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Life Science 2010 Vol. 20. No. 2. 298~303 ⓒJLS / ISSN 1225-9918

Effects of CsCl on the Early Root Growth of Maize (Zea m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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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work, the effects of Cs
+

on root growth of 2-day-old maize seedlings were scrutinized. CsCl
(5 mM - 30 mM) decreased the fresh weight of the primary root and of the shoot above the coleoptilar
node. The elongation growth of the primary root was also inhibited by CsCl. The CsCl-inhibited
growth was partially restored by 60 mM KCl. Lineweaver-Burk plot of the reaction in the presence
and absence of 60 mM KCl displayed competitive interaction of CsCl (at higher than 10 mM).
However, the Reversal of the inhibition by 60 mM KCl did not follow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with 5 mM CsCl, indicating the presence of differential mechanisms of K

+
influence depending on the

concentration of CsCl. The differential effects of CsCl dependent on the concentrations were also ob-
served in the CsCl-evoked radial expansion of the subapical region of the root. In spite of the decrease
in length of the root, shrinkage of the root apical meristem was not observed. CsCl above 10 mM
induced the expression of ZmKUP1, indicating functional deficiency of K+ due to competition with Cs.
However, the expression of ZmKUP1 by 5 mM CsCl was unclear. Conclusively, exogenously applied
Cs

+
decreased root elongation and fresh weight and caused radial expansion of the subapical region

of the primary root in 2-day-old maize seedlings by complex mechanisms including competitive and
noncompetitive interactions with K

+
. Because the shrinkage of the root apical meristem was not ob-

served, it is concluded that the effects of CsCl on maize root growth was mainly related to cell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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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세슘(Caesium: Sc)이 식물체에 흡수되거나 수용액 중에 존

재하는 형태는 이온(Cs+) 상태이며. Cs+는 그 특성이 K+와 유

사하여 Rb
+
와 마찬가지로 K

+
를 세포 내로 흡수하는 고친화도

경로(high affinity pathway)와 저친화도 경로(low affinity

pathway) 모두를 통하여 흡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

에[5,6], K+ 흡수 경로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도 활용

되었다[19,18]. Cs+는 세포 내로의 흡수 및 식물체에서의 이동

특성이 K+와 유사하지만 K+의 기능을 대신하지는 못하는 것

으로 생각되며[1], 여러 효소 단백질에서 음전하를 띄고 있는

K
+
결합부위에 K

+
대신 결합하여 효소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안되었다[1,8]. 실제로 Cs
+
에 무감

한 Arabidopsis 돌연변이체 csi52는 K+ uptake에 이상이 있으며

고친화도 흡수경로와 저친화도 흡수 경로의 기능이 모두 저하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3].

Cs
+
을 인위적으로 외부에서 처리하면 Arabidopsis [8], 콩[4],

토마토[11] 등에서 생장이 감소하며, K+처리에 의하여 그 독성

피해가 일부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Cs+은 식물에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이기는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그 농도

가 매우 낮고, 식물이 흡수하는 비율도 3% 이하에 불과하여

비정상적으로 Cs+ 농도가 높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Cs+ 독

성이 나타나는 일은 드문 편이다[21]. 그러나 인공적인 핵분열

의 주요 부산물 중 하나인 방사성 동위원소
134

Cs
+
와

137
Cs

+
는

식물의 뿌리에서 흡수되고 지상부로 이동한 다음 생태계의

먹이 사슬에 편입된다[23]. 그 결과 이를 섭취한 포식자에 생물

농축을 일으키기 때문에 방사성 Cs+의 흡수에 관한 연구가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이 연구는 방사성 Cs+가 먹이 사슬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식물의 방사성

Cs
+
흡수 기능을 활용하여 방사성 Cs

+
오염을 제거하고자 하

는 환경정화의 목적도 있어 응용 가능성이 기대되는 분야이기

도 하다[22].

