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GASSFANS.COM

HAIKU L

EXCEPTIONALLY
ENGINEERED

FR127C-U1H
FR150C-U1H
FR127C-U1J
FR150C-U1J
FR112C-U1H

이 설명서를 읽은 후 잘 보관하십시오

この説明書は読後保存の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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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 차단기의 전원을 끕니다
입력 전압: 100–240 VAC, 1 Φ, 50/60 Hz

와트(W)
FR127C-U1H: 39W 최대  |  FR150C-U1H: 55W 최대
FR127C-U1J: 33W 최대  |  FR150C-U1J: 34W 최대
FR112C-U1H: 36W 최대

손상된 전원에 선풍기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전기 고장인 경우 
본인이 직접 고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전기 작업을 하는 데 
익숙하지 않으면 면허가 있는 전기기사에게 연락하십시오. 해당 
지역의 법적 요건이 있을 경우, 면허가 있는 전기기사가 선풍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도구 준비

모델 및 최대 무게  
FR127C-U1H (13.89 lb [6.3 kg]), FR150C-U1H (14.33 lb [6.5 kg]), FR127C-U1J (13.45 lb [6.1 kg]), FR150C-U1J (13.89 lb [6.3 kg]), FR112C-U1H (13.45 lb [6.1 kg])

경고: 설치는 미국 전기규정(NEC), ANSI/NFPA 70, 그리고 모든 국가법규 및 현지 규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야 합니다.
접지선은 공급장치 접지로 연결되어야 하며, 그 길이는 안전 케이블보다 길어야 합니다.
차단 수단은 배선 규칙에 따라 고정된 배선에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후크고리(hook)나 다른 부품과 같이 천장에 부착하기 위한 장착/고정 장치는 천장 선풍기 무게의 4배를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힘으로 고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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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및 체결부품

장착 브래킷

장착구 및 쐐기

배선 커버

연장 튜브

컨트롤 박스
6mm 철핀

M8 볼트
M8 와셔 및 너트

M5 선풍기 날개 나사 (6)

모터부
날개 (3)

배선 및 안전 케이블은 그림에서 보이지 않음.

M3 모터 커버 나사 (3)
모터 커버 테두리

모터 커버

라이트 키트는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업체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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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착 브래킷 설치
아웃렛 박스

경고: 선풍기를 지탱해 주기에 적합하다고 표시된 아울렛 박스에만 
장착하십시오.

적합한 체결부품 (제공되지 않음)을 사용하여 장착 브래킷을 아울렛 
박스에 고정합니다.

콘크리트 천장

선풍기 위치까지 전원선을 설치합니다. 장착 
브래킷을 드릴용 틀로 사용하여 네 개의 구멍을 
뚫습니다. 네 개의 M6 앵커 볼트*를 사용하여 장착 
브래킷을 천장에 부착합니다. 해당 지역 법규에 
의해 요구될 경우, 안전 케이블용으로 M6 앵커 
후크고리*를 설치하십시오.

* 선풍기에 앵커 볼트와 앵커 후크고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콘크리트 장착에 사용하십시오.

목재 천장 장선

선풍기 위치까지 전원선을 설치합니다. 두 개의 목재 나사(제공되지 않음)를 이용하여 장착 브래킷을 
장선에 부착합니다. 권장사항: 부식방지 12-11 x 45mm 육각헤드 목재 나사와 접착제. 현지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 아울렛 박스를 장선에 장착하거나 끼워 넣으십시오. 아울렛 박스는 선풍기를 지탱해 주기에 
적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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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풍기 배선

선풍기에 배선을 하기 전에, 전원을 차단하십시오.

장착 브래킷에서 나온 전선을 공급 전원선에 연결합니다. 전기 배선을 아울렛 박스나 건물 
구조물에 조심스럽게 집어 넣어서 전선 하네스(harness)만 걸려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선연결 
커넥터를 위로 향하게 하고, 전선을 아웃렛 박스 또는 장착 구조물의 한쪽으로는 접지된 도체가 
오게 하고 다른 쪽에는 비접지 도체가 오도록 벌려 놓습니다.

