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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AND SAVE THESE INSTRUCTIONS

BEFORE YOU START
 ☑ Turn Off Power

Contact a licensed electrician 
if you are uncomfortable 
performing electrical work. A 
licensed electrician must install 
the fan if required by local code.

Do not use the fan with a 
dimmer switch. 

Turn off power at breaker!

 ☑ Gather Tools

 ☑ Prepare Fan Site*
Mounting: Sloped or flat ceilings from 10.5 to 14+ feet (3.2 to 
4.3+ meters)

Input Voltage: 100–240 VAC, 50–60 Hz

Max Weight: 26 lb (11.8 kg)

Outlet Box: Make sure your outlet box is suitable for fan 
support. If there is not an outlet box at the fan location, 
install one on a ceiling joist or beam.

Concrete Ceiling: Install an anchor hook for the safety 
cable if required by your local building and safety code. See 
the following page for installation details.

Wood Ceiling Joist: Attach the mounting bracket directly 
to the joist using two wood screws (not supplied). Big Ass 
Fans recommends using corrosion-resistant 12-11 x 45 mm 
hex head timber screws with seal.

 ☑ Select Extension Tube
Select the appropriate extension tube for your ceiling 
height and slope. See page 2 for a guide to select the most 
appropriate extension tube.

*The fixing means for attachment to the ceiling (such as hooks or other devices) 
shall be fixed with a sufficient strength to withstand four times the weight of the 
ceiling f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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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rete Ceiling
Drill three Ø 8 mm holes in the pattern shown. The hole depth should not exceed 46 mm. Remove any dust from the holes. Insert three 
anchor bolts into the holes. Strike the heads of the anchor bolts with a hammer, ensuring the bolt sleeves are flush with the ceiling 
surface. Position the mounting bracket on the anchor bolts. Ensure all three anchor bolts are fully tightened to expand and lock the 
anchors.

If required by local building and safety codes, install an anchor hook for the safety cable. Drill an Ø 8 mm hole for the anchor hook. The 
hole depth should not exceed 46 mm. Remove any dust from the hole, and then insert the anchor hook and fully tigh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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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osing an Extension Tube
Consult the tables below to select the appropriate extension tube for your fan. 

Ceiling Slope

Haiku fans with a universal mount can be installed on sloped 
ceilings with an angle no greater than 33°.

Fan Diameter
Maximum  

Ceiling Slope
Extension Tube 

Length

52 in.  
(1.3 m)

26°
20 in.  

(508 mm)

52 in.  
(1.3 m)

33°
32 in.  

(813 mm)

60 in.  
(1.5 m)

22°
20 in.  

(508 mm)

60 in.  
(1.5 m)

33°
32 in.  

(813 mm)

84 in.  
(2.1 m)

16°
20 in.  

(508 mm)

84 in.  
(2.1 m)

29°
32 in.  

(813 mm)

Ceiling Height

For optimum performance, Big Ass Fans recommends the 
following extension tube lengths based on ceiling height.

Ceiling Height Extension Tube Length

10.5–11 ft 
(3.2–3.4 m)

20 in.  
(508 mm)

11–13 ft 
(3.4–4 m)

32 in.  
(813 mm)

13–14 ft * 
(4–4.3 m) *

48 in. * 
(1219 mm) *

>14 ft * 
(>4.3 m) *

60 in. * 
(1524 mm) *

* Big Ass Fans recommends using an extended length 
extension tube for ceiling heights over 13 ft (4 m). The fan 
comes standard with 20 in. (508 mm) and 32 in. (813 mm) 
extension tubes. Other lengths are available by contacting 
Customer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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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ku Remote
Do not expose the remote control to rain or water.

Turns fan on or off.
Sets fan timer length of up to eight hours. Each 
press extends timer by one hour.

Turns light on or off. Clears active fan timer.

Increases fan speed/light brightness. Varies fan speed to simulate a natural breeze.

Decreases fan speed/light brightness.
Automatically adjusts your fan speed overnight to 
keep you comfortable while you 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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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ATION

Safety cable not shown
If the EMI filter is included, install it with your fan.

Mounting Bracket

Canopy

Extension Tube

Lower CoverM5 Screws (6)

Canopy Screws (4)

Wiring Cover

Airfoils (3)

M6 Nut

M6 x 32 mm Bolt

Grommets (6)

Mounting Ball 
and Wedge

Motor Hub

Wire Connectors

6 mm Steel Pin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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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 Airfoils

Remove and recycle the plastic protective cover. 

Moving clockwise, align each airfoil on the fan hub and secure 
it with the airfoil hardware (Fig. 1). Make sure the sticker color 
on each airfoil matches the corresponding sticker color on 
the fan hub!

M5 Screw

Grommet

1

Fig. 1

Airfoil

Fig. 2

2 Install Lower Cover

Attach the lower cover. Make sure the wiring harness on the 
bottom of the fan is tucked into the groove on the fan and the 
groove on the lower cover (Fig. 2).

Lower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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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Fig. 3.2

Wiring 
Harness

M6 x 32 mm Bolt

M6 Nut

3 Attach Extension Tube and Wiring Harness

Align the holes on the extension tube with the holes on the motor bracket, and then secure the tube with the M6 x 32 mm bolt and M6 
nut (Fig. 3.1). Make sure the extension tube is not tilted and is perpendicular to the motor hub.

Connect the wiring harness from the extension tube to the receptacle from the motor hub (Fig.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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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Safety Cable

Ground Wire 
(Green)

Lock Lock 
WasherWasher Screw

Install Lower Safety Cable and Ground Wire

Install the safety cable and ground wire lugs with the unpainted screws and lock washers. Make sure the safety cable lug is oriented 
upward as shown (Fig. 4.1).

Make sure all hardware is secure, and then gently tug the cables at the top of the extension tube to reduce slack. Orient the remaining 
loose wiring receptacle from the motor hub upward as shown (Fig. 4.2).

4

Fig.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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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 Light

WARNING: Skin or eye damage may result from directly viewing ultraviolet light produced by the lamp in this apparatus. Always 
disconnect power before relamping or servicing. Replace ultraviolet LEDs with Model No. 1050-39-30, manufactured by Big Ass Fans.

Slide the light down the extension tube, resting it on the fan hub. Orient the light so that the tab at the top of the light rests in the groove 
at the top of the motor bracket (Fig. 5.1). Be careful not to scratch the extension tube while positioning the light. Connect the wiring 
harness on the light to the receptacle from the motor hub. Tighten the set screw at the top of the light (Fig. 5.2).

5

Fig. 5.1

Light

Fig. 5.2

Set Screw

Wiring 
Harness

Tab

Motor Bracket

Light Kit Weight: 
1 lb (454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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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ing Cover

Canopy

6 Position Wiring Cover and Canopy

Slide the wiring cover down the extension tube, resting it on the light. Make sure no wires are visible between the wiring cover and light. 
Slide the canopy down the extension tube, resting it on the wiring cover (Fig. 6).