Cs+에 의하여 작용에 방해를 받게 되는 K+는 식물체의 다양

한 생리작용에 관여하는 필수 다량 원소로서 생체막 내부와

외부에서 불균형을 이루어 막전위차에 의존하는 세포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세포 내로 능동적 흡수를 일으켜 세포내

농도가 100 - 200 mM까지도 축적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12]. K+를 세포 내로 유입하는 과정은 저농도의 K+가 존재

할 때에는 고친화도의 carrier가[19], 고농도의 K+가 존재할 때

에는 저친화도의 channel [18]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Arabidopsis의 고친화도 carrier인 HKT1 (High-affinity K

Transporter 1)은 K
+
＞ Cs

+
＞ Rb

+
＞ Na

+
＞ NH4

+
순의 친화

도를 나타내고[19], 저친화도 channel인 KAT1은 K+ ＞ 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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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 Cs+ 순의 친화도를 나타내어[18], 이 두 가지 모두가

Cs+ 흡수 및 이동에 관여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생화학적 특성

을 지니고 있다. 그 외에도 Arabidopsis에는 다양한 K
+
흡수

경로가 있으며, Arabidopsis에서 inward rectifying channel인

AKT1이 주요한 K
+
흡수 경로라고 보고되었다[10]. 그러나 돌

연변이체인 akt1에서 Cs
+
흡수가 감소하지 않으므로 Cs

+
가 모

든 K+ 통로를 경유하여 흡수되는 것은 아니며 AKT1이 Cs+의

주요 흡수경로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3]. 이와 같이 K+와

Cs
+
의 특성이 유사함에도 Cs

+
가 모든 K

+
흡수 경로를 통과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로 Cs
+
가 통과할 수 있는 흡수경로가 무엇

인지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식물체에서 K
+
이 결핍되면

고친화도 K
+

transporter family인 KUP/HAK/KT (K+ Uptake

Permease/High Affinity K+ Transpotrters/K+ Transporter)에 속

하는 AtHAK5의 발현이 유도되는데[7] 이 AtHAK5가 Cs+을

통과시킬 수 있으며[15] Cs
+
의 생리학적 이동 경로라는 것이

[14] 밝혀졌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단자엽 작물에서는

옥수수 정단 하부에서 Cs
+
흡수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을

뿐[16] Cs
+
흡수의 주요 경로와 관련된 연구들이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Cs+에 관한 연구는 K+ uptake에 관한 모델을 탐색하는 도구

로 사용되는 경우와 방사성 Cs
+
의 흡수 및 이동 경로를 중심으

로 연구되어 왔을 뿐, 식물체의 발달에 미치는 Cs+의 영향은

단순히 생장이 감소한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술이 전부였다.

최근에 Arabidopsis를 대상으로 Cs+ 독성에 관한 연구[8]와 Cs+

에 의한 유전자 발현에 관한 연구[17]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

나 주로 shoot에 관한 내용이었고 실질적으로 Cs+를 흡수하는

기관인 뿌리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옥수

수 발아 시 어린 식물의 초기 뿌리 생장에 미치는 Cs+의 효과

를 자세히 관찰하고, Cs
+
독성과 K

+
와의 관련성을 뿌리 생장

변화와 K+ uptake에 관련된 ZmKUP1 유전자의 발현 조사를

통하여 탐색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식물재료

옥수수(Zea mays cv. Golden Cross Bantum 70) 종자를 증

류수에 세척한 후 증류수에 넣고 실온의 진탕기에서 4시간

이상 침지시킨 후 paper roll [9]에 파종한 후 이를 말아 60

ml의 배양 용액이 담겨있는 100 ml 비이커에 세우고 이를

28
o
C가 유지되는 생장상에 옮겨 2일간 키웠다(낮 16시간; 밤

8시간).

시약의 처리

준비된 paper roll을 비이커에 담그기 전에 배양 용액에 1

M 또는 2 M의 CsCl, KCl stock 용액을 시험할 최종 농도로

희석하여 처리하였으며, 이 때 첨가되는 부피만큼 증류수를

미리 제거하여 대조군과 용액의 총량이 동일하도록 준비하

였다.

뿌리의 관찰과 측정

발아 후 2일된 뿌리의 전체 길이는 자를 이용하여 해부 현미

경 하에서 mm 단위로 측정하였다. 뿌리 정단으로부터 7 mm

떨어진 부위의 지름은 해부현미경으로 이미지를 촬영하여 이

미지 분석 프로그램(ITProTM, Sometech, Korea)을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뿌리의 무게는 건조되지 않도록 증류수로 적신 여

과지 위에 올려 저울(Scientech, USA)을 이용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측정하였다. 근단 분열조직은 70% 에탄올에 고정된

뿌리를 배경 조명하에 생성되는 음영을 이용하거나 Fuelgen

반응으로 염색한 후 해부현미경으로 촬영하여 영상 분석 프로

그램(ITProTM, Sometech, Korea)으로 측정하였다. Fulegen 반

응은 뿌리 끝 절편을 70% 에탄올에 2시간 고정한 후 60oC의

1N HCl에 15분간 담가 두었다가 Schiff's reagent (Merck,

USA)에 넣고 붉은 색이 나타날 때까지 30분간 어둠 속에서

반응시켰다.

