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 육종 컨소시움
성공을 위한 여러분의 든든한 연구 파트너
아시아-태평양 종자협회(Asia Pacific Seed Association, APSA) 회원들은 APSA-WorldVeg (세계채소센터)
채소 육종 컨소시움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저명한 연구자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세계채소센터(World Vegetable Center, WorldVeg)는 영양이 풍부하고 건강에 좋은 채소 작물들의
생산과 소비를 높임으로써 지구촌의 빈곤과 영양결핍을 몰아내고자 설립된 비영리 국제농업
연구개발 기구입니다. 세계채소센터는 채소 작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또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채소 품종 개발, 생산, 판매, 소비의 증가를 위해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들의 정부기관, 비정부기관,
민간기관들과의 공동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움이 필요한 이유
생명공학 기술과 유전체학의 발달로 채소 품종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오늘날, 종자 회사들은
채소 육종의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육종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소 작물 자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급변하는
종자/종묘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APSA-WorldVeg의 채소 육종 컨소시움을 통해서,
WorldVeg연구자들이 참여 회원들과 육종 과정 및 결과를 공유하며 활발하게 육종 전략과 평가를
교환함으로써 상호발전의 계기가 됩니다. 현재, 본 컨소시움은 토마토, 고추, 파프리카, 박과류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컨소시움 회원들의 관심도에 따라 아마란스나 오크라 등의 채소류들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컨소시움 회원들을 위한 혜택
매년 개최되는 워크숍을 통한 전문적 교류
매년 개최되는 워크숍은, 컨소시움 회원들에게 특별하게 제공되는 행사입니다. WorldVeg연구자들이
채소 육종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된 새로운 결과를 전시하고, 컨소시움 회원 기업들은 WorldVeg에서
분양 받은 육종 계통들을 재배한 결과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는 장(場)이 됩니다.
워크숍 기간 동안 컨소시움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첫째, WorldVeg에서 진행하는 연구에 관한
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둘째, 기후나 재배지 조건에 맞게 선발된 육종 재료를 키운
시험포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2021년 5월 11일 화요일에 예정되었던 연례 워크숍이 화상 회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신청할 경우, 참석자들은 2021년 5월 12-13일에 WorldVeg 연구자들과 온라인으로
일대일 채팅을 통해 그룹별로 또는 개별적으로 토론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컨소시엄 회원기업이 사전 등록하면 무료로 워크숍에 참여하여 워크숍 프로그램, 프리젠테이션,
동영상, 2021년 컨소시엄 전용 육종 계통의 이미지, 특성 데이터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는 우수 계통들과 정보
컨소시엄 회원기업은 2021년 새로 육종된 계통에 대해 24개월 앞선 사용 권한을 갖게 됩니다. 24
개월의 우선 사용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이며, 추후 신규 육종 라인을
요청하는 컨소시엄 회원은 우선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 우선 사용 권한은 유전자원을
요청하는 아시아에 소재한 다른 기업들보다 컨소시엄 회원기업들에게 먼저 부여됩니다. WorldVeg은
언제든지 아시아 이외의 지역에서 이 유전자원을 자유롭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컨소시엄 전용 육종 계통을 재배한 전시포는 컨소시움 회원기업들을 위해 2022년 5월에
인도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분양한 종자에 대해 각 컨소시움 회원들이 속한 국가의 요구사항이나 수입법/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WorldVeg은 종자의 명확한 배송을 보증하기 어렵고 컨소시움 회원들은 자국의 종자 수입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WorldVeg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단, 인도의 경우, 기업들이 종자 수입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에 책임을 져야 하며, WorldVeg은 인도의 종자 수입에 관해서는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컨소시움 회원들은 WorldVeg에서 개발된 육종 관련 방법 및 기타 연구 정보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고,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WorldVeg의 정책이나 협약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육종 진행에 대한 정보 제공
워크숍이 끝나고 약 6개월 후, WorldVeg에서 발행되는 소식지가 컨소시움 회원들에게 1년에 1
번 배송되며 이를 통해 WorldVeg의 최신 육종 진행 사항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컨소시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식과 정보들(Germplasm 선발 및 육종법과 WorldVeg의 육종 계통들에
대한 소개 등)도 일년간 제공이 되며, WorldVeg의 연말보고서도 배송됩니다.

