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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fotaxime 처리를 통한 칼라 기내 식물체의 오염 감소 효과

Effect of cefotaxime on reduction of contamination for callus tissues in 
calla ‘Gag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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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실험은 칼라 ‘Gagsi’ 품종의 줄기를 절편체로 사용하여 칼라의 대량증식 시스템을 확립하고자 진행이 되었

다. 실험은 cefotaxime 항생제 (25, 50, 100 mg/L)가 포함된 Murashige와 Skoog (MS) 기본 배지를 사용하였다. 캘

러스 유도는 MS 기본 배지에 NAA 0.5 mg/L, BA 1.0 mg/L 등의 식물 호르몬을 첨가한 배지가 사용되었다. 기본

MS 배지에 cefotaxime 25, 50, 100 mg/L 농도가 첨가 된 배지에서 비교한 결과 캘러스 유도율은 25 mg/L 농도에

서 10.5 %가 나와 가장 효율이 높았고 갈변율은 10.5 %로 가장 낮았다. 캘러스 유도 배지인 MNB에 cefotaxime 25

mg/L을 첨가한 배지에서 캘러스 유도율은 34.5 %, 갈변율은 27.0 %가 나타났다. 항생제인 cefotaxime은 이전에 식

물 조직 배양 실험에서도 사용되었고, 실험 결과 칼라 식물 생장을 촉진시키는 효과와 오염 및 갈변을 억제하는 긍정

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량 증식 시스템 개발에 기여를 할 수 있고 농가 소득 향상에 도

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미소대량증식, 세포탁심, 칼라, 캘러스

Abstract We investigated the development of a micropropagation protocol for multiplication of calla ‘Gagsi’ by 
using shoots as explant. The callus was induced on Murashige and Skoog (MS) basal medium containing 
cefotaxime antibiotics (25, 50, 100 mg/L). Also, MS basal medium with NAA 0.5 mg/L and BA 1.0 mg/L was 
used. The callus induction and browning rates were compared by treatment supplemented cefotaxime 25, 50 and 
100 mg/L in basal MS medium. The callus induction rate was 10.5 % and browning rate was also, 10.5 % on 
the MS containing 25 mg/L. In the MNB containing cefotaxime, the callus induction rate was 34.5 % and 
browning rate was 27.0 %. The cefotaxime experiment has been widely used in previous studies. It is thought 
that it will help establish the mass multiplication system by positively affecting the growth and browning 
reduction of calla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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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관상하기 위해 재배되는 모든 식물을 의미하는 화

훼류는 본 목적인 관상 이외에도 조형미를 위한 쓰임

새로 사용이 되고 있다 [1]. 국내에서 유통되고 선호되

는 많은 화훼류 중 본 연구에 사용된 칼라

(Zantedeschia spp.)는 천남성과에 속한 구근류이며 잎

을 주로 관상하는 식물이다. 또한 칼라는 다양한 화색,

큰 꽃 그리고 매력적인 화포를 가지고 있어 절화로서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이다[2-3]. 칼라는 두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습지에서 생육하는 백색 칼라와 건

지에서 생육하는 유색 칼라가 있다. 그 중 다양한 색상

과 화포와 잎에 반점이 있는 유색칼라는 상업적으로

관상가치가 높은 작물로 절화수명이 길어 전 세계적으

로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식물이

지만 직경이 4 cm의 개화구까지 2년 이상이 걸리며

자연 번식률이 매우 낮은 문제점이 있다[4-5]. 또한 유

색칼라는 고온에 취약하여 박테리아 Erwinia spp.에

의한 무름병 발병의 문제가 있다. 28 ℃이상 기온이 지

속되면 발병이 시작되고 30 ℃이상에서는 대부분이 병

에 감염이 된다[6].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지만 현재 칼

라의 우량품종 개발 및 대량 증식 시스템 체계가 제대

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식물 배양 기간

동안 바이러스 감염 및 변이 발생 등의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칼라 식물체의 기내 대량증식체계 확립을 위해

