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5000 Plus 겔 이미지 스캐너 소개
Bio-5000 Plus는 최대 8.5×14인치 크기의 인쇄물과 같은 반사원고를 스캔 할 수 있는 평판 스캐너와
전기이동 겔과 방사선 촬영 필름을 스캔 할 수 있는 필름 스캐너가 조합된 듀얼 스캐너입니다.
Bio-5000 Plus는 Microtek 스캐닝 특허 기술인 Emulation Directly Imaging Technology
(E.D.I.T)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0.05D(Dmin)의 최저 광학농도는 사용자가 밝은 지역에서도
섬세하게 이미지를 캡쳐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지의 손실 없이 원본으로부터 정확하게
그라데이션(gradation)을 표현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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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5000 Plus 특장점

Bio-5000 Plus는 다음의 중요한 몇 가지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 All-in-One 스캐너 : Leak-Free 글라스 홀더를 장착한 Bio-5000 Plus는 사용자가 전기영동 겔 혹은
방사선 촬영 필름을 스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진과 인쇄물과 같은 반사원고 매체를 스캐닝 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절약 LED 라이트 소스 : Bio-5000 Plus는 스캔 시작 전에 워밍업을 위한 별도의 대기시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된 성능을 제공할 뿐 만 아니라 스캐닝을 위한 최소한의 전력만을 사용합니다.
• Microtek Emulsion Direct Imaging Technology (E.D.I.T) : 대다수 경쟁업체들의 필름 스캐너는
유리 평판 위에 필름 원본을 올려놓고 스캔 합니다. 결과적으로, 유리면에 의한 뉴터링(원무늬 현상),
지문, 먼지, 스크래치는 흐릿하고 깨끗하지 않은 스캔 결과물을 생산합니다.
하지만, Bio-5000 Plus는 스캐너 하단부에 탑재된 필름 스캐너 CCD가 유리면의 어떠한 간섭 없이
필름을 직접 투사하여 스캔 하기 때문에, 왜곡되지 않은 깨끗한 스캔 결과물을 생산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이크로텍의 “유리 없는 (glassless)” 스캐닝 시스템인 E.D.I.T 기술입니다.
• 자동 초점 (Auto Focus) 기능 : 스캐너의 CCD가 원본 사진과 필름의 선택된 영역을 자동감지 하여
정확하게 포커스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획득된 스캔 품질은 최고의 이미지 품질을 보장합니다.
• 4800×9600dpi 광학해상도 : Bio-5000 Plus는 인치당 4800 pixel 이상을 지원하는 고해상도
스캐너로서, 깨끗하고 정확하게 스캔 된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합니다. 또한, 48bit 컬러심도의
풍부하고 부드러운 색조와 0.05D(Dmin)의 최저 광학농도는 사용자가 밝은 지역에서도 섬세하게
이미지를 캡쳐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지의 손실 없이 원본으로부터 정확하게 그라데이션
(gradation)을 표현해 줍니다.
• Microtek ScanWizard Bio 스캐닝 소프트웨어 : 강력하면서도 직관적인 UI의 겔 이미지 소프트웨어
MiBio는 스캔 된 겔에 대한 다양한 생물학적 분석들을 처리할 수 있으며, 별도의 부가가치
턴키 솔루션을 각각의 해당 연구분야에 제공합니다.
• 다양한 실험분야 적용 : Bio-5000 Plus는 코마식 블루로 염색한 전기영동 겔, 혹은 방사선 사진촬영
필름, 실버 스테인 처리한 SDS PAGE 등의 스캔에 매우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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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너 명칭 소개

스캐너 덮개
평판 유리면
(상부 스캔 베드)
수직자
수평자

전원 버튼

전원 램프(녹색)
반사원고 스캔 램프(황색)
투명원고 스캔 램프(황색)

전원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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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2.0 포트

스캐너 잠금 해제
스캐너를 사용하기 전에, 스캐너의 잠금 장치를 해제합니다.
스캐너의 잠금을 해제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스캐너로부터 노란색 “step3”
스티커를 제거합니다.
2. 스캐너 바닥에서 잠겨있는
스크류를 찾습니다.
3. 일자형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밀어넣어 돌려서 잠금을 해제합니다.
성공적으로 잠금을 해제하면,
잠금장치가 스캐너와 평행을 이룬
상태로 돌출되어 보입니다.