ZmKUP1의 RT-PCR

측정이 끝난 옥수수 뿌리의 정단 7 mm 부위를 절단하고

액체질소 존재하에 막사사발로 파쇄 하여 1.5 ml 튜브에 준비

된 RNA 추출용액(easy-Blue
TM

, iNtron, Korea) 1 ml에 넣고

잘 섞은 후 공급자의 표준 프로토콜에 따라 RNA를 분리하여

30 μl의 증류수에 녹였다. RNA 농도를 spectrophotometer

(DU 7500, Beckman, USA)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각각 2 μg의

total RNA를 M-MLV reverse transcriptase (Promega, USA)

를 이용하여 cDNA를 제작하였다. PCR은 f-Taq (Solgent,

Korea)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는데, 단 10x 완충용액은 f-Taq과

함께 공급된 것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조성(670 mM Tris,

pH 8.8, 167 mM (NH4)2SO4, 0.7% β-mercaptoethanol, 67 mM

MgCl2)으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ZmKUP1 (GeneBank

FN257301)의 primer는 다음과 같다.

Forward primer: GCC TTC CGT CAG AGT TCA AG

Reverse primer: TTG GTT CTG CCA CCA CAT TA

결과 및 고찰

CsCl 처리에 의한 옥수수 유식물 뿌리와 shoot의 생중량

(fresh weight) 감소

발아 후 2일된 옥수수 유식물의 뿌리의 생중량은 CsCl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여 대조군의 0.081 ± 0.023 g에

비하여 30 mM의 CsCl의 처리시에는 0.027 ± 0.007 g으로

66.7% (p ＜ 0.001, n ＞ 31) 감소하였다(Fig. 1A). 동일한 식물

체에서 식물에 따른 변이가 심한 중배엽(mesocotyl) 부분을

제외하고 자엽초 마디(coleoptilar node) 위쪽 부분의 생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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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CsCl on the fresh weight of the primary root

(A) and the shoot (B) of 2-day-old maize seedling. The

shoot weight was measured only with the parts above

the coleoptilar node. Vertical bars indicate the standard

deviations.

을 측정한 결과 대조군은 0.053±0.019 g인데 반하여 30 mM

CsCl 처리시 0.033 g으로 37.7% (p＜0.001, n＞31) 감소하였다

(Fig 1B). 이상의 측정치는 CsCl이 뿌리 생장의 지표 중 하나인

생중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보여주며, CsCl을 뿌리 부분에만

처리하였음에도 shoot 부분의 생중량도 함께 감속시키는 것으

로 보아 흡수된 Cs
+
이 지상부로 이동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사료된다. 5 - 30 mM CsCl의 용해시 생성되는 Cl
－
의 생장

에 대한 효과는 동일한 농도의 KCl를 처리하였을 때 옥수수

뿌리의 생장이 억제되지 않았으므로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data not shown).

CsCl에 의한 옥수수 뿌리의 길이 생장 감소

CsCl 처리시 그 농도 증가에 따라 뿌리의 길이 생장이 감소

하였다. 2일된 옥수수 대조군 유식물의 뿌리는 75.6±10.8 mm

였으나 30 mM CsCl 처리시 17.5±3.9 mm로 76.9% (pP=0.001,

n＞28) 감소하였다(Fig. 2A, closed circles). 이는 Fig. 1A에서

관측된 생중량의 감소가 옥수수 뿌리의 길이 생장 감소에 기

인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존의 논문에서 Cs
+
은 potas-

sium carrier나 potassium channel에 의하여 흡수될 수 있으며

[18,19] Cs
+
에 의하여 유도된 토마토 shoot의 생장 억제는 K

+

Fig. 2. Influence of KCl on the growth inhibition that was in-

duced by CsCl in the primary root of maize (A). The

relationship between KCl and CsCl was revealed by the

Lineweaver-Burk plot (B). The concentration of KCl was

60 mM. Vertical bars show the standard deviations.