종자분양
충분한 수량의 종자가 확보되고 식물검역에서 승인되었다는 전제 하에 컨소시엄 회원기업은
WorldVeg의 온라인 종자 카탈로그로부터 유전자은행의 보유유전자원과 컨소시엄 전용 계통 혹은
육종 계통을 원하는 만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처음 신청한 10계통만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컨소시움 회원기업이 11종류 이상의 종자를 신청한다면 추가 계통에 대한 비용(유전자은행의 각
보유유전자원 당 30 USD, 아시아채소연구개발센터의 각 육종계통 당 50 USD)이 청구됩니다. 하지만 11
종류 이상의 종자를 신청하더라도 처음 신청한 10계통에 대한 비용은 WorldVeg이 부담합니다. 또한,
회원기업이 등록된 정기 항공 우편이 아닌 국제특송(DHL, EMS 등)으로 종자의 발송을 요구한다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WorldVeg은 종자를 컨소시엄 등록 시에 명시된 최대 두 개까지의
다른 주소로 발송합니다.
유전자은행의 보유유전자원이나 WorldVeg이 개량한 유전물질을 회원기업으로 이전하는 것은
WorldVeg의 물질이전계약서(유전자은행의 보유유전자원에 대한 표준 물질이전계약서 및 WorldVeg
개량 유전물질에 대한 물질이전계약서2)에 따릅니다.

특별한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컨소시움 회원들은 WorldVeg과 함께 특별한 협력 과제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공동 연구비는 컨소시움 회원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아시아 태평양 종자 협회
(APSA)에 가입된 회원 기업들에게는 특정 협력 과제에 참여하기를 권장합니다.

훈련/교육 프로그램
컨소시움 회원기업의 전직원은 WorldVeg이 진행하는 훈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 교육비의 20%를
우대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컨소시움의 파트너쉽
아시아 태평양 종자협회(APSA)-WorldVeg 채소 육종 컨소시움은 파트너쉽를 지향하며,
WorldVeg은 컨소시움 회원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이용하여
재배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 육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
• 우리는 컨소시움 회원들이 WorldVeg에서 분양 받은 계통들의 재배 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WorldVeg에게 알려주길 바랍니다.
• 우리는 컨소시움 회원들이 WorldVeg 계통들을 이용하여 생산한 품종들과 품종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형질 및 품종당 매년 판매된 종자의 양(매년 품종당 톤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연간보고서를 제출해 주길 희망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종자협회(APSA)-WorldVeg
채소 육종 컨소시움에 참여하여 여러 혜택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종자협회
(APSA)-WorldVeg 채소 육종 컨소시움과 함께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전세계의 육종가들과
연구자들을 직접 만나 보십시오. 분명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육종과 사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컨소시움 등록비
• 100인 이상 기업: 매년 6,600 USD
• 100인 미만 기업: 매년 2,600 USD
컨소시움 등록비는 환불이 불가하며, 유효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입니다.
모든 2021 아시아 태평양 종자협회(APSA)-WorldVeg 채소 육종 컨소시엄 회원기업은 2021년 5월 11
일 화상 워크숍과 2022년 5월 인도에서 공개될 전시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사전 등록 시, 화상
워크숍은 무료이며 전시포의 입장료는 추후 책정되어 별도로 청구될 예정입니다. 모든 아시아 태평양
종자협회(APSA) 회원기업들도 연중 언제든지 컨소시움에 가입할 수 있으나 등록비는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가입을 원하시면, 아시아 태평양 종자협회(APSA)
사무국으로 연락주십시오:
Asia & Pacific Seed Alliance
The Asia & Pacific Seed Association
7th Floor, Institute of Food Research and Product Development Building,
Kasetsart University, Ladyao, Chatuchak
Bangkok 10900, Thailand
Tel: +66-2-940-5464
Fax: +66-2-940-5467
Email: xiaofeng_apsa@163.com
apsaseed.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