 본 매뉴얼에 지정된 조건이나 환경 조건에 어긋나는 사용은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며 
금지됩니다!

2 설치 및 전기 연결

• TT2Z K를 설치하려면 “일반 경고” 챕터를 잘 읽으십시오.
• TT2Z K 인터페이스를 제어되는 장치에 연결하려면 “일반 경고” 챕터를 잘 읽고 제어하고자 하는 

장치 유형에 적합한 배선도를 선택하십시오. 그림 1(A), “건조 접촉” 유형, 그림 1(B), “관식 AC 모
터” 유형(모터가 3 개의 전선과 1 개의 접지선을 갖추고 이으며 전류 유입이 1A 미만), 또는 그림 
1(C), “스위치” 유형 (전류 유입1A 미만). 마지막으로 선택된 배선도에 따라 전기 연결을 하십시오.

 주의! • 모든 전기 연결은 시스템을 차단한 상태에서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잘
못된 연결은 장치의 손상과 사람의 부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연결을 한 다음, 연결된 장치가 “
스위치” 또는 “기계식 모터”인 경우 TT2Z K는 www.niceforyou.com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표 C에 제시된 절차 6(레벨 2)에 따라 구성해야 합니다.

2.1 - 표시등
TT2Z K 인터페이스에 전원이 공급되었을 때 LED 2개가 깜박이면 송신기가 기억되지 않았음을 뜻
합니다.

3 이용 가능한 기능

주 - * 기호는 공장 초기 설정을 나타냅니다.

l TT2Z K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

TT2Z K는 다음 장치로부터 명령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 “Nice Screen” 제품 카탈로그에 포함된 한 개 이상의 호환 송신기,
• “단계별” 제어 구성된 스위치,
• 한 개 이상의 Nice 기후 센서(무선으로만 연결 가능).

l 무선 송신기와 무선 기후 센서 기억하기

TT2Z K는 “롤링 코드” 기술을 이용하여  433.92 MHz 주파수로 작동하는 무선 송신기를 갖추고 있
습니다. 최대 30 개의 호환 송신기를 기억하여 모터를 수동 모드로 원격 제어할 수 있습니다. 30 개
의 송신기 중 최대 3 개의 기후 센서를 기억하여 날씨 조건에 따라 자동 모드의 모터를 제어할 수 있
습니다.

송신기를 기억하는 절차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모드 I”(또는 “표준 모드”) 절차는 사전 정의된 공장 초기 명령을 가진 모든 버튼을 구성할 수 있으며 
“모드  II” 절차는(또는 “고급 모드”) 설치자가 선택한 명령을 한 번에 한 버튼에만 구성할수 있습니다.

• 여러 가지“작동 정지” 작업 유형 지원은 “건조 접촉” 모터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DRY–A: 작동을 시작하는데 이용한 것과 반대 접촉을 이용하여 모터가 정지 작업을 수행합니다.
• DRY–B: 두 접촉을 함께 눌러 모터가 정지 작업을 수행합니다.
• DRY–C: 작동을 시작하는데 이용한 것과 같은 접촉을 이용하여 모터가 정지 작업을 수행합니다.

• 작동 시간 프로그래밍

• “건조 접촉” 모터: 시스템은 사전 정의된 작동 시간과 관련하여 모터의 반응을 최적화합니다.
• “기계식” 모터(4 선): 시스템은 사전 정의된 작동 시간이 지나면 모터 전원 공급을 차단합니다.

작동 시간은 10초에서 최대 4분까지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정의된 공장 초기 설정을 이용하여 기후 센서 데이터에 TT2Z K가 대응하도록 하는 빠른 프
로그래밍

3 가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실내 암막 블라인드, 셔터, 실외 차양.

• 기후 센서에 관련된 개별 기능의 고급 프로그래밍

• 우천 시 작동 방향: 시스템은 비가 내리면 자동으로 프로그래밍된 리미트 스위치를 적용합니다. 
이 기능은 또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바람이 불 때 작동 방향: 시스템은 바람이 불면 자동으로 프로그래밍된 리미트 스위치를 적용합
니다. 이 기능은 또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바람 보안” 기능(사용자가 전송한 명령 차단): 바람이 불 경우 시스템은 사용자가 보낸 명령을 자
동으로 차단합니다. 이 기능은 또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햇빛에 따른 이동 방향: 맑은 날씨의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상한 스위치나 하한 스위치를 적용
하거나 그대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햇빛이 없을 경우 이동 방향: 해가 없을 때 시스템이 자동으로 상한 스위치나 하한 스위치를 적용
하거나 그대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 • “바람이 불 때 작동 방향” 기능이 한 리미트 스위치 적용을 차단하면 사용자는 명령을 보내 차
단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은 “바람 보안” 기능이 비활성화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
습니다. • 햇빛 및 비 기후 센서로 작동된 자동화 장치 대응은 사용자가 언제든지 ERA P 송신기 시
리즈의 AUTO-OFF를 눌러 언제든지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자동 대응은 AUTO-ON 버튼을 누르
면 다시 활성화됩니다.