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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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nstall Mounting Ball 

Slide the mounting ball over the extension tube (Fig. 7.1). 

Insert the 6 mm steel pin into the hole at the top of the extension tube, and then slide the mounting ball upward, seating the steel pin in 
the inner slots (Fig. 7.2).

Insert the wedge into the mounting ball and secure it with the screw. Tighten the screw enough to prevent movement between the 
mounting ball and extension tube, but do not over-tighten (Fig. 7.3).

Fig. 7.1 Fig. 7.2 Fig. 7.3

Extension Extension 
TubeTube

Mounting 
Ball

6 mm Steel Pin

Screw

W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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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 Mounting Bracket

Disconnect power to the fan location before installing the 
mounting bracket!

Secure the mounting bracket to the mounting structure with 
suitable hardware (Fig. 8). 

Outlet box shown. Your mounting structure may differ from 
the illustration.

8

Fig. 8

Suitable Mounting 
Hardware

Mounting 
Bracket

9 Hang Fan

Raise the fan to the mounting bracket. Align the rib in the 
mounting bracket with the slot in the mounting ball, position 
the mounting ball, and let the fan hang freely (Fig. 9). 

Gently twist the extension tube to ensure it is properly seated 
and will not move during fan operation.

Fig. 9

Mounting 
BracketMounting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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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 the Fan
Disconnect power to the fan location before wiring the fan!

Do not connect the fan to a damaged power source! Do not attempt to resolve electrical failures on your own. Consult a 
qualified electrician if uncertain of the electrical installation of this fan.

Wire the fan as shown in the diagram using the wire connectors (Fig. 10). If your fan packaging included an EMI filter, install it as shown.

Attach the green ground wire to the mount with the unpainted screw. Connect the wiring harness from the power supply to the wiring 
harness from the extension tube, making sure that the wiring and safety cable are routed in the same direction.

10

North America 
100–120 V

All other regions

AC Hot/L1 
Brown

Black Brown

AC Neutral/L2
Blue

White Blue

PE/Earth Ground
Green with Yellow

Green or Bare 
Copper

Green with Yellow

Fi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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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ing Diagram
(No EMI Filter)

WHITE

BLACK

BROWN
BLUE

WHITEBLACK

BROWN
BLUE

EMI FILTER

Wiring Diagram
(With EMI Filter)

GREEN &
YELLOW

GREEN &
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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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ecure Safety Cable

Loop the safety cable around the mounting bracket or building 
structure, and then secure it with the shackle (Fig. 11).

Canada: The safety cable must be secured directly 
to an existing part of the building structure. It 
may be necessary to install additional structural 
material to provide attachment points.

Safety Cable

Shackle

Fig. 11

12 Raise Canopy

Raise the canopy to the mounting bracket, aligning the four 
holes on the canopy with the holes on the bracket. Secure 
the canopy to the mounting bracket with the painted screws 
(Fig. 12). Make sure all wires and the safety cable are tucked in 
the canopy.

Canopy

Canopy Screw

Fig. 12

Congratulations! 
Installation is now complete. Test your fan using the remot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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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SHOOTING
Your fan may occasionally jerk forward and backward upon startup. This is normal and does not affect fan operation.

Try these troubleshooting steps before contacting Customer Service. For additional operation, maintenance, and troubleshooting 
information, visit bigassfans.com/support

Issue Solution

The fan will not start.

• Make sure the fan is receiving power. 
• Check your circuit breaker or fuse panel and wall switch for functionality. 
• Make sure the fan is properly wired and grounded.
• Make sure the plastic film in the remote's battery tray has been removed.

The fan wobbles.
Remove the airfoils and make sure the colored dot sticker on each airfoil matches the 
corresponding sticker on the motor hub. If the stickers do not match, move the airfoils 
to the matching attachment points.

The fan is noisy during operation.

Bring the fan to a complete stop.
• Gently turn the airfoils by hand, making sure there are no fan parts rubbing on the 

motor hub when the fan rotates.
• Check all mounting and fan hardware. If loose, tighten. 

I need to reboot the fan.
Press and hold the On/Off button until the LED indicators start blinking.
Within three seconds of the LEDs flashing, press the On/Off button again. When the 
LEDs stop blinking, the reboot is comp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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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ENANCE AND CLEANING
Please take a few moments each year to perform the following preventative maintenance procedures on your fan to ensure its safe and 
efficient operation.

Checking the Safety Cable, Hardware, and Wiring
 ☑ Check that the safety cable is properly installed by removing the canopy screws, sliding the canopy down the extension tube, and 

examining the safety cable and hardware.

 ☑ Make sure the mounting hardware and the fasteners securing the airfoils to the fan hub are securely fastened.

 ☑ Make sure the wire connectors are secure and the ground wire is securely connected.

Cleaning the Airfoils
Dust the airfoils regularly. If the fan becomes dirty, clean it with a damp cloth and ordinary soap and water. Do not use solvents, gasoline, 
or any other chemical cleaners! These may cause surface distortion and damage to the fan.

Polished Airfoils
Apply a cleaning product appropriate for stainless steel surfaces, such as Pledge® Multi Surface Cleaner, and wipe with a microfiber 
cloth. Please wear the provided gloves when you are handling the airfoils to avoid smudges and fingerprints.

Cleaning the Light
Lights with lens: Clean the light's lens periodically to ensure optimal performance. Wipe the lens with a clean, damp cloth and allow 
to dry thoroughly. If necessary, use a mild soap or a gentle liquid cleaner. Do not clean the light or lens with scouring pads, alkaline 
cleaning substances, gasoline, thinner, benzene, heating oil, or polishing powder.

Lights without lens: Clean the LEDs periodically to ensure optimal performance. Use a compressed air duster to remove dust and debris 
from the LEDs. Do not touch the LEDs while cleaning. Hold the duster can upright when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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閱讀這些說明並妥善保存

