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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Pb"을 Pseudomonas alcaligenes 5S rRNA의 구조 분석에 응용하였다. Pb2+ol 5S rRNA를 절 

단하는 방식은 5S rRNA의 삼차구조의 조사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몇 가지 특징들을 보였다. 

Pb"은 안정한 나선형 줄기들에는 작용하지 않는다. 단일가닥으로된 구역들 또는 내밀린 부분들은 그들의 

분자내에서의 위치에 따라 다른 민감도로 작용을 받는다. 불안정한 d 나선은 전혀 작용을 받지 않는다. 불 

안정한 C 줄기에서는 3’쪽의 가닥만이 작용을 받고 5'쪽의 가닥은 작용을 받지 않는다. Pb" 에 의한 절단과 

Xanthomonas celebensis 5S rRNA의 구조분석의 결과들에 기초하여 우리는 5S rRNA에서의 삼차상호작용에 

대한 작업가설을 제안하였다.

ABSTRACT. We have applied Pb2+ to the structural analysis of 5S rRNA from Pseudomonas alcalige

nes, The mode of Pb2+-induced clevage on 5S rRNA has shown several specific features which may 

be utilized for the examination of tertiary structure of 5S rRNA: Pb2+ does not attack the stable helical 

stems; single stranded regions or bulges are attacked in variable susceptibilities depending on the posi

tions of the sequences or the bases on the molecule; unstable helical region d is not attacked at all; 

only 3' sided strand of unstable helical stem C is weakly attacked, leaving 5' sided strand unattacked. 

Based on the Pb* cleavage properties and the structural analysis of Xanthomonas celebensis 5S rRNA, 

we have proposed a working hypothesis for the tertiary interactions in 5S rRNA.

서 론

원핵생물의 5S rRNA는 리보솜의 50S 소단위 체를 

이루는 두 RNA 성분들의 하나이다. 5S rRNA의 

수용액에서의 고차원 구조에 대해서는 일부 연구진 

들이 몇 가지 다른 모형들을 제안하고 있다. Ehres- 

mann 연구진에서는 Y자형의 모형을 제안하였고,' 

Nazar의 연구진에서는 롤리폽프형의 모형을 제안하 

였다.2 Nazar의 모형에서는 5S rRNA의 b-C 구역과 

d 구역이 5S rRNA의 삼차구조 형성에서 돌쩌귀의 

구실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Fe(II)- 

EDTA와 몇 가지 핵산 가수분해효소들을 탐침으로 

사용하여 Xanthomonas celebensis 5S rRNA의 삼차 

구조를 분석하여 Nazar의 제안과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보고한 적이 있다.3 본 연구에서는 b- 

C 구역과 d 구역이 삼차구조에서 취하는 형태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Pb"을 탐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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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5S rRNA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Pb* 은 

RNA의 단일가닥 부분 중에서도 특히 유연한 부분에 

작용하여 포스포디 에 스테 르 결 합을 가수분해 한다. 

Pb2+에 의한 RNA의 절단은 탈양성자화된 Pb2+의 

수화물이 리보오스의 2'-0H로부터 양성자를 제거 

함으로써 촉진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실 험

5S rRNA의 추출 및 정제

Sogin 등의 방법°을 약간 변형하여 5S rRNA를 

추출 정제하였다.5 먼저 배양배지에서 수확한 세포를 

10mL의 추출용 완충용액 (0.1 M NaOAc, 20 mM 

EDTA, 1% SDS, 0.2% 벤토나이트; pH 5.0)에 현탁 

시키고 상온에서 1시간 동안 세차게 흔들어 준 후에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취하였다. 이 상층액을 페놀 

로 추출한 후, 5S rRNA를 에탄올로 침전시켰고, 

이것을 폴리아크릴아미드 겔 전기이동법으로 분리, 

정제하였다.

5S rRNAfil 고차원 구조 분석

효소 탐침을 이용한 방법. Brunel 등의 방법에 

따라 5S rRNA를 효소 탐침들로 분석하였다.】 단일 

가닥에 특이한 효소로서는 핵산 가수분해효소 S1 을 

사용하였고 이중나선에 특이한 효소로서는 VI을 사 

용하였다. 5' 또는 3'말단이 32P로 표지 된 5S rRNA를 

복원 완충용액(50 mM Tris-HCl, 10 mM MgCl2, 270 

mM KC1; pH 7.5) 10 应에 녹인 다음, 65t： 에 서 5 

분간 가열하고 서서히 상온까지 식혀서(1 ◎/min) 5S 

rRNA의 자연상태의 구조로 복원시킨 후, 운반체 

tRNA(5 jig/nD 1 此와 적 당한 농도의 효소용액 1 

由를 가하고 25*t 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P" 을 사용한 가수분해 반응 Sogin 등의 방법5 

을 사용하여 5S rRNA의 5' 또는 3'말단을 32p로 

표지 하였다. 로 표지된 5S rRNA를 복원 완충용액 

A(25 mM Na-Hepes, pH 7.5, 5 mM MgCl2, 100 mM 

KC1) 또는 복원 완충용액 B(25 mM Na-Hepes, pH 

7.5, 10 mM MgCk 270 mM KC1)에 녹인 다음, 60 

에서 5분간 가열하고 서서히 상온까지 식혀서(1 

t/min) 5S rRNA의 자연상태의 구조로 복원시킨 후, 

운반체 tRNA(5 |jg/|iL) 2 I丄와 Pb(OAc)2 용액 을 최 

종농도가 0.01, 0.1, 1, 10mM되게 가하고 25 °C 에서 

15분간 반응시켰다. 반응용액에 10 mM EDTA를 

함유하는 시료싣기 용액을 가하여 반응을 중지시켰 

다.

