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M. 1346373
Model / 모델: CADU7-C7

Shower Caddy - U7TM

INSTRUCTION MANUAL
IMPORTANT, KEEP FOR FUTURE REFERENCE:
PLEASE READ CAREFULLY.
샤워 캐디 - U7TM

사용설명서
중요 사항: 향후 참조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하고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Rev. 13-12-2019

Made in China
Residential use only

원산지 중국
가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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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D HARD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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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D PARTS
Item
항목

부품 포함
Description
설명

Quantity
수량

1

Rubber ring
고무링

x1

2

Shower door mounting accessory
샤워 도어 고정 액세서리

x1

3

Q-CupTM

x1

4

Shelf slider
선반 슬라이더

x2

5

Suction cup (for removable installation)
흡착판(탈착식 설치용)

x2

6

Adhesive support (for permanently affixed installation)
부착 지지대(영구 부착 설치용)

x2

7

Tray
받침대

x1

8

Support structure with basket
바구니가 포함된 지지대형 구조

x1

9

Mirror
거울

x1

10

Soap dish
비누받침

x1

11

Basket
바구니

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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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YOU WILL NEED...

필요한 도구...
Screwdriver
드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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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중요 사항

The installer and/or user must read, understand and
follow these instructions before installing the product.
This product must be properly installed before it is
used. If instructions are not followed, the manufacturer
will not be held responsible for any problems or
product malfunction. Failure to follow installation and/
or operating instructions voids the warranty.

설치자 및/또는 사용자는 제품을 설치하기
전에 이 지침을 읽고 이해하고 따라야
합니다. 제품을 올바르게 설치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4

제조사는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 또는 제품의 오작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치 및/또는
작동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보증이
무효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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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ATION AND ADJUSTMENTS

설치 및 조절 방법

1. Open the tab on the shelf slider (fig. 1).

1. 선반 슬라이더의 탭을 엽니다(그림 1).

2. Adjust to the desired height and close tab to
maintain the basket in position.

2. 원하는 높이로 조절한 다음 탭을 닫아
바구니를 제자리에 놓습니다.

3. Repeat the steps to install the mirror.

3. 동일한 방법으로 거울을 설치합니다.

fig. / 그림 1

INSTALL THE Q-CUP™

Q-CUPTM 설치 방법

1. Install the Q-Cup™ onto the basket. Clip it over the
basket wires (fig. 2).

1. 바구니에 Q-Cup™을 설치합니다. 바구니
와이어 위에 고정시킵니다(그림 2).

fig. /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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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 A:
SHOWER HEAD INSTALLATION

옵션 A :
샤워헤드 설치 방법

1. Stretch the rubber ring over the shower head (fig. 3).

1. 고무링을 샤워헤드에 밀어 넣습니다(
그림 3).

2. Tighten the retaining screw while holding the nut in
place until it is secure (fig. 4).
3. Slide the shower caddy over the rubber ring (fig. 5).

2. 고정 나사를 조여 너트를 제자리에
고정합니다(그림 4).
3. 샤워 캐디를 고무링에 밀어 넣습니다(
그림 5).

fig. / 그림 3

fig. / 그림 4

fig. / 그림 5

OPTION B:
SHOWER DOOR INSTALLATION

옵션 B :
샤워도어 설치 방법

1. Slide the shower door mounting accessory over the
shower door (fig. 6).

1. 샤워도어 고정 액세서리를 샤워도어에
밀어 넣습니다(그림 6).

2. Slide the shower caddy over the shower door
mounting accessory (fig. 7).

2. 샤워 캐디를 샤워도어 고정 액세서리에
밀어 넣습니다(그림 7).

fig. / 그림 6

fig. /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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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 A:
REMOVABLE
INSTALLATION

옵션 A :
탈착식 설치 방법

1. Place the two (2) suction cups behind the base of
the shower caddy (fig. 8).
For a better grip, the suction cups must be
installed on a smooth and clean surface.

1. 2개의 흡착판을 샤워 캐디 밑면 뒤에
놓습니다(그림 8).

부드럽고 깨끗한 표면에 흡착판을
설치해야 접지력이 좋습니다.

fig. / 그림 8

OPTION B:
PERMANENT INSTALLATION

옵션 B :
영구 설치 방법

1. Place the two (2) plastic supports with double-sided
tape behind the shower caddy (fig. 9).

1. 양면 테이프가 포함된 2개의 플라스틱
지지대를 샤워 캐디 뒤에 놓습니다(그림 9).