準備工作
 ☑ 關閉電源

如果您不喜歡做這些電氣工作，
請聯繫持有執業資格證的電工。
如果當地法規要求，則必須由持
有執業資格證的電工進行風扇安
裝。

請勿將風扇與調光開關一起
使用。 

關閉斷路器電源！

 ☑ 集齊工具

 ☑ 準備風扇安裝點*
固定：傾斜或平坦的頂棚，高度從 10.5 到 14+ 英尺（3.2 
到 4.3+ 米）

輸入電壓：100–240 VAC，50–60 Hz

最大重量：26 磅（11.8 公斤）

出線盒：確保您的出線盒適用於風扇支架。如果風扇位置沒
有出線盒，可在頂棚托梁或橫樑上安裝一個。

混凝土頂棚：如果當地建築和安全法規要求，請為安全索安
裝錨鉤。有關安裝詳細資訊，請參見下一頁。

木頂棚托梁：用兩個木螺釘（未提供）將固定支架直接連接
到托梁上。Big Ass Fans 建議使用耐腐蝕的 12-11 x 45 毫
米六角頭木螺釘並加以密封。

 ☑ 選擇延長管
根據頂棚的高度和傾斜度選擇合適的延長管。請參見第 2 頁
瞭解如何選擇最合適的延長管。

*安裝至天花板的固定裝置（如吊鉤或其他裝置）應具備足夠的支撐力，能夠支撐
吊扇重量的 4 倍重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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混凝土頂棚
按照圖中所示的樣子鑽三個 Ø 8 毫米的孔。孔深度不應超過 46 毫米。清除孔中的塵土。將三個錨定螺栓插入孔中。用錘子敲擊錨定螺
栓頭，確保螺栓套管與頂棚表面平齊。將固定支架在錨定螺栓上定好位置。確保全部三個錨定螺栓均完全擰緊，以膨脹起來鎖住膨脹
管。

如果當地建築和安全法規要求，請為安全索安裝錨鉤。為錨鉤鑽一個 Ø 8 毫米的孔。孔深度不應超過 46 毫米。清除孔中的塵土，然後
插入錨鉤並完全擰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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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擇延長管
請參考下表為風扇選擇合適的延長管。 

頂棚坡度

帶有通用支架的 Haiku 風扇可以安裝在傾斜角度不大於 33° 的
傾斜頂棚上。

風扇直徑 最大 
頂棚坡度 延長管長度

52 英寸 
(1.3 米) 26° 20 英寸 

(508 毫米)

52 英寸 
(1.3 米) 33° 32 英寸 

(813 毫米)

60 英寸 
(1.5 米) 22° 20 英寸 

(508 毫米)

60 英寸 
(1.5 米) 33° 32 英寸 

(813 毫米)

84 英寸 
(2.1 米) 16° 20 英寸 

(508 毫米)

84 英寸 
(2.1 米) 29° 32 英寸 

(813 毫米)

頂棚高度

為了獲得最佳性能，Big Ass Fans 建議根據頂棚高度使用以下
延長管長度。

頂棚高度 延長管長度

10.5–11 英尺 
（3.2–3.4 米）

20 英寸 
(508 毫米)

11–13 英尺 
（3.4–4 米）

32 英寸 
(813 毫米)

13-14 英尺 * 
(4–4.3 米) *

48 英寸* 
(1219 毫米) *

>14 英尺 * 
(>4.3 米) *

60 英寸* 
(1524 毫米) *

* Big Ass  Fans 建議當頂棚高度超過 13 英尺 (4 米) 時使用加
長的延長管。風扇標配 20 英寸 (508 毫米) 和 32 英寸 (813 
毫米) 的延長管。如需其它長度，請聯繫客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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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ku 遙控器
請勿使遙控器受到雨淋或浸水。

打開或關閉風扇。 設置風扇計時器（最長 8 小時）。每按一次會將
計時器延長一小時。

打開或關閉燈。 清除啟用的風扇計時器。

提高風扇轉速/燈光亮度。 改變風扇轉速以模擬自然風。

降低風扇轉速/燈光亮度。 夜間自動調整風扇轉速，讓您在睡眠時感到舒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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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裝

安全索未顯示
如果包括 EMI 過濾器，請與風扇一起安裝。

固定支架

罩蓋

延長管

下蓋M5 螺釘 (6)

罩蓋螺釘 (4)

接線蓋

扇葉 (3)

M6 螺母

M6 x 32 毫米螺栓

索環 (6)

固定球和楔子

電機轂

電線連接器

6 毫米鋼銷釘

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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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裝扇葉
取下收塑膠保護罩並回收。 

順時針移動，使每個扇葉都與風扇轂對準，並用扇葉五金件固
定（圖 1）。確保每個扇葉上的貼紙顏色與風扇轂上的相應貼
紙顏色匹配！

M5 螺釘

索環

1

圖 1

扇葉

圖 2

2 安裝下蓋
裝上下蓋。確保將風扇底部的線束塞入風扇的凹槽和下蓋的凹
槽中（圖 2）。

下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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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3.1 圖 3.2

線束

M6 x 32 毫米螺栓

M6 螺母

3 連接延長管和線束
將延長管上的孔與電機支架上的孔對準，然後用 M6 x 32 毫米螺栓和 M6 螺母固定延長管（圖 3.1）。確保延長管未傾斜且垂直於電機轂。

將線束從延長管連接到電機轂的插座上（圖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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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4.1

安全索

接地線（綠色）

鎖緊墊圈鎖緊墊圈
螺釘

安裝下方安全索和地線
使用未上漆的螺釘和鎖緊墊圈安裝安全索和接地線掛耳。如圖所示，確保安全索掛耳朝上（圖 4.1）。

確保所有五金件都牢牢固定，然後輕輕拉動延長管頂部的線以減少鬆弛。如圖所示，使電機轂剩餘的鬆散電線插座方向朝上（圖 4.2）。

4

圖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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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裝燈
警告：本裝置中的燈會產生紫外線光，直視可能會對皮膚或眼睛造成傷害。在更換或維修前，請務必斷開電源。更換紫外線 LED 燈
時，要使用 Big Ass Fans 製造的 1050-39-30 型號。

將燈沿延長管滑下，使其停靠在風扇轂上。調整燈的方向，使燈頂部的凸耳位於電機支架頂部的凹槽中（圖 5.1）。放燈時注意不要刮
擦延長管。將燈上的線束連接到電機轂的插座上。擰緊燈頂部的定位螺釘（圖 5.2）。

5

圖 5.1

燈

圖 5.2

定位螺釘

線束

凸耳

電機支架

燈具套件重量： 
1 磅（454 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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接線蓋

罩蓋

6 定位接線蓋和罩蓋
將接線蓋沿延長管滑下，使其停靠在燈上。確保接線蓋和燈之間沒有可見的線。將罩蓋沿延長管滑下，使其停靠在接線蓋上（圖 6）。

圖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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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安裝固定球 
使固定球滑過延長管（圖 7.1）。 

將 6 毫米鋼銷釘插入延長管頂部的孔中，然後向上滑動固定球，使鋼銷釘落到內部插槽中（圖 7.2）。

將楔子插入到固定球中，並用螺釘將其固定。擰緊螺釘以防止固定球和延長管之間發生移動，但不要擰的過緊（圖 7.3）。

圖 7.1 圖 7.2 圖 7.3

延長管延長管

固定球

6 毫米鋼銷釘

螺釘

楔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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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裝固定支架