• 다양한 장치 지원

3 가지 유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조 접촉”(*), ”스위치” 및 “기계식 모터”(3 개의 선과 1 개의 접
지선 연결, 전류 유입 1A 미만).

• “단계식” 입력 구성

TT2Z K는 스위치를 조명 등의 제어에 연결할 수 있는 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된 장치를 제어
하려면 입력을 다음 단계식 명령 중 하나로 구성해야 합니다.
- 열기 > 정지 > 닫기 > 정지 > ...(*)
- 열기 > 정지 > ...
- 닫기 > 정지 > ...

• TT2Z K 메모리 차단

“송신기 기억 차단” 기능을 활성화하면 추가 장치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 TT2Z K 메모리 일부나 전체 삭제

다음과 같은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억된 개별 송신기 삭제.
• 기억된 모든 송신기 삭제.
• 모든 기능 삭제.
• 메모리 전체 삭제 및 공장 초기 설정 복구.
이러한 절차는 또한 기억되지 않은 송신기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특정 “Era P” 송신기 시리즈의 슬라이더 이용하기

슬라이더는 “사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작동을 제어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손가락으로 슬라
이더를 작동할 때 동작이 수행되고 사용자가 손가락을 떼면 작동이 멈춥니다.

4 기본 프로그래밍

TT2Z K는 PRG와 ESC 버튼이 필요하기 때문에 “ERA P” 송신기 시리즈로만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
니다.  이 버튼들은 송신기 뒷면에 위치하고 커버로 가려져 있어 실수로 프로그래밍을 하지 못하도
록 합니다.
프로그래밍 절차를 수행하는 동안 TT2Z K의 LED는 몇 번 깜박이고 그 횟수는 운전자에게 절차 단계
가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알립니다.

4.1 - 송신기 또는 기후 센서 기억하기
3 장에 설명된 바와 같이 송신기 기억에는 여러 절차가 이용됩니다. 절차의 결과에 따라 절차는 두 가
지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표준 사전 정의 공장 초기 명령을 갖춘 모든 송신기 버튼(“모드 I”, 
또는 표준 모드)을 기억하며, 다른 하나는 한 번에 한 버튼씩 기억하여 설치자가 원하는 명령을 선택하
도록 합니다(“모드 II”, 또는 고급 모드). 일반적으로 한 송신기를 기억하면 그 버튼은 송신기 자체를 기
억하는데 이용된 모드(모드 I 또는 모드 II)와 TT2Z K를 모터에 연결한 유형에 따라 특정 명령을 수행
합니다. “건조 접촉” 또는 3 개의 선과 접지선, 전류 유입 1 A 미만(“기계식” 모터), 또는 스위치를 통해.

4.1.1 - 송신기(또는 기후 센서) 기억 개요 , 모드 I

“모드 I” 송신기 기억 절차는(4.1.2, 4.1.3 및 4.1.4에서 설명) 송신기의 모든 버튼을 동시에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를 수행할 때 각 송신기 버튼을 사전에 정의된 공장 초기 명령에 할당하는 것
은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버튼과 명령의 페어링은 자동으로 표 A의 순서와 논리에 따라 처리됩니다.

중요 – 기후 센서는 4.1.3 또는 4.1.4 항에 명시된 절차를 통해서만 기억할 수 있습니다.

표 A는 모터를 연결하는데 이용된 모드에 따라 모드 I의 송신기를 기억하는 동안 버튼과 명령 사이
의 자동 페어링을 표시합니다.

모드 I 절차는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수행하려면 해당 표를 참조하십시오.

4.1.2 - 모드 I 절차, 첫 번째 송신기만 기억(PRG 버튼을 갖춘 송신기)

4.1.3 - 모드 I 절차, 추가 송신기 또는 기후 센서 기억(PRG 버튼을 갖춘 송신기)

4.1.4 - 모드 I 절차, 절차, 추가 송신기 또는 기후 센서 기억(PRG 버튼이 없는 송신기)

5 고급 프로그래밍

5.1 - 모드 II의 송신기 기억 개요
“모드 II”(5.1.2, 5.1.3항에 설명)에 정의된 송신기 기억 절차는 송신기에 있는 버튼 중 한 번에 한 버
튼씩 기억하도록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기억하고자 하는 모든 버튼에 절차를 반복해야 합니다). 버
튼이 기억되면 사용자가 기억할 버튼과 여기에 페어링할 명령을 선택합니다. 명령은 표 B의 명령 중
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모드 II 절차는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수행하려면 해당 표를 참조하십시오.