스캐너 운반하기
만약, 스캐너를 운반해야 한다면, 스캐너 바닥에 있는 잠금 장치를
잠금(Lock)상태로 설정해야 합니다. 다음 절차를 따라 합니다.
1. 스캐너가 켜있다면, 스캐너를
꺼주십시오.
2. 스캐너 후면의 전원을 끕니다.
스캐너 캐리지가 5분 안에
대기상태로 이동합니다.
3. 스캐너 전면의 램프가
깜박임을 멈추면, 일자형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밀어서
잠김 방향으로 돌려서 잠금을
설정합니다.
4. 스캐너를 운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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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 매체 포지셔닝
반사원고 스캐닝과는 별도로 전기영동 겔 혹은 방사선 촬영 필름을 스캔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된 Leak-Free 글라스 홀더 2세트가 있습니다.

Leak-Free 글라스 홀더 (2세트)

스캐너 위 스캔 매체의 올바른 포지셔닝은 성공적인 스캐닝을 위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스캐닝을 시작하기 전, 전기영동 겔/ 필름, 방사선 촬영 필름, 반사원고 매체 각각의 올바른 포지셔닝
방법에 대한 안내 페이지를 참조 부탁 드립니다.
스캔을 진행하기 전, 아래 표기된 주의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Leak-Free 글라스 홀더를 사용할 때, 스캐너 안에 홀더를
정확히 뒤집히지 않게 장착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장착은 홀더 라벨이 위로 향하는 것입니다.

교정 스트립

• 홀더 위의 교정 스트립 영역에는 어떠한 재료도 올려 놓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Bio-5000 Plus 의 하단부 컴포넌트에 홀더를
장착할 때도 스캐너 전면 방향으로는 교정 스트립이 위치하도록
합니다.
홀더 라벨이 있는 부분이
글라스 홀더 전면입니다.

• 높은 온도는 전기영동 겔, 방사선 촬영 필름, 반사원고 매체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캔 작업이 끝남과
동시에 스캐너 전원을 끄고 스캐너로 부터 매체를 제거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의 : Leak-Free 글라스 홀더는 규칙적인 청소가 필요합니다. 청소 시에는 유리청소용 크리닝
약품을 사용하여 유리표면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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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영동 겔/필름 혹은 방사선 촬영 필름 포지셔닝
이 절차는 Bio-5000 Plus 하단부 스캔 베드를 사용하여 전기영동 겔/필름 혹은 방사선 촬영
필름을 스캔 할 때 사용합니다.

Leak-Free 글라스 홀더의 사용
1. Leak-Free 글라스 홀더의 유리면 위에 스캔 할 겔 혹은 필름을 올려 놓습니다.

교정 스트립 위에는 어떠한 물체도
올려 놓아서는 안됩니다

2. 홀더 전체를 스캐너의 하단부 컴포넌트의 끝까지 밀어서 장착합니다.

홀더 라벨이 있는 부분이
글라스 홀더 전면입니다

만약 필름을 스캔 하기를 원하신다면, 필름의 유재면이
아래로 향하게 올려 놓아야 하고 필요하다면 제공된
비닐 스트립으로 필름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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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 스트립

반사원고 포지셔닝
이 절차는 사진과 인쇄물과 같은 반사원고를 스캔 하기 위하여 Bio-5000 Plus의
상부 스캔 베드를 사용할 때 적용됩니다.
1. 스캐너 덮개를 엽니다.
2. 스캐너 유리 위에 스캔 할 면이 유리면을 향하도록 원본을 위치합니다.
이때 스캐너의 수평자 중앙에 맞추어 원본을 올려 놓습니다.
(주의 : 책 혹은 두꺼운 서류를 스캔 하려면, 그림과 같이 스캐너 뒤쪽 힌지 소켓을
충분한 높이로 들어올려 원본과 스캐너 덮개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3. 스캐너 덮개를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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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닝 시나리오
다음 페이지는 Bio-5000 Plus를 가지고 스캐닝을 하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공합니다.