在安裝固定支架前，請先斷開風扇位置的電源！

用合適的硬體將固定支架固定到固定結構上（圖 8）。 

圖中顯示了出線盒。您的固定結構可能與圖示情況有所不同。

8

圖 8

適用的固定硬體

固定支架

9 吊裝風扇
將風扇提升至固定支架位置。將固定支架中的肋板與固定球中的
插槽對齊，定位固定球，然後使風扇處於自由懸掛狀態（圖 9）。 

輕輕扭動延長管，確保其正確就位並且在風扇運行時不會產生
移動。

圖 9

固定支架

固定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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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扇接線
進行風扇接線前，請先斷開風扇位置的電源！

請勿將風扇連接到已損壞的電源！請勿嘗試自行解決電氣故障。如果不確定此風扇的電氣安裝事宜，請諮詢有資質的電工。

如圖所示，使用電線連接器為風扇接線（圖 10）。如果您的風扇包裝中包括 EMI 篩檢程式，請如圖所示進行安裝。

用未上漆的螺釘將綠色接地線連接到底座。將電源的線束連接到延長管的線束，並確保線束和安全索的佈線方向相同。

10

北美 
100–120 V 所有其它地區

AC 火線/L1 
棕色 黑色 棕色

AC 零線/L2
藍色 白色 藍色

PE/地線
綠黃相間 綠色或裸銅 綠黃相間

圖 10



13© 2020 BIG ASS FANS    |    版權所有

接線圖
（不帶 EMI 過濾器）

白色
黑色

棕色

藍色

白色黑色

棕色
藍色

EMI 過濾器

接線圖
（帶 EMI 過濾器）

綠色＆黃色

綠色＆黃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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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固定安全索
用安全索將固定支架或建築結構環繞起來，然後用鉤環固定 
（圖 11）。

加拿大：安全索必須直接固定到建築結構的實體部
件上。可能需要安裝其它結構材料以提供連接點。

安全索

鉤環

圖 11

12 抬高罩蓋
將罩蓋提抬高至固定支架位置，並將罩蓋上的四個孔與支架上
的孔對齊。用上漆的螺釘將罩蓋固定到固定支架上（圖 12）。
確保所有電線和安全索都塞在罩蓋中。

罩蓋

罩蓋螺釘

圖 12

恭喜！ 
現在已安裝完畢。使用遙控器測試風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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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障排除
風扇啟動時，有時可能會前後晃動。這是正常現象，不會影響風扇的運行。

聯繫客服之前，請先嘗試執行以下故障排除步驟。要瞭解更多的操作、維護以及故障排除資訊，請訪問 bigassfans.com/support

問題 解決方案

風扇不啟動。

• 確保風扇已通電。 
• 檢查斷路器或保險絲面板以及牆壁開關是否功能正常。 
• 確保風扇正確接線並接地。
• 確保已除去遙控器電池託盤中的塑膠膜。

風扇搖晃。 拆下扇葉，確保每個扇葉上的彩色圓點貼紙與電機轂上的相應貼紙匹配。如果貼紙不
匹配，請將扇葉移至匹配的連接點。

運轉時風扇有噪音。
使風扇完全停止。
• 用手輕輕轉動扇葉，確保風扇旋轉時，沒有風扇部件與電機轂產生摩擦。
• 檢查所有固定硬體和風扇硬體。如果鬆動，則擰緊。 

我需要重啟風扇。
按住 On/Off 按鈕，直到 LED 指示燈開始閃爍。
在 LED 閃爍的三秒鐘內，再次按下 On/Off 按鈕。當 LED 停止閃爍時，重新啟動完
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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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養與清潔
請每年花一些時間對風扇執行以下預防性維護程式，以確保其安全有效地運行。

檢查安全索、硬體和線纜
 ☑ 檢查安全索是否安裝正確：擰下罩蓋螺釘，將罩蓋沿延長管滑下，檢查安全索和硬體。

 ☑ 確保用來將扇葉固定到風扇轂的固定五金件和緊固件不鬆動。

 ☑ 確保電線連接器牢固且接地線已牢固連接。

清潔扇葉
定期給扇葉除塵。如果風扇變髒，可用濕布和普通肥皂水擦拭乾淨。請勿使用溶劑、汽油或任何其它化學清潔劑！這些可能會導致表面
變形進而損壞風扇。

擦亮扇葉
在超細纖維布上塗上適合於不銹鋼表面的清潔產品，例如 Pledge® 多功能表面清潔劑，然後進行擦拭。處理扇葉時，請戴上提供的手
套，以免弄髒扇葉和留下指紋。

清潔燈
燈帶有透鏡：定期清潔燈的透鏡以確保最佳性能。用乾淨的濕布擦拭鏡頭，然後等待其完全變幹。如有必要，可使用中性肥皂或中性液
體清潔劑。請勿使用百潔布、鹼性清潔劑、汽油、稀釋劑、苯、加熱的油或拋光粉來清潔燈或透鏡。

燈不帶透鏡：定期清潔 LED 以確保最佳性能。使用壓縮空氣吹灰器清除 LED 上的灰塵和堆積物。清潔時請勿觸摸 LED。使用時請豎直
握住吹灰器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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阅读这些说明并妥善保存

准备工作
 ☑ 关闭电源

如果您不喜欢做这些电气工作，
请联系持有执业资格证的电工。
如果当地法规要求，则必须由持
有执业资格证的电工进行风扇安
装。

请勿将风扇与调光开关一起
使用。 

关闭断路器电源！

 ☑ 集齐工具

 ☑ 准备风扇安装点*
固定：倾斜或平坦的顶棚，高度从 10.5 到 14+ 英尺（3.2 
到 4.3+ 米）

输入电压：100–240 VAC，50–60 Hz

最大重量：26 磅（11.8 公斤）

出线盒：确保您的出线盒适用于风扇支架。如果风扇位置没
有出线盒，可在顶棚托梁或横梁上安装一个。

混凝土顶棚：如果当地建筑和安全法规要求，请为安全索安
装锚钩。有关安装详细信息，请参见下一页。

木顶棚托梁：用两个木螺钉（未提供）将固定支架直接连接
到托梁上。Big Ass Fans 建议使用耐腐蚀的 12-11 x 45 毫
米六角头木螺钉并加以密封。

 ☑ 选择延长管
根据顶棚的高度和倾斜度选择合适的延长管。请参见第 2 
页了解如何选择最合适的延长管。

*安装至天花板的固定装置（如吊钩或其他装置）应具备足够的支撑力，能够支撑
吊扇重量的4倍重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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混凝土顶棚
按照图中所示的样子钻三个 Ø 8 毫米的孔。孔深度不应超过 46 毫米。清除孔中的尘土。将三个锚定螺栓插入孔中。用锤子敲击锚定螺栓
头，确保螺栓套管与顶棚表面平齐。将固定支架在锚定螺栓上定好位置。确保全部三个锚定螺栓均完全拧紧，以膨胀起来锁住膨胀管。