5.1.1 - 모드 II의 송신기 기억 절차(PRG 버튼을 갖춘 송신기)

5.1.2 - 모드 II의 송신기 기억 절차(PRG 버튼이 없는 송신기)

5.2 - 메모리 삭제

전체 TT2Z K 메모리 삭제 절차는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수행하려면 해당 표를 참
조하십시오.

기억된 한 송신기나 모든 송신기를 삭제하려면, 또는 기억된 설정을 삭제하려면 5.3항을 참조하십
시오.

5.2.1 - 기억된 송신기를 이용한(PRG 버튼을 갖춤) TT2Z K 장치의 전체 메모리 삭제 절차

5.2.2 - 기억되지 않은 송신기를 이용한(PRG 버튼을 갖춤) TT2Z K 장치의 전체 메모리 삭제 절차

5.3 -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TT2Z K를 설치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프로그래밍 모드

본 설명서는 TT2Z K 인터페이스 프로그래밍의 기본 절차만 상세히 설명합니다. 포괄적인 고급 방식
으로 인터페이스를 프로그래밍하려면 본 설명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www.niceforyou.com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표 C를 참조하십시오. 표 C는 TT2Z K 인터페이스에 이용 가능한 모든 프
로그래밍 모드를 열거합니다. 이 모드들은 “레벨”에 따라 그룹이 지정되며 각 레벨은 다음 절차를 포
함합니다.

 레벨 1

1 - “건조 접촉” 모터가 작동을 중지하는 모드.
2 - 작동 시간.
3 - 기후 센서를 빠르게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사전 설정.

 레벨 2

1 - 우천 시 작동 방향.
2 - 바람이 불 경우 작동 방향.
3 - “바람 보안” 기능(사용자가 보낸 명령 차단).
4 - 햇빛에 따른 이동 방향.
5 - 햇빛이 없을 경우 이동 방향.
6 - TT2Z K에 연결된 장치 유형.
7 - 단계식 명령을 이용한 TT2Z K 입력 구성.

 레벨 3

1 - 송신기 기억 차단.

 레벨 4

1 - 기억된 개별 송신기 삭제.
2 - 기억된 모든 송신기 삭제.
3 - 기억된 송신기를 제외한 모든 설정의 삭제 및 공장 초기 설정 복구.

 레벨 5

1 - 기억된 송신기를 포함한 모든 메모리 완전 삭제 및 공장 초기 설정 복구.

6 제품 폐기

이 제품은 제품을 제어하는 자동화 시스템의 필수 부품으로써 시스템과 함께 폐기해야 합니다.
설치 단계와 마찬가지로 제품이 가용 수명에 도달하면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분해와 폐기 작업을 수
행해야 합니다. 이 제품은 여러 가지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일부 소재는 재활용이 가능하며 다른 일
부는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지역 규정에 따라 본 제품의 분류를 통해 시스템 재활용 및 폐기 정보
를 확인하십시오.

 주의! - 제품의 일부 부품에는 방출할 경우 심각한 환경 피해와 건강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오염 
물질이나 위험 물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기호에 표시된 바와 같이 제품은 가정용 폐기물과 같이 폐기할 수 없습니다. 
지역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분류하거나 동등한 제품을 새로 구입할 때 제품을 소매점에 
반환하십시오. 

 경고! - 지역 규정에 따라 본 제품을 부적절하게 처분할 경우 거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기술 사양

 본문에 명시된 모든 기술 사양은 주변 온도가 20°C(± 5°C)인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 Nice 
S.p.A.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제품의 용도와 기능을 유지하면서 제품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
습니다.

• 범용 범위: 90–265 VAC; 50–60 Hz
• 대기 모드의 저전력 소비: < 0.3 W
• 기억 가능한 송신기와 기후 센서의 수: 최대 3 개의 무선 기후 센서를 포함하여 최대 30 개.
• 무선 주파수: 433.92 MHz
• 무선 엔코딩: FLO-R, O-CODE, F-CODE.
• 작동 시간: 10 ... 240 초
• 보호 등급: IP 20(용기 무손상 시)
• 작동 온도: -20°C ... +55°C
• 제원(mm): 47 x 18 x 32
• 무게(g)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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