기내 배양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 및 페놀 물질에 의한

생육저하를 해결하고자 항생제 중 하나인 cefotaxime

을 사용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식물체 재료

이번 연구에서는 강원도 농업 기술원에서 육성한

화포 목 부분에 반점이 없고 옅은 노랑바탕의 분홍색

절화용 유색칼라 ‘Gagsi’ 식물체를 사용하였다. 기내

상태의 칼라의 줄기를 절편체로 사용하여 1-2 cm로

절단하여 캘러스 유도 배지에 치상하였다.

2. 배지의 조제 및 첨가물 첨가

배지 조성은 MS basal salts with vitamins[7] 4.4

g/L, sucrose(MB Cell, L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30 g/L, plant agar(Duchefa, Haarlem, The

Netherlands) 7 g/L, pH 5.8이고 121 ℃에서 20분간 고

압멸균 후 사용하였다.

칼라의 캘러스 유도 배지는 기본 MS 배지와 기본

배지에 NAA 0.5 mg/L와 BA 1.0 mg/가 혼용 된 배지

인 MNB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캘러스 유도 촉진과 갈

변율 감소를 알아보기 위해 첨가물로 cefotaxime이 사

용되었다. Cefotaxime(Duchefa, Haarlem, The

Netherlands)은 25, 50, 100 mg/L 농도로 사용되었다.

3. 식물체 배양 및 조건

배양은 23 ± 1 ℃로 설정된 incubator에서 16/8의

광주기로 진행하였다. 캘러스 유도 실험은 4주 간격으

로 캘러스 유도율, 갈변율을 조사하였으며 총 8주 동안

실험이 진행되었다. 모든 처리구는 각 50개씩 칼라 줄

기 절편체를 사용하여 4반복으로 수행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Cefotaxime 처리가 캘러스 유도 및 갈변에 미치는

영향

항생제 종류의 일부는 식물체에서 미생물의 오염과

세균의 감염을 제거해 주기 위해 사용되었다. 특히, 항

생제 중 cefotaxime은 Agrobacterium 매개 형질전환

기법에서 형질전환체를 선발하기 위해 균의 과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사용이 되고 있다. Cefotaxime은

cephalosporin계 항생제로 높은 농도에서도 비교적 안

정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Penicillins와 cephalosporin 항생제는 담배 조직의

생장을 촉진시켜 준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8].

또한, cefotaxime은 캘러스의 생장과 6배체 밀과 보리

의 배발생과 재생을 자극시킨다는 논문이 보고되었다

[9-10].

본 연구에서는 항생제인 cefotaxime 처리가 칼라 캘

러스의 형성과 갈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Table. 1, Fig. 1). 캘러스 유도율 및 갈변율은 칼라 줄

기 절편체를 유도 배지에 치상 후 최종적으로 8주 후

의 결과를 기록하였다.

기본 MS 배지에 cefotaxime 단용 처리를 한 결과

배양 8주 후 캘러스 유도는 25 mg/L 농도에서 10.5 %

로 3가지 농도 중 가장 높은 효율을 나타내었다. 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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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um (mg/L) Callus induction (%)
*

Browning (%)
*

MC 25
**

10.5 ± 2.8 10.5 ± 1.5

MC 50
***

5.5 ± 2.5 17.0 ± 1.0

MC 100
****

5.5 ± 1.5 13.0 ± 3.0

MNB
*****

15.0 ± 4.5 51.5 ± 6.3

MNBC 25
*****

34.5 ± 6.5 27.0 ± 2.0

표 1. ‘각시’에서 cefotaxime 처리에 따른 캘러스 형성과 갈변율

Table 1. Formation of callus and browning rate on cefotaxime medium in calla ‘Gagsi’

*
Data were collected after 8 weeks of culture.