如果当地建筑和安全法规要求，请为安全索安装锚钩。为锚钩钻一个 Ø 8 毫米的孔。孔深度不应超过 46 毫米。清除孔中的尘土，然后
插入锚钩并完全拧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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选择延长管
请参考下表为风扇选择合适的延长管。 

顶棚坡度

带有通用支架的 Haiku 风扇可以安装在倾斜角度不大于 33° 的
倾斜顶棚上。

风扇直径 最大 
顶棚坡度 延长管长度

52 英寸 
(1.3 米) 26° 20 英寸 

(508 毫米)

52 英寸 
(1.3 米) 33° 32 英寸 

(813 毫米)

60 英寸 
(1.5 米) 22° 20 英寸 

(508 毫米)

60 英寸 
(1.5 米) 33° 32 英寸 

(813 毫米)

84 英寸 
(2.1 米) 16° 20 英寸 

(508 毫米)

84 英寸 
(2.1 米) 29° 32 英寸 

(813 毫米)

顶棚高度

为了获得最佳性能，Big Ass Fans 建议根据顶棚高度使用以下
延长管长度。

顶棚高度 延长管长度

10.5–11 英尺 
（3.2–3.4 米）

20 英寸 
(508 毫米)

11–13 英尺 
（3.4–4 米）

32 英寸 
(813 毫米)

13-14 英尺 * 
(4–4.3 米) *

48 英寸* 
(1219 毫米) *

>14 英尺 * 
(>4.3 米) *

60 英寸* 
(1524 毫米) *

* Big Ass  Fans 建议当顶棚高度超过 13 英尺 (4 米) 时使用
加长的延长管。风扇标配 20 英寸 (508 毫米) 和 32 英寸 
(813 毫米) 的延长管。如需其它长度，请联系客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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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ku 遥控器
请勿使遥控器受到雨淋或浸水。

打开或关闭风扇。 设置风扇定时器（最长 8 小时）。每按一次会将
定时器延长一小时。

打开或关闭灯。 清除启用的风扇定时器。

提高风扇转速/灯光亮度。 改变风扇转速以模拟自然风。

降低风扇转速/灯光亮度。 夜间自动调整风扇转速，让您在睡眠时感到舒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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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装

安全索未显示
如果包括 EMI 过滤器，请与风扇一起安装。

固定支架

罩盖

延长管

下盖M5 螺钉 (6)

罩盖螺钉 (4)

接线盖

扇叶 (3)

M6 螺母

M6 x 32 毫米螺栓

索环 (6)

固定球和楔子

电机毂

电线连接器

6 毫米钢销钉

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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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装扇叶
取下收塑料保护罩并回收。 

顺时针移动，使每个扇叶都与风扇毂对准，并用扇叶五金件固
定（图 1）。确保每个扇叶上的贴纸颜色与风扇毂上的相应贴
纸颜色匹配！

M5 螺钉

索环

1

图 1

扇叶

图 2

2 安装下盖
装上下盖。确保将风扇底部的线束塞入风扇的凹槽和下盖的凹
槽中（图 2）。

下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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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 3.1 图 3.2

线束

M6 x 32 毫米螺栓

M6 螺母

3 连接延长管和线束
将延长管上的孔与电机支架上的孔对准，然后用 M6 x 32 毫米螺栓和 M6 螺母固定延长管（图 3.1）。确保延长管未倾斜且垂直于电机毂。

将线束从延长管连接到电机毂的插座上（图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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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 4.1

安全索

接地线（绿色）

锁紧垫圈锁紧垫圈
螺钉

安装下方安全索和地线
使用未上漆的螺钉和锁紧垫圈安装安全索和接地线挂耳。如图所示，确保安全索挂耳朝上（图 4.1）。

确保所有五金件都牢牢固定，然后轻轻拉动延长管顶部的线以减少松弛。如图所示，使电机毂剩余的松散电线插座方向朝上（图 4.2）。

4

图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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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装灯
警告：本装置中的灯会产生紫外线光，直视可能会对皮肤或眼睛造成伤害。在更换或维修前，请务必断开电源。更换紫外线 LED 灯
时，要使用 Big Ass Fans 制造的 1050-39-30 型号。

将灯沿延长管滑下，使其停靠在风扇毂上。调整灯的方向，使灯顶部的凸耳位于电机支架顶部的凹槽中（图 5.1）。放灯时注意不要刮
擦延长管。将灯上的线束连接到电机毂的插座上。拧紧灯顶部的定位螺钉（图 5.2）。

5

图 5.1

灯

图 5.2

定位螺钉

线束

凸耳

电机支架

灯具套件重量：
1 磅（454 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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接线盖

罩盖

6 定位接线盖和罩盖
将接线盖沿延长管滑下，使其停靠在灯上。确保接线盖和灯之间没有可见的线。将罩盖沿延长管滑下，使其停靠在接线盖上（图 6）。

图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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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安装固定球 
使固定球滑过延长管（图 7.1）。 

将 6 毫米钢销钉插入延长管顶部的孔中，然后向上滑动固定球，使钢销钉落到内部插槽中（图 7.2）。

将楔子插入到固定球中，并用螺钉将其固定。拧紧螺钉以防止固定球和延长管之间发生移动，但不要拧的过紧（图 7.3）。

图 7.1 图 7.2 图 7.3

延长管延长管

固定球

6 毫米钢销钉

螺钉

楔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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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装固定支架
在安装固定支架前，请先断开风扇位置的电源！

用合适的硬件将固定支架固定到固定结构上（图 8）。 

图中显示了出线盒。您的固定结构可能与图示情况有所不同。

8

图 8

适用的固定硬件

固定支架

9 吊装风扇
将风扇提升至固定支架位置。将固定支架中的肋板与固定球中的插
槽对齐，定位固定球，然后使风扇处于自由悬挂状态（图 9）。 

轻轻扭动延长管，确保其正确就位并且在风扇运行时不会产生
移动。

图 9

固定支架

固定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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风扇接线
进行风扇接线前，请先断开风扇位置的电源！

请勿将风扇连接到已损坏的电源！请勿尝试自行解决电气故障。如果不确定此风扇的电气安装事宜，请咨询有资质的电工。

如图所示，使用电线连接器为风扇接线（图 10）。如果您的风扇包装中包括 EMI 过滤器，请如图所示进行安装。

用未上漆的螺钉将绿色接地线连接到底座。将电源的线束连接到延长管的线束，并确保线束和安全索的布线方向相同。

10

北美 
100–120 V 所有其它地区

AC 火线/L1 
棕色 黑色 棕色

AC 零线/L2
蓝色 白色 蓝色

PE/地线
绿黄相间 绿色或裸铜 绿黄相间

图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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接线图
（不带 EMI 过滤器）

白色
黑色

棕色

蓝色

白色黑色

棕色
蓝色

EMI 过滤器

接线图
（带 EMI 过滤器）

绿色和黄色

绿色和黄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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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固定安全索
用安全索将固定支架或建筑结构环绕起来，然后用钩环固定 
（图 11）。