처리에 의하여 회복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으므로[11] 옥수수

뿌리에서도 Cs+에 의한 생장 억제를 회복시키는 K+의 효과를

시험하였다. 그 결과 60 mM의 KCl을 CsCl과 동시에 처리한

경우 CsCl처리에 의하여 감소되던 길이 생장이 일부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2A, open circles). 기존의 논문에서는

Cs
+
이 생장 억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Cs

+
가 K

+
와 성질이 비슷

하여 여러 단백질의 K+ 결합 부위에 대신 결합하기 때문이라

고 제안하였다[1]. 그리고 고농도의 K+를 처리하면 CsCl처리

에 의해 억제된 생장이 회복되므로[11] Cs
+
와 K

+
는 경쟁 관계

에 있다는 제안[1]과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옥수수 뿌

리에서도 겉보기에는 KCl 처리에 의하여 CsCl에 의한 길이

생장 억제가 회복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KCl과 CsCl이 경쟁

관계에 있는지 Lineweaver-Burk plot으로 분석하였다(Fig.

2B). CsCl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뿌리의 길이는 점점 감소하지

만 농도 증가에 따른 감소 폭 자체는 점차 줄어 들었으므로

(Fig. 2A) CsCl의 효과는 포화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KCl이 없는 경우와 존재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각 농도별

CsCl의 억제 효과를 반응으로 보고 각각의 역수를 취하여 plot

을 얻었다(Fig. 2B). 그 결과 10-30 mM CsCl 범위에서 KCl은

CsCl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 mM

CsCl에 의한 생장 억제를 회복시키는 KCl의 효과는 경쟁 관계

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Cs
+
가 뿌리의

생장을 억제 시킬 때, K
+
와의 경쟁 외에 비경쟁 기작이 더 존재

하거나, 경쟁을 하기는 하지만 친화도가 다른 기작이 추가로

존재할 것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었다. Arabidopsis에서 세포

외부의 K+ 농도에 따라 고친화도의 carrier가 주로 작용하거나

저친화도의 channel이 주로 작용하는 등 작용 모드가 다르다

는 점과[21], K
+

channel로 작용하는 KAT1이 Cs
+
에 의하여

억제된다는 사실[2]은 농도에 따라 Cs
+
와 K

+
의 상호작용이 달

라질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CsCl에 의한 옥수수 뿌리의 횡축 팽창(radial expansion)

CsCl 처리에 의하여 생중량 및 길이는 감소하였지만 뿌리

의 직경은 오히려 증가하였다(Fig. 3). CsCl에 의한 횡축 팽창

양상은 5 mM에서 1.958±0.128 mm 이었는데 반해 10 mM에

서 1.844±0.318 mm로 약간 작게 나타났다가 다시 농도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이면성(biphasic)을 나타내었다. 이는 농도에

따라 일관되게 감소하는 생중량이나(Fig. 1A, closed circles)

길이생장 감소(Fig. 2A)에서 나타난 것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

으로 5 mM의 CsCl과 그 이상의 농도에서 CsCl이 뿌리 생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었

다. 그러나 길이생장에 5 mM CsCl이 KCl과의 경쟁에서 벗어

나 있다는 결과(Fig. 2B)와 5 mM에서 특히 뿌리의 횡축 팽창

이 두드러진다는 사실 사이에 어떠한 분자생물학적 상관관계

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CsCl처리에 의하여 나타나는 뿌리의 횡축 팽창이 KC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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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sCl-induced radial expansion of the primary root of

maize. The diameter of the root was measured 7 - 10

mm apart from the tip. The concentration of KCl was

60 mM. Vertical bars represent the standard deviations.

의하여 회복되는지 확인하였는데 KCl 처리는 CsCl에 의한 횡

축 팽창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두드러

지던 5 mM CsCl에 의한 횡축 팽창(1.958±0.128 mm)이 60

mM KCl에 의하여 1.425±0.176 mm까지 감소하여 대조군과

동일한 수준인 1.354±0.145 mm (pP=0.146, n=23)까지 감소하

여 완전히 회복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5

mM CsCl 존재 하에서는 KCl 회복 효과가 고농도 CsCl 존재

하에 작용하는 기작과는 다른 기작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Arabidopsis에서는 세포 주변에 K
+
가 저농도(＜0.3

mM)로 존재할 때 고친화도의 carrier가 작용하고, 고농도

(0.5-1 mM)의 K+가 존재할 때에는 저친화도의 channel이 작용

한다고 알려져 있다[21]. 그러므로 생리 반응 수준에서 Cs+와

K+의 상호작용이 Cs+ 농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K+의

절대 농도가 아닌 Cs
+
에 대한 상대 농도에 따라 K

+
의 uptake나

작용이 달라지기 때문일 가능성이 분자 수준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근단 분열조직의 크기 불변

CsCl에 의한 뿌리의 생중량과 길이생장 감소가 세포분열의

감소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근단 분열조직의 길이를

측정하였다(Fig. 4). 그 결과 CsCl에 의하여 뿌리의 길이가 현

Fig. 4. Impact of CsCl on the expression of ZmKUP1. The gene

expression was analyzed by RT-PCR.

