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Objectives of the Project
Ÿ Developing simulation modeling program on foot-and-mouth disease (FMD)
and classical swine fever (CSF) for a customized response strategy reflecting
the situations of domestic animal industry and animal disease control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Ÿ Constructing optimal user environment to routinize the developed program

II. Term of Collaboration
The duration of the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 under this agreement will
be 1.8 years from April 2013 through December 2014.

III. Research Strategies
1. QIA will develop epidemic and simulation program on the basis of the
InterSpread Plus program, developed by Massey University, designed to
provide a framework for modeling the spread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 in animal populations. The tasks of QIA include:
Ÿ Parameterization of data customized for the Korean situation of livestock
and related industry
Ÿ Sensitivity testing of input variables and validation of the epidemic model
Ÿ Simulation on the impact of various control strategies
Ÿ Participation in multi-national collaborative simulation modeling projects,
which can be planned in association with epidemic modeling research
2. MASSEY will provide the InterSpread Plus program, and technical and
scientific advice relating to research on simulation of FMD and CSF for the
purpose of the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

IV. Research Funds
Ÿ The QIA will be responsible for its own costs in relation to the conduct of its
activities under the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 in Korea.
Ÿ The QIA will contribute funding to the MASSEY research, which will be
managed by MASSEY as agreed upon by the QIA. The amount to be sent to
the account of MASSEY for the 1st year (2013) will be 6,000,000 Korean
won. MASSEY will provide a summary report on the use of the funds and its
documentary evidence, including receipts, where appropriate, to the QIA
before the end of October 2013.
Ÿ The detailed work plan and funding from the QIA to MASSEY (or vice versa)
for the second year of the project will be agreed upon by the two parties at
least one month prior to the end of the first year of the project.

V. Exchange of Researchers
The QIA and Massey may exchange researchers to carry out the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 The QIA and Massey will support research
materials and facilities during their stay in Republic of Korea and New
Zealand, respectively.

VI. Annual Report
Ÿ The parties shall present to the Commissioner of the QIA research reports,
including relevant results and data files (photos, tables, figures, etc.), within
three (3) months following the end of the each year of the project.
Ÿ The parties shall make a final report in mutual cooperation concerning a
summary of results and present to the commissioner of the QIA, within three
(3) months following the day of completion of the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

VII. Exchange of Materials
Any research materials of one party transferred to the other in connection
with the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 may only be used for the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 and remain the property of that party.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research materials including the following information are to be
considered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of the party providing them:
Ÿ Technical or trade information provided or disclosed from the other party
relevant to the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 in any form, whether as
documentation, photographs or machine readable format (including
information processed by computers or information that can be transferred
through computers), materials, samples, or information orally disclosed and
specified as being confidential at the time of disclosure.
Ÿ Research results unpublished in scientific journals by the name of
researchers as co-authors.

VIII. Ownership of the Output from the Project and Publication
Ÿ Any contents, which relate to this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 must not be
provided to others or opened to the public without the permission of both
QIA and MASSEY. When the reports or documentation concerning the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 are compiled, it must be mentioned that the
project has been conducted by the QIA and the MASSEY as a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
Ÿ Researchers of QIA and MASSEY must participate as co-authors in
presentations (oral and poster) at conferences and papers on scientific
journals published in relation to this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 Co-

authorship of reports, manuscripts, oral or poster presentations, shall be
determined by the following criteria:
1. Each author should have participated sufficiently in the work represented
by the article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content.
2. Participation must include three steps: (1) conception or design of the work
represented by the article, or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the data, or both;
(2) drafting the article or revising it for critically important content; and (3)
final approval of the version to be published.
3. Participation solely in the collection of data (or other evidence) does not
justify attribution of authorship.
4. Each part of the content of an article critical to its main conclusions and
each step in the work that led to its publications must be attributable to at
least one author.
ŸEquipment

and facilities obtained in performing this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 will remain the property of the purchaser.

IX. Mutual Consultation
Ÿ There will be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QIA and the MASSEY on any
major issues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The
termination of the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 modification of the research
strategy, alteration of the budget and exchange of the researchers will be
discussed in consultation.
Ÿ Any notice or communication required or permitted to be given hereunder will
be in writing and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in this agreement, will be
deemed given and effective when delivered by fax, courier, or E-mail.

X. Liability
Ÿ Each party’s liability to the other under or in relation to this agreement is
limited to the research funds contributed by or to it as specified in the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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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수행목적
.