加拿大：安全索必须直接固定到建筑结构的实体部
件上。可能需要安装其它结构材料以提供连接点。

安全索

钩环

图 11

12 抬高罩盖
将罩盖提抬高至固定支架位置，并将罩盖上的四个孔与支架上
的孔对齐。用上漆的螺钉将罩盖固定到固定支架上（图 12）。
确保所有电线和安全索都塞在罩盖中。

罩盖

罩盖螺钉

图 12

恭喜！ 
现在已安装完毕。使用遥控器测试风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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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障排除
风扇启动时，有时可能会前后晃动。这是正常现象，不会影响风扇的运行。

联系客服之前，请先尝试执行以下故障排除步骤。要了解更多的操作、维护以及故障排除信息，请访问 bigassfans.com/support

问题 解决方案

风扇不启动。

• 确保风扇已通电。 
• 检查断路器或保险丝面板以及墙壁开关是否功能正常。 
• 确保风扇正确接线并接地。
• 确保已除去遥控器电池托盘中的塑料膜。

风扇摇晃。 拆下扇叶，确保每个扇叶上的彩色圆点贴纸与电机毂上的相应贴纸匹配。如果贴纸不
匹配，请将扇叶移至匹配的连接点。

运转时风扇有噪音。
使风扇完全停止。
• 用手轻轻转动扇叶，确保风扇旋转时，没有风扇部件与电机毂产生摩擦。
• 检查所有固定硬件和风扇硬件。如果松动，则拧紧。 

我需要重启风扇。
按住 On/Off 按钮，直到 LED 指示灯开始闪烁。
在 LED 闪烁的三秒钟内，再次按下 On/Off 按钮。当 LED 停止闪烁时，重新启动完
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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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养与清洁
请每年花一些时间对风扇执行以下预防性维护程序，以确保其安全有效地运行。

检查安全索、硬件和线缆
 ☑ 检查安全索是否安装正确：拧下罩盖螺钉，将罩盖沿延长管滑下，检查安全索和硬件。

 ☑ 确保用来将扇叶固定到风扇毂的固定五金件和紧固件不松动。

 ☑ 确保电线连接器牢固且接地线已牢固连接。

清洁扇叶
定期给扇叶除尘。如果风扇变脏，可用湿布和普通肥皂水擦拭干净。请勿使用溶剂、汽油或任何其它化学清洁剂！这些可能会导致表面
变形进而损坏风扇。

擦亮扇叶
在超细纤维布上涂上适合于不锈钢表面的清洁产品，例如 Pledge® 多功能表面清洁剂，然后进行擦拭。处理扇叶时，请戴上提供的手
套，以免弄脏扇叶和留下指纹。

清洁灯
灯带有透镜：定期清洁灯的透镜以确保最佳性能。用干净的湿布擦拭镜头，然后等待其完全变干。如有必要，可使用中性肥皂或中性液
体清洁剂。请勿使用百洁布、碱性清洁剂、汽油、稀释剂、苯、加热的油或抛光粉来清洁灯或透镜。

灯不带透镜：定期清洁 LED 以确保最佳性能。使用压缩空气吹灰器清除 LED 上的灰尘和堆积物。清洁时请勿触摸 LED。使用时请竖直
握住吹灰器罐。



한국어



HAIKU® BIG ASS FANS    |    개정 E판    |    02/01/2021

이 설명서를 읽은 후 잘 보관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 전원 끄기

전기 작업을 하는 데 
익숙하지 않으면 면허가 있는 
전기기사에게 연락하십시오. 
해당 지역의 법적 요건이 있을 
경우, 면허가 있는 전기기사가 
선풍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조광기(dimmer) 스위치로 
선풍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차단기의 전원을 끕니다!

 ☑ 도구 준비

 ☑ 선풍기 설치현장 준비*

장착: 높이 10.5 ~ 14+ 피트(3.2 ~ 4.3+m)의 경사진 천장이나 
평면 천장

입력 전압: 100–240 VAC, 50–60 Hz

최대 무게: 26 lb (11.8 kg)

아울렛 박스: 아울렛 박스는 선풍기를 지탱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선풍기 설치 위치에 아웃렛 박스가 없을 
경우, 아웃렛 박스를 천장 장선이나 기둥에 설치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천장: 해당 지역 건축 및 안전법에 의해 요구될 
경우, 안전 케이블용으로 앵커 갈고리를 설치하십시오. 설치 
상세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 참조.

목재 천장 장선: 두 개의 목재 나사(제공되지 않음)를 이용하여 
장착 브래킷을 직접 장선에 부착합니다. Big Ass Fans는 
방부식 12-11 x 45mm 육각헤드 목재 나사와 밀봉재를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 연장 튜브 선택

천장 높이와 경사에 따라 적합한 연장 튜브를 선택하십시오. 
가장 적합한 연장 튜브를 선택하려면 2 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후크고리(hook)나 다른 부품과 같이 천장에 부착하기 위한 장착/고정 장치는 
천장 선풍기 무게의 4배를 견딜 수 있을만큼 충분한 힘으로 고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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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천장
그림에서 보이는 방식으로, 직경 8 mm 구멍 세 개를 드릴로 뚫습니다. 구멍 깊이는 46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멍에 먼지가 있으면 
제거하십시오. 구멍에 세 개의 앵커 볼트를 끼웁니다. 볼트 슬리브가 천장 표면과 같은 높이가 되는지 확인하면서 망치로 앵커볼트 머리를 
칩니다. 장착 브래킷을 앵커 볼트에 맞춥니다. 앵커가 확대되면서 잠겨지도록 세 개의 모든 앵커 볼트를 완전하게 조여줍니다.

해당 지역 건축 및 안전법에 의해 요구될 경우, 안전 케이블용으로 앵커 갈고리를 설치하십시오. 앵커 갈고리용으로 직경 8 mm 구멍 1
개를 드릴로 뚫습니다. 구멍 깊이는 46m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구멍에 있는 이질물을 깨끗이 치우고 나서 앵커 갈고리를 끼우고 완전히 
조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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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튜브 선택
아래 표를 참조하여 해당 선풍기에 적합한 연장 튜브를 선택하십시오. 

천장 경사

범용 마운트가 있는 하이쿠 선풍기는 각도 33° 이하의 경사진 
천장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선풍기 직경 최대 천장 
경사 연장 튜브 길이

52 인치 
(1.3m)

26°
20 인치  
(508mm)

52 인치  
(1.3 m)

33°
32 인치  
(813mm)

60 인치  
(1.5 m)

22°
20 인치  
(508mm)

60 인치  
(1.5m)

33°
32 인치  

(813 mm)

84 인치  
(2.1 m)

16°
20 인치  
(508mm)

84 인치  
(2.1m)

29°
32 인치  
(813mm)

천장 높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려면  천장 높이를 기준으로 아래 연장 
튜브를 선택하도록 권장합니다.