북미 100–120 V 오스트레일리아 모든 다른 지역

AC 열선(hot)/L1 검정색 갈색 또는 적색 갈색

AC 중성선(Neutral)/L2 백색 검정 또는 연청색 파란색

PE/접지 녹색 또는 나동선 녹색 바탕에 노란색 녹색 바탕에 노란색

AC 열선(hot)/L1

AC 중성선(Neutral)/L2

PE/접지

검정 또는 갈색 (AC 열선/L1)

백색 또는 청색 (AC 중성선/L2)

녹색 바탕에 노란색 (PE/접지)

공급 전원 장착 브래킷

공급 전원 전선 색상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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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날개와 모터 커버 설치

선풍기 허브의 각 날개를 정렬시키고 날개를 나사로 고정합니다. 날개에 부착된 스티커가 선풍
기 허브에 부착된 스티커와 짝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나사를 2.5 N·m (22.1 in·lb)까지 조입니다. 
모터 커버 나사로 모터 커버를 모터부에 고정시킵니다.

나사를 과도하게 조이면 날개가 휘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품질보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M5 날개 나사
모터 커버

날개

M3 모터 커버 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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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장 튜브 및 모터 커버 테두리 설치

연장 튜브 고정 및 
체결부품 조임

 접지선 연결 안전 케이블 연결

전선 하네스(harness) 
꽂기

느슨한 부분 줄임 테두리(trim)를 밀어서 
내립니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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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선 커버 및 장착구 설치

5.1. 배선 커버를 연장 튜브 아래로 밀어 
내립니다. 연장 튜브 위로 장착구를 
밀어올립니다.

5.2. 연장 튜브 상단에 있는 구멍에 철핀을 
끼웁니다. 장착구를 밀어 올려 장착구 내부 
홈(슬롯)에 철핀을 고정시킵니다.

5.3. 쐐기를 장착구에 끼워 넣고 나사로 
고정시킵니다. 장착구와 연장 튜브 사이에서 
움직임이 없도록 나사를 충분히 조여줍니다.

장착구

배선 커버

철핀
장착구

쐐기

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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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컨트롤 박스 설치 및 선풍기 걸기

6.1. 컨트롤 박스를 장착 브래킷에 끼워 넣습니다.

6.2. 선풍기를 장착 브래킷 쪽으로 올립니다. 
장착 브래킷의 리브 (rib)를 장착구 구멍에 
맞추고 장착구의 자리를 잡은 다음, 선풍기가 
자유롭게 매달리게 하십시오. 선풍기 작동 
중에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움직이지 않게 
하려면 연장 튜브를 살짝 비틀어 주십시오.

장착구

컨트롤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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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배선 하네스(wiring harness) 및 접지선 연결

안전 케이블 (건물의 고정물에)7.1. 연장 튜브에서 나온 배선 하네스(2개)
를 컨트롤 박스 뒷면의 배선 하네스(2개)에 
연결합니다. 접지용 나사로 연장 튜브에서 나온 
녹색 접지선을 장착 브래킷에 고정시킵니다.

7.2. 천장에서 나온 배선 하네스를 컨트롤 
박스 앞쪽 배선 하네스에 연결합니다. 
장착 브래킷의 양면 테이프를 벗겨 내고 
페라이트 코어를 테이프에 부착합니다.

배선 하네스(Harness) 접지선

페라이트 코어
(Ferrite Core)

배선 하네스
(Ha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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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 케이블 고정
 
현지의 안전 규정에 따라서는, 천장 선풍기를 건물의 구조물에 직접 고정시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싱가포르의 경우). 확실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안전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고객 서비스부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건물의 구조물

안전 케이블의 상단 끝으로 건물의 구조물을 
감쌉니다. 섀클(shackle)로 고정합니다. 허용 
가능한 건물의 고정물은 목재빔(들보) 또는 2
개의 들보 사이에 고정된 금속 장착 브레이스 
등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착점을 제공할 
수 있는 추가 구조재를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섀클
(Shackle)

앵커 후크고리

앵커 후크 주변을 안전 케이블 상단으로 
감쌉니다. 섀클(shackle)로 고정합니다.

섀클
(Shack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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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 키트 모델 TM3191-001 및 TM3191-003만 사용하십시오. 라이트 키트 무게: 0.64 lb (290 g)

“습한 장소에서 사용하기에 적합(Suitable for Use in Wet Locations)”이라고 표시된 라이트 키트만 
사용하십시오.

9. 배선 커버 고정

배선 커버를 연장 튜브까지 밀어 올릴 때 배선 커버 
상단이 장착 브래킷과 수평이 되도록 노란색 화살표 
스티커를 잘 맞추십시오. 모든 전선을 배선 커버 
안으로 밀어 넣은 후, 배선 커버를 시계 방향으로 
비틀어 잠금니다.