◦ 대한민국의 축산현황 및 질병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구제역 및
돼지열병 맞춤형 방역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모델링
프로그램 개발
◦ 개발된 프로그램의 상시 사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최적의
사용자 환경 구성

I I.

연구수행기간

이 문서로 규정된 공동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년 월의 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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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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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추진전략

검역본부

검역본부는 동물의 전염성 질병 전파양상에 대한 모델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컴퓨터 프로그램인
를
매시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기반으로 한국 맞춤형 역학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검역본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의 축산업 현황에 적합한 자료 준비
• 역학모델의 구조 검토 및 타당성 검증 모델에 입력되는
변수에 대한 민감도 검정
• 다양한 방역관련 시나리오의 파급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실행
• 역학모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비교검증에 관한 다국적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
InterSpread

Plus

,

.

:

,

2.

매시

매시대학교는
프로그램을 공동연구 목적으로
제공하고 검역본부의 구제역 및 돼지열병 전파 확산양상 역학모델
개발 연구 수행에 기술지원 및 자문을 수행한다
InterSpread

Plus

·

,

.

연구비

IV.

◦ 공동연구사업 중 대한민국의 국내사업비는 검역본부의 경상
연구비로 수행한다
◦ 차년도 년 에 검역본부는 한화 백만원의 연구비를 매시에
지원한다 매시는 해당 연구비를 검역본부의 동의하에 관리하며
년 월말 이전에 연구비 사용에 대한 요약서 영수증 포함 와
증빙서류를 검역본부에 제출한다
◦ 차년도 년 의 연구추진 세부계획과 검역본부에서 매시에
또는 매시에서 검역본부로 제공되는 연구비는 차년도 종료전
개월 이내에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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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 교류계획

검역본부와 매시는 공동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을
교류한다 검역본부와 매시는 상대기관 연구원이 대한민국 또는
뉴질랜드에 체류 시 연구재료 및 설비를 제공한다
.

.

V I.

연구보고서

◦ 양 기관은 연구결과 및 자료 파일 사진 표 그림 등 포함 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년도 계약
완료일로부터 월 이내에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양 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연구결과를 요약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동연구완료일로부터 월 이내에 연구과제 완결
보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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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II .

연구재료의 교환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상대 기관에 제공된 모든 연구재료는 해당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한다 상대 기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연구재로는 기밀정보 로 간주 된다
.

“

,

”

:

•공동연구와 관련하여 한 기관에서 상대기관에 제공된 모든 형태의
기술적 또는 교류 정보로 문서 사진 기계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 컴퓨터로 처리된 정보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환되어야 하는 정보 포함 제공당시 기밀 으로 지정된 연구
재료 표본 또는 구두로 제공되는 정보
•양 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공동 저자로 참여하여 학술논문으로
발표되지 않은 연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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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II I .

연구결과에 대한 소유권 및 판권

◦ 이 연구과제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검역본부와 매시의 공동 승인 없이
제 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이 연구과제에 대한 보고서
또는 문서를 편찬할 때에는 이 과제가 검역본부와 매시의 공동
연구로 수행되었음을 명기하여야 한다
◦ 이 연구과제의 결과와 관련된 학술대회 구두 또는 포스터 발표
또는 학술논문에는 양 기관 연구자가 공동저자로 참여한다
보고서 논문 구두 또는 포스터 발표의 공동저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서 정한다
논문으로 발표는 연구에 상당부분 참여하였으며 내용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
참여는 다음의 단계를 포함 한다 논문으로 발표되는
연구의 설계 또는 자료 분석 또는 해석 또는 두 가지 모
두 논문의 초안 작성 또는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최종 버전의 대외발표에 대한 승인
단지 자료 또는 증거 의 수집단계에만 관여한 자는 저자가
될 수 없다
논문의 주 결론을 도출하는 부분 및 논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각 단계에 참여한 자는 저자가 될 수 있다
◦ 공동연구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은
본 사업이 종료된 후 비용을 부담한 출자기관의 소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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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X.

상호협의

◦ 첨부된 문서에서 도출되거나 또는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검역
본부와 매시가 상호협의 한다 연구과제 수행기간 연구추진방법
변경 예산 및 연구자 교류 등에 대하여 협의한다
◦ 이 협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원활히 진행하고 이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을 위하여 연락
담당자간 팩스 우편 이메일 등 문서를 통하여 협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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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 이 협약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 협약서와 관련된 상대기관에
대한 한 기관의 의무는 부록에 기록된 바와 같이 경상이전된
연구비에만 한정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