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자 관리자(장비전담인력)

‘예약확인’ 변경

• 장비활용종합포털
(ZEUS)  CII 센터
클라우드

• CII 센터 자체 홈페
이지  연계된 CII
센터 클라우드

장비 사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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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예약: CII 센터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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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암당뇨연구원/가천대 메디컬캠퍼스는 예약
신청 X, 내부이용자 수가 적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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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이용자: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암당뇨연구원 X)
변경방법: (‘ООО님/ MY제우스로 이동 > 회원정보관리 > ‘개인정보 수정’ 변경)

• 외부이용자: ZEUS 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없는 경우는 ZEUS에 요청 필요함.
(info@nfec.go.kr/042-865-3454)



ZEUS QUICK 연구분야별 핵심연구지원센터

ICT·융합  Cell to In-vivo 이미징 핵심연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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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I 센터 클라우드: 사용할 장비 그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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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I 센터 클라우드: 메인 페이지에 그림 보이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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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예약/예약하기

cii.gachon.ac.kr   CII 센터 클라우드 (장비예약/예약하기)

8



9

관리자와 미리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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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연구자: 내부 결제
• (가천대산단, 길병원)

• 외부연구자: 일반결제 또
는 세금계산서 발행

이용목적 및 시료명 예시

장 비 이 용 목 적 시 료 명

MRI Core
해부학적 영상
병변크기 측정
기능적 영상 (fMRI, MRS)

Mouse, Rat, 
Phantom

IVIS, 엑스선 조
사기

• Mouse 조직 내 약물분포 분석
• Mouse의 종양에 엑스선 조사

Mouse, Rat, Cell

조직병리실

• 파라핀 블럭 제작
• 면역염색
• 차후 조직 슬라이드 제작, 슬라이

드 스캔, Frozen 블럭, 특수염색
예약 위한 장비 구축 예정

동물/인체 조직
및 세포

Confocal Core
세포 내 형광 관찰 및 분석, 
조직 내 형광 관찰 및 분석

동물/인체의 조
직 및 세포

FACS Core
세포형광분석, 세포형광분리, 세포주
기분석, 세포사멸분석

동물 및 인간 세
포현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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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정보가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예약신청이 되지 않으며, 제우스 회
원가입 시의 정보에 따라 자동으로 등재됩니다. 

• 기관정보가 조회되지 않을 때나, 사업자 업태/업종 정보 없을 시 해당
기관의 사업자등록증을 info@nfec.go.kr로 보내주거나, 042-865-3454
로 연락하여 기관등록을 요청합니다.

• 내부 이용자: 내부 결제 (가천대 산단, 길병원)
• 외부 이용자: 세금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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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의 사용료 수정은 시스템 상 불가능
• 예상사용료 vs. 실제 청구금액: 부가세, 직접사용
• 직접운영으로 인한 사용료의 할인은 관리자가

‘예약확인‘ 과정에서 수정됩니다. 



(담당자 이용 승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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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직접 수정·취소: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

장비전담인력에게 꼭 변경사항 알려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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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사용 후 담당자 변경)



 청구자의 정보  다음 달 청구서/계산서 작성에 활용
• 신규이용자 작성 필수
• 기존 이용자 정보변경 시 재작성 필수

 샘플/연구 의뢰시 장비 사용신청서을 작성해 주세요
(CII 홈페이지: 고객지원/자료실 또는 센터 클라우드: 장
비자료/자료실 다운로드 가능) 

 신규이용자: ‘장비 사용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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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용자 주체 사용료

내부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내부수가

내부2 길병원, 산단 제외 가천대 관련기관 내부수가+VAT

외부 외부기관 외부수가 (내부수가
의 1.5~2배)+VAT

 결제 과제번호 변경 시 청구일 15일 전 장비전담인력
또는 행정인력(임희나)에게 변경사실 꼭 공지



 매월 5일 전후: 전월 사용내역 메일 송부 (청구서, 거래명세서)

 매월 15일 까지: 청구내역에 대한 이의 접수기간
• 이용료 문의, 결제 연구과제번호, 기관 변경, 담당자 변경, 청구서 취합/분할 등

 매월 15일 전후: 일괄적 청구 진행
• 내부 이용자 (세금계산서 미발행, 비과세): 가천대 산단 수주과제 수행자
• 내부2 이용자 (세금계산서 발행, 과세): 가천대 연관기관 수주과제 수행자
• 외부 이용자 (세금계산서 발행, 과세): 타교 연구과제 수행자
• 이의 신청기간(15일 이전) 이후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취소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 15일 이전 청구서 및 거래명세서 내역과 청구서 발행기관을 꼭 확인해 주세요!!

 기타 요청사항
• 청구서 발행 후 1-2달 이내 입금해주세요! 이용료는 센터 운영 및 자립화에 밑거

름이 됩니다.
• 이용료 입금 시 책임연구자의 성함을 꼭 표기해주세요! ‘가천대길병원’, ‘길의료재

단’만으로는 미납금 확인이 어렵습니다!!

5. 청구 및 이용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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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IS

X-선 조사기

 IVIS/X-선 조사기실 (SPF) 입출입 제한



 장비 직접운영 (기존 직접운영자 작성 필수!!)

1) CII 센터 이용자 교육

(전체장비/이론) 

2) CII 센터 이용자 실습

교육 (코어별/실습)

3) 직접운영신청서 작성

19

• Confocal 장비일체
• Cryostat, IVIS, X-

ray irradiator, 
• LSR II, FACSCalibur



 수가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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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표 >                                                      < 담당자 연락처 >

< 예약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