천장 높이 연장 튜브 길이

10.5 –11 피트 
(3.2 – 3.4m)

20 인치  
(508mm)

11–13 피트 
(3.4 – 4m)

32 인치  
(813mm)

13 – 14 피트* 
(4 – 4.3m)*

48 인치* 
(1219mm)*

>14 피트* 
(>4.3m)*

60 인치* 
(1524mm)*

*  천장 높이가 13 피트(4 미터) 이상이면 길이가 긴 연장 튜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풍기는 20 인치(508mm) 및 32 
인치(813mm) 연장 튜브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고객 서비스 
부서에 연락하면 다른 길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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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쿠 리모컨
리모컨이 비나 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선풍기 켜짐 또는 꺼짐.
최대 8시간까지 선풍기 예약 시간 설정. 버튼을 
누를 때마다 예약 시간이 한 시간씩 연장됩니다.

조명 켜짐 또는 꺼짐. 작동 중이던 팬 타이머(예약 설정) 지우기.

팬 속도/조명 밝기 증가. 자연 바람을 내보내 주도록 팬 속도 조절.

팬 속도/조명 밝기 감소.
편안하게 숙면할 수 있도록 밤새 팬 속도 자동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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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안전 케이블은 그림에서 보이지 않음
EMI 필터가 포함된 경우 선풍기와 함께 설치하십시오.

장착 브래킷

캐노피

연장 튜브

하단 커버M5 나사 (6)

캐노피 나사 (4)

배선 커버

날개 (3)

M6 너트

M6 x 32mm 볼트

그로밋 (6)

장착구 및 쐐기

모터 중심부

와이어 커넥터

6mm 철핀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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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설치

플라스틱 보호 커버는 분리하여 재활용 처리하십시오. 

각 날개를 시계 방향으로 움직여 선풍기 중심부에 정렬하고 날개 
체결부품으로 고정하십시오(그림 1). 각 날개의 스티커 색깔이 
선풍기 중심부의 해당 스티커 색깔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M5 나사

그로밋

1

그림 1

날개

그림 2

2 하단 커버 설치

하단 커버를 설치합니다. 선풍기 하부의 배선 뭉치가 선풍기의 
홈과 하부 커버의 홈에 끼워져 있는지 확인합니다.(그림 2).

하단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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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그림 3.2

배선 뭉치

M6 x 32mm 볼트

M6 너트

3 연장 튜브와 배선 뭉치 부착

연장 튜브의 볼트 구멍과 모터축의 구멍을 정렬한 후 제공된 체결부품과 렌치로 튜브를 고정하십시오(그림 3.1). 연장 튜브가 기울지 않고 
모터 중심부에 수직이 되도록 하십시오.

연장 튜브의 배선 뭉치를 모터 중심부의 소켓에 연결하십시오 (그림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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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안전 케이블

접지선 (녹색)

잠금 잠금 
와셔와셔 나사

안전 케이블과 접지선 설치

도색하지 않은 나사와 잠금 와셔를 이용하여 안전 케이블과 접지선 러그를 설치하십시오. 그림과 같이 안전 케이블 러그가 위를 향하도록 
하십시오 (그림 4.1).

모든 체결부품이 고정되었는지 확인한 후 연장 튜브의 상단 케이블을 조심히 당겨 느슨함을 줄입니다. 그림과 같이, 모터 중심부의 나머지 
느슨한 배선 소켓은 위를 향하게 합니다 (그림 4.2).

4

그림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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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설치

경고: 이 장치의 램프에서 나오는 자외선을 직접 보면 피부 또는 눈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램프를 교체하거나 수리하기 전에 항상 
전원을 차단하십시오.  자외선 LED는 Big Ass Fans가 제조한 모델 번호 1050-39-30으로 교체하십시오.

조명을 연장 튜브 아래로 밀어 선풍기 중심부에 놓이게 합니다.  조명 상부의 탭이 모터 브래킷 상부 홈에 놓이도록 조명 방향을 
설정하십시오.(그림 5.1). 조명 위치를 설정할 때 연장 튜브가 긁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조명의 배선 뭉치를 모터 중심부의 소켓에 
연결합니다. 조명 상부의 고정 나사를 조입니다(그림 5.2).

5

그림 5.1

조명

그림 5.2

고정 나사

배선 뭉치

탭

모터 브래킷

라이트 키트 무게: 
1 lb (454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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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커버

캐노피

6 배선 커버 및 캐노피 조립

배선 커버를 연장 튜브 아래로 밀어 내린 다음, 조명에 놓이게 합니다. 배선 커버와 조명 사이에 전선이 보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캐노피를 
연장 튜브 아래로 밀어 내린 다음, 배선 커버(그림 6)에 놓이게 합니다.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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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착구 설치

장착구를 연장 튜브에 끼운 다음 밀어줍니다(그림 7.1). 

연장 튜브 상단에 있는 구멍에 6 mm 철핀을 집어 넣은 다음, 장착구를 위로 밀어주어, 안쪽 홈(B)에 철핀이 들어가게 합니다 (그림 7.2).

쐐기를 장착볼에 끼우고 나서, 나사로 고정시킵니다. 장착볼과 연장 튜브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나사를 충분히 조여주되, 과도하게는 
조이지 마십시오 (그림 7.3).

그림 7.1 그림 7.2 그림 7.3

연장 튜브연장 튜브

장착구

6mm 철핀

나사

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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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 브래킷 설치

장착 브래킷을 설치하기 전에, 선풍기로 가는 전원을 
차단하십시오!

적절한 체결부품으로 장착 브래킷을 장착 구조물에 고정합니다 
(그림 8). 

아울렛 박스 표시 장착 구조물은 그림과 다를 수 있습니다.

8

그림 8

적합한 장착 체결부품

장착 브래킷

9 선풍기 걸기

선풍기를 장착 브래킷까지 들어올립니다. 장착구의 슬롯을 장착 
브래킷의 리브와 맞춘 후 장착구를 끼우고 선풍기를 매달면 
됩니다 (그림 9). 

작동 중에 확실히 움직이지 않게 하려면 연장 튜브를 가볍게 
비틀어 주십시오.

그림 9

장착 브래킷

장착 
볼



12 HAIKU® BIG ASS FANS    |    개정 E판    |    02/01/2021

선풍기 배선
선풍기에 배선을 하기 전에, 선풍기 위치의 전원을 차단하십시오!

손상된 전원에 선풍기를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전기 고장의 경우 본인이 직접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선풍기의 전기 설치에 자신이 
없으면, 자격있는 전기 기술자와 상의하십시오.

와이어 커넥터를 사용하여 배선도에 표시된대로 선풍기 배선을 수행합니다 (그림 10). 선풍기 포장물에 EMI 필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림과 같이 설치합니다.

