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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Alaris E1000/S2000 시리즈 적재 
디플렉터 액세서리
Translation of these instructions is available at the 
on-line support page for your scanner model, for 
instance: 

توجد ترجمة لهذه التعليمات على صفحة الدعم المتوفرة عبر اإلنترنت 
 :والتي تناسب طراز الماسحة الضوئية، على سبيل المثال

这些说明的译文请参阅扫描仪型号的在线支持网页，例如：

如需這些說明的翻譯，請參見您掃描器型號的線上支援，
例如：

La traduction de ces instructions est disponible sur la 
page de support en ligne pour votre modèle de 
scanner, par exemple :

Eine Übersetzung dieser Anweisungen ist auf der 
Online-Supportseite zu Ihrem Scannermodell 
verfügbar, wie zum Beispiel:

Una traduzione di queste istruzioni è disponibile presso 
la nostra pagina di assistenza online per i modelli di 
scanner:

これらの手順の翻訳は、ご使用のスキャナーモデルご
とにオンラインサポートページからご利用になれま
す。例：

해당 스캐너 모델의 온라인 지원에서 이 지침의 번역 내

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A tradução dessas instruções está disponível na 
página de suporte on-line para o seu modelo de 
scanner, por exemplo:

Перевод настоящего руководства доступен на 
странице онлайн-поддержки для вашей модели 
сканера, например:

La traducción de estas instrucciones está disponible en 
la página de asistencia en línea específica para su 
modelo de escáner, por ejemplo:
Bu talimatların çevirilerine tarayıcınızın modelinin 
çevrimiçi destek sayfasından ulaşabilirsiniz, örneğin:

www.alarisworld.com/go/S2000support

www.alarisworld.com/go/S2000wsupport

www.AlarisWorld.com/go/E1025support

www.AlarisWorld.com/go/E1035support

키트 내용물:
본 키트에는 다음 내용물이 들어 있습니다. 

• E1000, S2000 및 S2000w 모델 스캐너 용 1 스태
킹 디플렉터 액세서리

• E1000, S2000 및 S2000w 모델 스캐너 용 틸트 받
침 다리 2 개

적재 디플렉터의 사용법
적재 디플렉터 액세서리는 스캐너 커버 하단 가장자
리에 부착합니다. 용지가 스캐너에서 배출되어 순서
로 적재되도록 해줍니다.

설치 방법
1. 잠금 노브를 수직으로 돌립니다. 

2. 적재 디플렉터 앞쪽을 살며시 잡고, 다리가 스캐
너 반 편에 오도록 한 상태에서 스캐너 커버의
하단 가장자리보다 낮춥니다.

http://www.alarisworld.com/go/S2000support
http://www.alarisworld.com/go/S2000wsupport
http://www.AlarisWorld.com/go/E1025support
http://www.AlarisWorld.com/go/E1035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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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플렉터 브래킷에는 4개의 탭이 있습니다. 이
탭은 스캐너 커버의 하단 가장자리에 있는 4개
의 슬롯과 일직선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4. 탭이 일치되면 작은 터치 포인터를 잠금 노브의
왼쪽과 오른쪽으로 누릅니다. 누른 후 4개의 탭
을 밀어서 슬롯에 넣습니다. 적재 디플렉터가 스
캐너 커버 하단 가장자리에 장착되면 더 이상 누
르지 않습니다. 

5. 잠금 노브를 수평으로 돌려서 잠금 위치로 설정
합니다. 이제 적재 디플렉터가 스캐너에 장착되
었습니다. 디플렉터가 정확히 설치되면 일부가
돌출된 출력 용지함과 닿게 됩니다.

사용 방법
길이가 혼합된 용지의 스캔
1. 적재 디플렉터 다리는 사용 시 아래로 향합니다. 

2. 다리 길이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길이를 변경하
려면 중앙 허브의 터치 포인트에서 적재 디플렉
터를 잡습니다. 스캔하기 전에 항상 동일한 길이
로 다리를 조정합니다. 

3. 길이가 다른 페이지(수표가 포함된 서식 등)를
스캔할 경우 짧은 페이지가 들어가도록 적재 디
플렉터 액세서리를 조정합니다. 긴 페이지는 디
플렉터 다리 아래로 밀려나가지만 짧은 페이지
는 스캐너 가까이에 있게 됩니다. 

4. 길이 종류가 몇 가지인 페이지(3인치, 5인치, 11
인치 등)를 스캔할 경우 모든 짧은 페이지가 들
어가도록 디플렉터 다리를 조정합니다. 이 예에
서는, 5인치 페이지가 들어갑니다. 짧은 페이지
는 스캐너 근처에 있고, 긴 페이지는 적재 디플
렉터 다리 아래로 밀려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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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작업
작업이 적재 디플렉터 액세서리 없이도 잘 적재된
다면 적재 디플렉터가 스캐너 커버에 올라오도록
위로 뒤집습니다. 

필요한 경우 적재 디플렉터를 아래로 내립니다. 적
재 디플렉터는 150mm(5.9인치)를 초과하는 경량
지에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기울기 받침대 다리의 사용법
기울기 받침  다리는 스캐너 하단에 부착됩니다.
확장하면 스캐너 앞쪽을 들어올려서 긴 페이지의
출력을 도와줍니다.

설치 방법
1. 스캐너를 뒤집어서 한쪽 기울기 받침  다리를

스캐너 뒤쪽을 향하도록 풋 패드로 잡습니다.

2. 다리를 약간 기울여서 스캐너 하단 슬롯 중 하
나에 삽입합니다. 기울기 받침  다리의 측면에
있는 핀을 슬롯의 앞쪽 가장자리에 있는 구멍
중 하나와 정렬한 후 비틀면서 삽입합니다.

다른쪽 다리도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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