**
Medium composition is MS + cefotaxime 25 mg/L.

***
Medium composition is MS + cefotaxime 50 mg/L.

**** Medium composition is MS + cefotaxime 100 mg/L.
***** Medium composition is MS + NAA 0.5 mg/L + BA 1.0 mg/L.
******
Medium composition is MS + NAA 0.5 mg/L + BA 1.0 mg/L + cefotaxime 50 mg/L.

그림 1. Cefotaxime 첨가 배지에서 ‘각시’ 캘러스 배양 8주 후 캘러스 유도 및 갈변율 비교

Figure 1. Callus formation on various cefotaxime containing medium type in calla ‘Gagsi’. Data were collected after 8 weeks of

culture. (A) Callus induced in stem explant by MS. (B) Callus induced in stem explant by MS containing cefotaxime 25 mg/L. (C)

Callus induced in stem explant by MS containing cefotaxime 50 mg/L. (D) Callus induced in stem explant by MS containing

cefotaxime 100 mg/L. (E) Callus induced in stem explant by MS containing NAA 0.5 mg/L and BA 1.0 mg/L. (F) Callus induced

in stem explant by NAA 0.5 mg/L, BA 1.0 mg/L and cefotaxime 25 mg/L medium.

율은 cefotaxime을 처리하지 않은 기본 MS 배지에서

80.5 %로 높게 나타났고, cefotaxime를 처리한 3가지

처리구 모두 갈변율이 20 % 미만으로 많은 감소가 나

타났다. 그 중 cefotaxime 25 mg/L 농도에서 10.5 %로

근소하게 더 갈변 발생이 낮았다.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cefotaxime 25 mg/L에서 칼라 식물체의 캘러스 유

도 및 갈변 억제가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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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러스 유도 배지로 식물 호르몬을 혼용 처리한 배

지가 사용되었다. 식물 호르몬은 auxin 계열 NAA 0.5

mg/L와 cytokinin 계열 BA 1.0 mg/L을 첨가한 MNB

에서 캘러스 유도실험이 진행되었다. 또한 MNB 배지

에 cefotaxime 25 mg/L 농도를 첨가하여 실험을 진행

하였다. 그 결과, MNB에서 캘러스 유도는 15.0 %이고

cefotaxime 25 mg/L를 첨가한 MNB 배지에서는 약 2

배 이상인 34.5 %가 나타났다. 앞선 실험과 유사하게

갈변율은 cefotaxime을 처리한 배지에서 더 낮은 발생

을 보였다.

Ⅳ. 적 요

천남성과에 속하는 칼라(Zantedeschia spp.)는 다양

한 화색과 아름다운 화포로 인해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고급 화종으로 사용되는 등

상업적으로 가치가 큰 식물이다. 하지만 칼라 중 특히

유색칼라는 바이러스 및 무름병에 취약하여 이러한 문

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품종 육성 및 대량증식체계 확

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칼라 식물체

의 생육 증진 및 박테리아 또는 페놀 화합물에 의한

갈변을 감소시키기 위해 cefotaxime을 처리하였다.

이를 통해 칼라 기내 대량증식의 체계 확립을 하고자

실험을 진행하였다.

Cefotaxime의 처리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5, 50, 100 mg/L 농도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캘러스 유도율은 cefotaxime 25 mg/L 농도에서 10.5

%로 가장 높았으며 갈변율은 3가지 처리구 중 10.5 %

로 가장 낮았다. 따라서 cefotaxime 25 mg/L 농도에서

캘러스 생육에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토대로 캘러스 유도 배지인 MNB 배지에

cefotaxime 25 mg/L를 첨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기본 MNB 배지와 비교한 결과, 캘러스 유도율은 34.5

%로 두 배 이상 높았으며 갈변율은 절반정도 낮게 나

타났다.

식물 조직 배양에서 항생제인 cefotaxime 처리가 캘

러스 형성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결과를 얻

었다. 이를 토대로 향후 다른 품종의 칼라 식물에서도

효율적인 기내 증식 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 주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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