배선 커버

라이트 키트는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업체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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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컨

리모컨이 비나 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선풍기 켜짐 또는 꺼짐.

조명 켜짐 또는 꺼짐.

바람 속도/조명 밝기 증가.

바람 속도/조명 밝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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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 중이던 팬 타이머(예약 설정) 
취소.

자연 바람을 내보내 주도록 바람 세기 조절.

편안하게 숙면할 수 있도록 밤새 바람 세기 자동 조절.

가동, 유지보수, 문제 진단 및 해결에 관한 정보는 bigassfans.com/support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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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유지보수
선풍기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매년 이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 안전 케이블. 안전 케이블이 올바르게 설치 및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체결부품. 모든 체결부품을 확실하게 조여 주십시오.

 ☑ 배선. 전원 배선과 접지를 확인하십시오.

 ☑ 세척. 날개가 더러워지면, 젖은 천과 일반 비누와 물로 닦아내십시오.

가동, 유지보수, 문제 진단 및 해결에 관한 정보는 bigassfans.com/support를 참조하십시오

Big Ass Fans 모바일 앱*
Big Ass Fans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여러 팬을 그룹화하고, 설정을 조정하고, 핸즈프리 
제어를 위해 편안함 기본 설정을 지정하십시오.

스마트 장치 통합 지침은 www.bigassfans.com/support를 방문하십시오.

*모바일 앱은 팬에 Wi-Fi 모듈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이쿠(Haiku)는 미국 또는 다른 국가에 등록된 Delta T LLC의 상표입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갱신된 사항에 대해서는 www.bigassfans.com/support/haiku-l에서 온라인 인쇄용 설치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Google Play는 Google LLC의 상표입니다.

www.bigassfans.com/patents  ⋅  www.bigassfans.com/product-warranties

연락하실 곳

미국 
2348 Innovation Drive
Lexington, KY 40511
USA
877-244-3267
미국 밖 (+1 859-233-1271)
bigassf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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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50 Ubi Crescent
#01-01 Ubi TechPark
Singapore 408568
+65 6709 8500
bigassfans.com/sg

그 외 모든 지역
+1 859-410-6286
bigassf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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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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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uid Equipment Supply Company S de RL de CV
Blvd. Adolfo Lopez Mateos 2292-4
Col. Zona Industrial, CP 21389, Mexicali, BC, Mexico
+52 (686) 561-4616

Gomez & Hilman Home Appliances SA de CV
Valerio Gonzalez Canseco 714 L-1
Colonia Primero de Mayo, San Jose del Cabo B.C.S. 
Mexico CP 23406
휴대전화: 6241416065
사무실 전화: 6241421359





日本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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始める前に

 ☑ ブレーカーの電源を切る

入力電圧：100～240 VAC、単相、50/60 Hz

電力
FR127C-U1H：最大39 W   |  FR150C-U1H：最大55 W
FR127C-U1J：最大33 W   |  FR150C-U1J：最大34 W
FR112C-U1H：最大36 W

損傷した電源にファンを接続しないでください。電気的な故障は
ご自分で解決しようとしないでください。ご自分で電気配線を行
う自信がない場合は、有資格の電気技師に依頼してください。現
地の規定で定められている場合は、有資格の電気技師がファンを
取り付けてください。

 ☑ 必要工具

モデルと最大重量  
FR127C-U1H (6.3 kg)、FR150C-U1H (6.5 kg)、FR127C-U1J (6.1 kg)、FR150C-U1J (6.3 kg)、FR112C-U1H (6.1 kg)

警告: 据付は、米国電気工事規定（米国NEC)、ANSI/NFPA 70、国および現地法規に定めるその他の規定すべてに従っ
て行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アース線は、供給電圧のアース線に接続し、その長さは安全ケーブルより長くしてください。

配線規則に従い、固定配線には切断手段が必要です。

フックその他の器具など、天井への取付、固定手段は、天井ファンの4倍の重量に耐えられる強度が必要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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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品と金具

取り付けブラケット

取付球とくさび

配線カバー

延長チューブ

制御ボックス
6 mm スチールピン

M8ボルト
M8座金とナット

M5羽根ネジ（6本）

モーターユニット
羽根（3枚）

配線と安全ケーブルは、図示していません。

M3モーターカバーネジ（3本）
モーターカバートリム

モーターカバ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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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取り付けブラケットを取り付けます