도색되지 않은 나사로 녹색 접지선을 마운트에 연결합니다. 전원 공급 장치의 배선 뭉치를 연장 튜브의 배선 뭉치에 연결하고, 배선 및 안전 
케이블이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10

북미 
100–120 V 모든 다른 지역

AC 열선(hot)/L1 
갈색 검정색 갈색

AC 중성선/L2
파랑 백색 파랑

PE/접지
녹색 바탕에 노란색 녹색 또는 나동선 녹색 바탕에 노란색

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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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도
(EMI 필터 없음)

백색

검정

갈색

파랑

백색검정색

갈색
파랑

EMI 필터

배선도
(EMI 필터 있음)

녹색 및
노랑

녹색 및
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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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 케이블 고정

장착 브래킷이나 건물 구조물 주변을 안전케이블로 고리 
모양으로 돌려 준 다음, 섀클(그림 11)로 고정시킵니다.

캐나다: 안전 케이블을 건물 구조의 기존 부분에 
고정해야 합니다. 부착 지점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구조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 케이블

섀클

그림 11

12 캐노피 들어올리기

캐노피를 장착 브래킷까지 들어올려 캐노피의 4개 구멍과 
브래킷의 구멍이 일치하도록 맞춥니다. 도색된 나사로 캐노피를 
장착 브래킷에 고정시키십시오 (그림 12). 모든 전선과 안전 
케이블이 캐노피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캐노피

캐노피 나사

그림 12

축하합니다! 
이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리모컨을 이용하여 선풍기 작동을 
시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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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진단과 해결
선풍기를 시동할 때 때때로 앞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현상이며 선풍기 작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객 서비스 부서에 문의하기 전에 다음 문제해결 단계를 시도하십시오. 작동, 유지 관리 및 문제 해결에 관한 추가 정보를 보려면 
bigassfans.com/support를 방문하십시오.

문제 해결책

선풍기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 선풍기에 전력이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회로 차단기나 퓨즈 패널 및 벽 스위치 기능을 점검하십시오. 
• 선풍기의 배선과 접지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리모컨의 배터리 트레이에 있는 플라스틱 필름이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선풍기가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경우.
날개를 제거하고 각 날개의 컬러 점 스티커가 모터 중심부의 해당 스티커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스티커가 일치하지 않으면 날개를 일치하는 부착 지점으로 이동하세요.

선풍기 작동 시에 소음이 생기는 경우.

선풍기를 완전히 정지시킵니다.
• 손으로 날개를 천천히 돌리면서 선풍기가 회전할 때 모터 중심부에 닿는 부품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 모든 장착 부품 및 선풍기 체결부품들을 점검하십시오. 체결부품들이 느슨해져 있으면, 

단단히 조이십시오. 

선풍기 재시동이 필요합니다.
LED 표시등이 깜박이기 시작할 때까지 켜기/끄기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LED가 깜박이면 3초 내에 다시 한번 켜기/끄기 버튼을 누릅니다. LED의 깜박임이 멈추면 
재시동이 완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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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및 청소
선풍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동 보장을 위해 매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선풍기에 다음의 예방 유지보수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안전 케이블, 체결부품, 배선 점검
 ☑ 캐노피 나사를 제거하고 캐노피를 연장 튜브 아래로 밀어 안전 케이블과 체결부품 상태를 검사하여, 안전 케이블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장착 체결부품과 날개를 선풍기 중심부에 고정하는 패스너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배선 뭉치가 잘 고정되어 접지선이 안전하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날개 청소
날개의 먼지를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십시오. 선풍기가 더러워지면, 젖은 천과 일반 비누와 물로 닦아내십시오. 솔벤트나 가솔린, 또는 
기타 화학세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선풍기의 표면이 뒤틀리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광택 있는 날개
Pledge® 다중면 클리너와 같은 스테인리스강 표면 청소용 제품을 적용하고 극세사로 닦으십시오. 날개를 다룰 때는 얼룩과 지문이 
남지 않도록 제공된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조명 청소
렌즈가 있는 조명:  최적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조명의 렌즈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십시오. 깨끗한 젖은 천으로 렌즈를 닦고 완전히 
말립니다. 필요 시 순한 비누 또는 순한 액체 세제를 사용하십시오. 수세미, 알칼리성 세제, 휘발유, 시너, 벤젠, 난방유 또는 광택 
분말을 사용하여 조명이나 렌즈를 청소하지 마십시오.

렌즈가 없는 조명:  최적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LED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십시오. 압축 공기 먼지 제거기를 사용하여 LED에서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하십시오. 청소할 때 LED를 만지지 마십시오. 사용할 때 먼지 제거기를 똑바로 유지하십시오.







Models: / 型號：/ 型号：/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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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150-X2-XX-XX-02-C, S3150-X2-XX-XX-03-C, B3213-X4

EPA Est. 97457-KY-1

Singapore
新加坡 / 新加坡 / 싱가포르
18 Tampines Industrial Crescent 
#06-07
Singapore 528 605
+65 6709 8500
bigassfans.com/sg

Manufacturer
製造商 / 制造商 / 제조자
2348 Innovation Drive
Lexington, KY 40511, USA

Manufacturing Site
製造場所 / 制造场所
제조 장소
2251 Innovation Drive
Lexington, KY 40511,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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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美國 / 美国 / 미국
2348 Innovation Drive
Lexington, KY 40511, USA
877-244-3267
Outside the U.S. (+1 859-233-1271)
bigassfans.com

Malaysia
馬來西亞 / 马来西亚 / 말레이시아
BAFCO Asia Sdn Bhd (965032-V)
No 4, Jalan Jururancang U1/21A
Hicom Glenmarie Industrial Park
40150 Shah Alam, Selangor,
Malaysia
(+603) 5565 0888

Canada
加拿大 / 加拿大 / 캐나다
2180 Winston Park Drive
Oakville, Ontario L6H 5W1
Canada
1 844-924-4277
bigassfans.com/ca

Mexico
墨西哥 / 墨西哥 / 멕시코
CEBSA (Corporación Eléctrica del 
Bravo SA de CV)
Avenida Ind. Rio San Juan
Lote 3-A Parque Industrial del Norte
Reynosa, Tamps C.P. 88736
+52 1 899 925 6398
http://cebsainc.com/

Australia
澳大利亞 / 澳大利亚 
오스트레일리아
35 French Street
Eagle Farm, Brisbane
QLD 4009
Australia
+61 1300 244 277
bigassfans.com/au

All Other Geographies
所有其他地域
所有其他地域
그 외 모든 지역
+1 859-410-6286
bigassfans.com

Warranty and WEEE Returns
保修和 WEEE 退還
保修和 WEEE 退还
보증 및 전기전자 기기 폐기물(WEEE) 반품

2201 Jaggie Fox Way
Lexington, KY 40511,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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