• 전기영동 겔 혹은 방사선 촬영 필름 스캐닝 : 이 시나리오는 전기영동 겔 혹은 방사선 촬영 필름을
스캔 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 반사원고 스캐닝 : 이 시나리오는 사진과 인쇄물과 같은 반사원고 매체를 스캔 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 자동 초점 기능을 사용하여 스캐닝 : 이미지 영역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스캔 할 이미지의
선택된 부분에 자동 초점 (Auto Focus) 기능을 적용하는
단계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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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영동 겔 혹은 방사선 촬영 필름 스캐닝

1. 스캐너 하단부 컨포넌트 안에 전기영동 겔 혹은
필름을 올려놓은 Leak-Free 글라스 홀더를
장착합니다.
2. 프로그램 아이콘을 클릭하여 ScanWizard Bio를
실행하거나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에서
파일-불러오기 명령을 실행합니다.
3. ScanWizard Bio의 Preview window로 가서,
Scan Material 메뉴로 부터 Transmissive를 선택합니다.
4. Preview window가 나타나면, Overview버튼을 클릭하여 전체 이미지를 미리보기 합니다.
5. Preview window의 툴 바에서 Scan Fram을 선택하고, Preview window 안의
사각 프레임을 드레그 하여 스캔 할 영역을 선택합니다.
6. Prescan 버튼을 클릭하면, Scan Fram를 통해 선택되어진 자세한 이미지 영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썸네일이 Scan Job Queue window에서도 나타납니다.
7. Setting window에서 스캐너 설정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a) 이미지 타입 선택
b) 해상도 선택
c) 스캔프레임 조절
8. 필요하다면, Advanced Image Correction (AIC) 도구들을 사용하여 이미지 품질을
조절합니다.
9. 스캐닝을 시작하려면, Preview window 안에 있는 Scan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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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ScanWizard Bio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에서 실행되었다면, 이미지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으로 전달됩니다.

•

만약, ScanWizard Bio가 독립적으로 실행되었다면, Scan 버튼을 누른 후에
파일명, 폴더명 등과 같은 파일 속성들을 지정해야 합니다.
설정이 완료되어 Save버튼을 누르면, 스캐너는 자동적으로 설정 값에 맞추어
이미지를 스캔 하여 저장합니다.

Bio-5000 Plus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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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원고 스캐닝

1. 스캐너 덮개를 올리고, 스캐너 유리면 위에
스캔 할 사진을 스캐너 전면 방향으로 향하여
수평자 중간지점에 맞추어 올려놓습니다.
2. 프로그램 아이콘을 클릭하여 ScanWizard Bio를
실행하거나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에서
파일-불러오기 명령을 실행합니다.
3. ScanWizard Bio의 Preview window로 가서,
Scan Material 메뉴로 부터 Reflective를 선택합니다.
4. Preview window가 나타나면, Overview버튼을 클릭하여 전체 이미지를 미리보기 합니다.
5. Preview window의 툴 바에서 Scan Fram을 선택하고, Preview window 안의
사각 프레임을 드레그 하여 스캔 할 영역을 선택합니다.
6. Prescan 버튼을 클릭하면, Scan Fram를 통해 선택되어진 자세한 이미지 영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썸네일이 Scan Job Queue window에서도 나타납니다.
7. Setting window에서 스캐너 설정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a) 이미지 타입 선택
b) 해상도 선택
c) 스캔프레임 조절
8. 필요하다면, Advanced Image Correction (AIC) 도구들을 사용하여 이미지 품질을
조절합니다.
9. 사진의 컬러가 변색이 되어서 복원이 필요하다면, 설정 윈도우의 “Automatic Color
Restoration” 박스를 클릭합니다.
10. 스캐닝을 시작하려면, Preview window 안에 있는 Scan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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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ScanWizard Bio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에서 실행되었다면, 이미지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으로 전달됩니다.

•

만약, ScanWizard Bio가 독립적으로 실행되었다면, Scan 버튼을 누른 후에
파일명, 폴더명 등과 같은 파일 속성들을 지정해야 합니다.
설정이 완료되어 Save버튼을 누르면, 스캐너는 자동적으로 설정 값에 맞추어
이미지를 스캔 하여 저장합니다.