コンセントボックス

警告: ファンを支えるのに適しているとのマークが付いたコンセン
トボックスにのみ取り付けてください。

適切な金具 (客先準備品) を使用し、取り付けブラケットをコンセン
トボックスに固定します。

コンクリート製天井

電源ワイヤーをファンの取り付け場所に通しま
す。取り付けブラケットを穴あけテンプレートと
して使用し、穴を4つ開けます。M6アンカーボルト
4本で取り付けブラケットを直接天井に固定しま
す。*現地の規定で定められている場合は、M6アン
カーフック*で安全ケーブルを取り付けます。

*アンカーボルト、アンカーフックがファンに付属している場合は、
コンクリートへの取り付けに使用します。

木製天井の根太

電源ワイヤーをファンの取り付け場所に通します。木ネジ2本 (客先準備品) で取り付けブラケットを根太
に固定します。推奨：シール付き木ネジと耐食六角ボルト12ゲージ11 x 45 mmを使用してください。現地
の規定で定められている場合は、根太にコンセントボックスを取り付けまたは埋め込みます。コンセント
ボックスは、ファンを支えるのに適して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

最
大
5
0
 
m
m

最
大
4
0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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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ファンを配線します

ファンの配線前に電力を切断します。

取り付けブラケットからの配線を電源配線に接続します。コンセントボックスや建物の構造物
に配線を丁寧に挟み込み、配線ハーネスだけが垂れ下がるようにします。配線コネクタを上向
きにして、コンセントボックス/取り付け構造の片側に接地導体、もう一方に未接地導体を配置
して、配線が広がっていることを確認してください。

北米100～120V オーストラリア その他の地域

交流ホット/L1 黒 茶色、または赤 茶

交流ニュートラル/L2 白 黒、または空色 青

PE / 接地 緑、または裸銅線 緑と黄色 緑と黄色

交流ホット/L1

交流ニュートラル/L2

PE / 接地

黒または茶色（交流ホット/L1）

白または青（交流ニュートラル/L2）

緑と黄色（PE / 接地）

電源 取り付けブラケット

電源配線色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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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羽根とモーターカバーを取り付けます

各羽根をファンハブに合わせ、羽根ネジで固定します。羽根のシールが、ファンハブのシール
と一致す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ネジを2.5 N·mまで締めます。モーターカバーをモーターカバ
ーネジでモーター装置に固定します。

ネジを締めすぎると羽根が反り返り、保証が無効になる
場合があります。

M5羽根ネジ
モーターカバー

羽根

M3モーターカバーネ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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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延長チューブとモーターカバートリムを取り付けます

延長チューブを固定
し、金具を締めます

 接地配線を接続し
ます

安全ケーブルを接続し
ます

配線ハーネスを差
し込みます

たるみを取ります トリムを下にスライ
ドします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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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配線カバーと取付球を取り付けます

5.1.配線カバーを延長チューブ下にスライ
ドします。取付球を延長チューブ上にスラ
イドします。

5.2.スチールピンを延長チューブ上部の穴
に差し込みます。取付球を上方にスライド
し、スチールピンを内側スロットに配置し
ます。

5.3.取付球にくさびを挿入し、ネジで固定し
ます。取付球と延長チューブの間で動かない
ように、ねじを充分に締めます。

取付球

配線カバー

スチールピン
取付球

くさび

ネ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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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制御ボックスを取り付け、ファンを吊るします

6.1.制御ボックスを取り付けブラケットに挿入します。

6.2.ファンを取り付けブラケットまで持ち上
げます。取付球のスロットを取り付けブラケ
ットのリブに合わせ、ファンが自然に吊り下
がるようにします。延長チューブを軽くねじ
り、正しく配置されていることを確認し、フ
ァンの動作中に動かないようにします。

取付球

制御ボック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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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配線ハーネスと接地配線とを接続します

安全ケーブル（建物構造物に接続）

7.1.延長チューブからの配線ハーネス（2本）
を制御ボックス裏からの配線ハーネス（2本）
に接続します。延長チューブからの緑色の接
地配線を取り付け、ブラケットに接地ネジで
固定します。

7.2.天井からの配線ハーネスを制御ボック
スの表の配線ハーネスに接続します。取り
付けブラケットの両面テープをはがし、フ
ェライトコアをテープに貼り付けます。

配線ハーネス 接地配線

フェライトコア

配線ハーネ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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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安全ケーブルを固定します
 