2. Peel back the tape. Adhere to
the wall or the shower door.

2. 테이프를 벗깁니다. 벽이나 샤워도어에
부착하십시오.

To ensure good adhesive support, the surface
must be clean and dry prior to installation.

표면을 깨끗하게 닦고 건조한 다음에
설치해야 우수한 부착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fig. / 그림 9

7

INSTRUCTION MANUAL / 사용설명서

EN

KO

REPLACEMENT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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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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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ACEMENT PARTS
Item
항목

교체 부품
Description
설명

Quantity
수량

1

Rubber ring
고무링

CADU5 / P1

2

Shower door mounting accessory
샤워 도어 고정 액세서리

CADU5 / P2

3

Q-Cup™

CADU5 / P3

4

Shelf slider
선반 슬라이더

CADU5 / P4

5

Suction cup
흡착판

CADU5 / P5

6

Adhesive support (for permanently affixed installation)
부착 지지대(영구 부착 설치용)

CADU5 / P6

7

Tray
받침대

CADU5 / P7

8

Soap dish
비누받침

CADU5 / P8

TO ORDER REPLACEMENT PARTS, PLEASE
CONTACT CUSTOMER SERVICE.

교체 부품을 주문하려면 고객서비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ervice available only in the
USA and Canada).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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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ING / MAINTENANCE INSTRUCTIONS

청소/유지 지침

Use a damp cloth to wipe down all surface areas. Do
not use any harsh cleaning solutions, bleaches or
abrasive cleaners as this may damage the shower
caddy. When cleaning suction cups only use warm
running water as harsh abrasives can damage the
suction and interfere with adhesion.

젖은 천을 사용하여 모든 표면을
닦아냅니다. 샤워 캐디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강력 세정제, 표백제 또는
연마성 세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강력한
연마제가 흡착판을 손상시켜 접착 기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흡착판을 청소할 때는
흐르는 온수만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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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RANTY

보증

Artika For Living Inc. is proud to offer you a one (1) year
warranty. We guarantee our product to be free of manufacturing
defects in material and workmanship for a period of one (1)
year from the date of purchase. Should a defect arise within the
warranty period, Artika For Living Inc. will provide a replacement
product or parts free of charge.

Artika For Living Inc. 사는 1년 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제품은 구매일로부터
1년 동안 재료 및 기술에 제조상의 결함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보증 기간 내에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Artika For Living Inc.사는 교체 제품
또는 부품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Our warranty does not cover products installed incorrectly or
subjected to abnormal use. Normal wear and tear, misuse,
improper maintenance or alteration of the product or units not
installed in accordance to the instruction manual will not be
covered.

본 보증은 잘못 설치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사용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품의
정상적인 마모, 오용, 부적절한 유지보수나 개조
또는 사용설명서에 따라 설치되지 않은 부품에
대해서는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This warranty is valid only on products installed in accordance
with the building codes and laws effective in the region where
the unit is used.

본 보증은 사용 지역의 현행 건축 법규에 따라
설치된 제품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Our product is intended for residential use only. The warranty
does not cover shipping costs, labour costs or any other cost
associated with the installation or replacement of the product. The
warranty is extended to the original owner.
The amount of the claim cannot exceed the original purchase
price of the item.
Artika For Living Inc. will not be held responsible for any direct
or consequential damages or injuries related to the use of this
product arising from improper use or installation of this product.
* A copy of your purchase receipt will be required for ALL PARTS
REQUESTS under warranty.
Warranty only applicable for purchases made in the USA or
Canada.

본 제품은 가정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운송 비용, 인건비, 제품 설치
또는 교체와 관련된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보증은
원소유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청구 금액은 원래 구매 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Artika For Living Inc. 사는 본 제품의 부적절한
사용이나 설치에서 기인한 직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보증 기간 중 모든 부품 요청에 대해
구매영수증 사본을 요구하게 됩니다.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구매에만
보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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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ka For Living Inc.
1756, 50th Avenue
Montréal (Lachine), Québec
Canada H8T 2V5

1-866-661-9606
support@artika.com

Customer Service
Monday to Friday
9 am - 5 pm EST
Service in English and French

고객서비스
월요일~금요일
동부 표준시 오전 9시~오후 5시
영어 또는 프랑스어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