Bio-5000 Plus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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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초점(Auto Focus) 기능을 사용하여 스캐닝
자동 초점(Auto Focus) 기능의 초기 설정은
Scan Material이 Transmissive 일 경우에 활성화되어
있으며, Reflective 일 경우에는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만약, Reflective에서 자동 초점(Auto Focus)기능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Preference 메뉴로 가서 More..
명령을 선택하고 Auto Focus를 활성화 하십시오.

1. 스캔 매체를 올려놓는 단계는 이전 1번 부터 3번 스캐닝 시나리오를 따라 합니다.
그리고 ScanWizard Bio를 실행합니다.
2. 이미지의 전체를 미리 보려면 Overview 버튼을 클릭합니다.
툴 바에서 Scan Fram을 선택하고, 미리보기 이미지 주변의 사각 프레임을
드레그하여 스캔 할 영역을 선택합니다. 선택된 영역 주변이 반짝거림을 볼 수 있습니다.

3. 아래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이미지에 자동 초점 (Auto Focus) 기능을 적용합니다.
•

Scan Fram 전체에 자동 초점 (Auto Focus) 기능 적용하기
툴 바에서 자동 초점 (Auto Focus) 기능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스캔프레임 전체에
자동초점 프레임을 드레그 하거나 마우스 커서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동 초점 (Auto Focus) 프레임은 “AF” 테그와 함께 빨간색으로 처리 됩니다.
이럴 경우, 자동 초점 프레임과 스캔프레임은 이중으로 겹쳐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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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영역에 자동 초점 (Auto Focus) 기능 적용하기
툴 바에서 자동 초점 (Auto Focus) 기능을 클릭합니다. 마우스 커서를 자동 초점 기능을
적용하고자 하는 영역 만큼 드레그 하여 스캔프레임 안에 설정합니다..
자동 초점 프레임은 “AF”테그와 함께 빨간색으로 처리 됩니다.
주의 : 자동 초점 프레임은 스캔 프레임 안에서만 설정됩니다.

4. Preview window 안에 있는 Prescan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것은 AF기능이 적용된
상세한 이미지를 확대하여 볼 수 있습니다.
5. 필요하다면, 앞선 스캐닝 시나리오의 7단계에서 9(혹은 10)단계를 참조하여,
스캔 설정을 하십시오.
6. 스캐닝을 시작하려면 Preview window안에 있는 Scan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지막 스캔 처리는 자동 초점(Auto Focus) 기능이 적용되어 더욱 깨끗하고 선명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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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이미지 센서
스캐닝 모드

광원
스캐닝 영역

광학해상도
광학농도
인터페이스
제품크기 (L×W×H)
제품무게
동작환경

CCD
Color and grayscale in single scanning pass
Ture 48bit color (approx. 281 × 10 colors)
16bit grayscale (approx. 65,536 shades of gray)
LED
반사원고 : Max. 8.5×14인치 (216mm×356mm)
Min. 0.5×0,5인치 (12.7mm×12.7mm)
투명필름 : Max. 8×10인치 (203mm×254mm)
Min. 0,5×0.5인치 (12.7mm×12.7mm)
4800dpi × 9600dpi
Interpolared : 65,535 dpi
Transparency : 0.05D ~ 3.7D, 3.77 Dmax
고속 USB2.0
567mm×385mm×157mm
12 Kg
동작온도 : 41℉ ~ 104 ℉ (5℃ ~ 40℃)
습도 : 20% ~ 85%

시스템 요구 사항
일반사항
• CD/DVD-ROM 드라이브 (소프트웨어 설치를 위한)
• 24bit 컬러 출력 용량을 지닌 컬러 디스플레이
• 512 MB RAM 이상
PC 환경
• USB2.0 포트를 탑재한 펜티엄 4 PC 혹은 그 이상
• Microsoft Windows XP / 7 / 8

중요사항
제품사양, 소프트웨어 번들, 그리고 악세서리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쇄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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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Compliance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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