一部の地域の安全規定では、天井ファンを建物構造物に直接固定することが義務付けられてい
ます（カナダ、シンガポール）。不明な場合は、現地の安全規定を確認してください。助けが
必要な場合は、カスタマーサービス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建物構造物

安全ケーブルの上端を建物構造物に巻き付け
ます。シャックルで固定します。建物構造と
しては、木製梁、2本の梁間で固定された金属
製取付ブレースなどをお使いいただけます。
場合によっては、追加の構造材料を取り付
け、接続点を作る必要があります。

シャックル

アンカーフック

安全ケーブルの上端をアンカーフックに巻
き付けます。シャックルで固定します。

シャック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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照明キットモデルTM3191-001とTM3191-003のみを使用してください。照明キットの重量：290ｇ

「濡れる場所にも最適」と明記されている照明キットのみを使用してください。

9.配線カバーを固定します

配線カバーを延長チューブの上にスライドさせ、黄色
い矢印のシール2つの位置を合わせ、配線カバーの上
部が取り付けブラケットと平行になるようにします。
全ての配線を配線カバーの中に入れ、配線カバーを時
計方向に回しロックします。

配線カバ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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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モコン

リモコンを雨や水にさらさないでください。

ファンのスイッチを切り替えます。

照明のオン/オフを切り替えます。

ファンの速度と輝度を上げます。

ファンの速度と輝度を下げます。

ファンタイマーの長さを最大8時間まで設定します。1回押すたびに、1時間長く
なります。

使用中のファンタイマーをクリアします。

ファンの速度を変化させ、自然なそよ風をシミュレートします。

一晩中ファンの回転数を自動的に調整して、寝ている間も快適に過ごせるように
します。

操作、お手入れ、トラブルシューティングに関しては、bigassfans.com/support 
をご覧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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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次保守
ファンがスムーズに稼働するよう、毎年以下の保守を行ってください。

 ☑ 安全ケーブル。安全ケーブルが適切に取り付けられ、固定されていることを確認します。

 ☑ 金具。すべての金具がしっかり締まっていることを確認します。

 ☑ 配線。電力配線と接地の接続を確認します。

 ☑ クリーニング。羽根の埃を払い、一般的な石けんと水で布を濡らして清掃します。

操作、お手入れ、トラブルシューティングに関しては、bigassfans.com/support 
をご覧ください。

Big Ass Fans モバイル アプリ*

Big Ass Fans モバイル アプリをダウンロードして、複数のファンをグループ化し、設定を調
整し、ハンズフリー コントロールの快適さを設定します。

スマート デバイスの統合手順については、www.bigassfans.com/support をご覧ください。

*モバイル アプリでは、ファンに Wi-Fi モジュールを取り付ける必要があります。



Haikuは、Delta T LLCの商標で、米国、その他諸国で登録されています。本書に記載されている情報は、通知なしに変更する場合がありま
す。最新情報は、www.bigassfans.com/support/haiku-lにてオンライン据付説明書（印刷可能）をご覧ください。
Google Play は Google LLC の商標です。

www.bigassfans.com/patents  ⋅  www.bigassfans.com/product-warranties

お問い合せ

米国 
2348 Innovation Drive
Lexington, KY 40511
USA
877-244-3267
海外 (+1 859-233-1271)
bigassfans.com

オーストラリア
35 French Street
Eagle Farm, Brisbane
QLD 4009
オーストラリア
+61 1300 244 277
bigassfans.com/au

シンガポール
50 Ubi Crescent
#01-01 Ubi TechPark
Singapore 408568
+65 6709 8500
bigassfans.com/sg

その他の地域
+1 859-410-6286
bigassfans.com

カナダ
2180 Winston Park Drive
Oakville, Ontario L6H 5W1
カナダ
1 844-924-4277
bigassfans.com/ca

メキシ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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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uid Equipment Supply Company S de RL de CV
Blvd. Adolfo Lopez Mateos 2292-4
Col. Zona Industrial, CP 21389, Mexicali, BC, 
Mexico
+52 (686) 561-4616

Gomez & Hilman Home Appliances SA de CV
Valerio Gonzalez Canseco 714 L-1
Colonia Primero de Mayo, San Jose del Cabo B.C.S. 
Mexico CP 23406
携帯電話：6241416065
オフィス：6241421359



HKU-INST-242-AS1-01
REV. M   11/18/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