저하게 감소하는 조건에서도 근단 분열조직의 길이에는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뿌리에서 CsCl의 효과는

세포분열을 감소시킨다기 보다는 세포의 팽창 방향을 종에서

횡으로 바꾸거나 세포 신장을 억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

로 사료된다. 옥수수의 자엽초 등에서는 세포의 신장에 K
+
이

필요하다는 보고[20]와 같이 뿌리에서도 K
+
가 세포의 크기 변

화에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CsCl에 의한 ZmKUP1 유전자의 발현 유도

CsCl의 뿌리 생장 억제 효과가 K
+
의 기능적 결핍 때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Arabidopsis에서 K
+
결핍시 발현이 유도되는

K+ Uptake Permease (KUP) 유전자의 옥수수 homologue인

ZmKUP1 (GeneBank FN257301)의 발현에 대한 CsCl의 영향

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10 mM 이상의 CsCl 이상의 농도에서

ZmKUP1의 발현이 CsCl의 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5). 그리고 CsCl에 의한 ZmKUP1의 발현은

60 mM KCl에 의하여 완화되었다. 발아 2일된 유식물은 생장

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배유(endosperm)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영양분 결핍증이 나타나는 시기가 아니

지만 CsCl에 의하여 K
+
가 제 작용을 못하여 기능적으로 결핍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뿌리 생장을 억제하는

CsCl의 영향은 상당 부분 K
+
의 기능적 결핍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5 mM의 CsCl은 뿌리의 생장에 현저한 영

향을 주면서도 ZmKUP1의 발현은 약하게만 유도하므로 저농

도에서 CsCl의 영향은 단순히 K+의 결핍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한편 본 실험에서 고농도의 CsCl을 처리하면 경쟁에 의하

여 K
+
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기능적으로 결핍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으므로, 일반적으로 K
+
결핍증을 볼 수 없는

어린 식물에서 CsCl을 이용하여 기능적으로 K+ 결핍증을 유

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법은 식물체의 초

기 발달에 미치는 K
+
의 영향을 조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Fig. 5. Meristem size of the primary root in the presence and

absence of CsCl. The effect of KCl was also tested com-

bined with CsCl. The concentrations were 20 mM and

60 mM for CsCl and KCl, respectively. Vertical bars in-

dicate the standard deviations. PCR reaction without re-

verse transcription showed no contamination of DNA.

Actin was also amplified as th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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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옥수수(Zea mays) 뿌리의 초기 생장에 미치는 CsCl의 영향

박 웅 준*

(단국대학교 분자생물학과)

본 연구에서는 발아 후 2일된 옥수수 유식물의 뿌리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5 mM에서 30 mM에

이르는 CsCl을 처리하였을 때 옥수수 뿌리와 자엽초 마디 위쪽 shoot의 생중량이 감소하였다. 뿌리의 길이 생장

도 역시 동일한 농도 범위의 CsCl에 의하여 감소하였는데 CsCl을 처리할 때 60 mM의 KCl을 함께 처리하면

CsCl에 의하여 감소되었던 신장 생장이 일부 회복되었다. CsCl과 KCl의 관계를 Lineweaver-Burk plot으로 분석

한 결과 10 mM - 30 mM CsCl은 KCl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5 mM CsCl은 경쟁관계에서 벗어

나는 것으로 나타나 주변의 CsCl 농도에 따라 KCl의 작용 모드가 다른 또 하나의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CsCl의 농도에 따라서 KCl과의 상호작용 모드가 달라지는 현상은 CsCl에 의하여 유도되는 옥수수

뿌리 정단 하부의 횡축 팽창에서도 관찰되었다. 또한, CsCl은 10 mM 이상에서 농도 증가에 비례하여 K
+

trans-

porter인 ZmKUP1의 발현을 유도하였지만 5 mM CsCl의 ZmKUP1 발현 효과는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CsCl 존재 하에서도 근단 분열 조직의 수축은 관찰되지 않았다. 종합하면, 외부에서 처리된 CsCl은 2일된 옥수수

유식물의 뿌리의 생중량과 신장을 감소시켰으며 정단 하부의 횡축 팽창을 유도하고 ZmKUP1의 발현을 촉진하였

다. 그러나 근단 분열조직의 수축은 없었으므로 CsCl의 효과는 주로 세포 팽창과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Cs+

와 K
+
의 경쟁 및 비경쟁적 상호작용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인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