절단된 위치들의 분석. 에탄올로 침전시킨 조각 

들을 동결건조시켜서 이것을 우레아-염료 완충용액 

에 다시 용해시킨다. 이 용액을 90M 에서 30초 동안 

가열한 다음에 8.3M 우레아를 포함하는 12% 폴리 

아크릴아미드 겔(30 cm X 40 cm X 0.05 an)에서 전기 

이동으로 분리하였다.6

결과 및 고찰

5S rRNA를 Pb?+으로 가수분해하여 얻은 RNA 

조각들을 전기이동으로 분리한 결과를 尸沮1에 나 

타내었고 핵산 가수분해효소들로 가수분해하여 얻

Fig. 1. 12%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frac

tionation of the 3'-end labeled 5S rRNA after Pb(II)- 

induced hydrolysis.: Reactions were performed in the 

presence of Pb(II) acetate at the final centrations of 

0.01 mM (lanes 1), 0.1 mM (lane 2 and lane 5), 1 mM 

(lane 3 and lane 6) and 10 mM (lane 4 and lane 7) 

in buffer A (lanes 1 to 4) and buffer B (lanes 5 to 

7). Lane C, incubation control; lanes T1 and OH, 

RNase T1 and alkali ladders, respectively. The Se

quence is numbered by every G resid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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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12%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frac

tionation of the 3'-end labeled 5S rRNA after enzy

matic hydrolysis. Lanes 1 to 3t RNase VI for 5, 10, 

15 min; lanes 4 and 5, nuclease SI at pH 7.5, pH 4.5, 

respectively; lanes T1 and OH, RNase T1 and alkali 

ladders, respectively. The Sequence is numbered by 

every G residue.

은 RNA 조각들을 전기이동으로 분리한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들을 P- alcaligenes 5S 

rRNA의 이차구조 모형에 종합해서 나타내었다（F讶. 

3）. 전반적으로 보면, Pb"에 의한 가수분해 반응은 

5S rRNA가 안정한 삼차구조를 형성한 후 수용액 

환경으로 노출되는 단일가닥 부분에서 선택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다음의 두 가지 

관찰들에서 알 수 있다. 첫쩨 Mg2+과 Na+의 농도를 

증가시키면 Pb" 에 의한 가수분해 반응에 대한 5S 

rRNA의 저항성이 증가한다＜F讶. 1의 1~4 분리줄들 

과 5~7 분리줄들을 비교하라）. 둘째, 리보핵산 가 

수분해효소 VI이 작용하는 나선형 줄기들（A, B, D, 

E）은 Pb?+으로 가수분해되지 않지만, 핵산 가수분 

해효소 S1 들이 작용하는 단일가닥 부분들（a, b, c, 

e）은 많은 자리들에서 Pb" 으로 세게 가수분해된다. 

Pt）?* 에 의한 F. alcaligenes 5S rRNA의 절단 결과를 

더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A, B, C, D, E 줄기들

앞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이 줄기들은 pb2+에 

의 한 가수분해 반응을 받지 않는다侦谚. 3 참조）. 다만 

A116-Gn7 포스포디에스테르 결합이 리보핵산 가수 

분해효소 VI과 Pb＞에 의해서 모두 약하게 절단되 

는데, 그 이유는 불안정한 U3：Gm 비표준형 염기 

쌍이 이 5S rRNA 분자의 말단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B 줄기에서 &의 내밀린 구조 

앞뒤의 포스포디에스테르 결합들이 Pb2-으로 약하게 

절단되지만 B 줄기의 나머지 결합들은 절단되지 

않는다. 이 결과로 보아 A, B, D, E 줄기들은 5S 

rRNA 분자의 삼차구조에 서 나선형 구조를 유지 하며, 

B 줄기의 은 내밀린 구조를 유지하면서 수용액 

환경으로 다소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Pb?+이 

C 줄기에 작용하는 방식은 특이하다. 이 줄기의 5'쪽 

가닥, 즉 C28ACCUGU34 연속부분은 Pb?-으로 절단 

되지 않는데 반해서 3'쪽 가닥, 즉 A48CGGAAGUG56 

연속부분에서는 내밀린 구조 5聞 결합이 세게 

절단되고 그 밖의 결합들이 거의 모두 약하게 절단 

된다. 이 결과는 C 줄기의 염기쌍들이 불안정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15 

가지 종류의 Pseudsnonas와 Xa，바ismmas의 5S 

rRNA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한 이차구조 모형과도 

잘 일치한다J 우리의 이러한 관찰은 Ciesiolka 등5이 

Thermus themtophilus와 Bacillus stearothermophi- 

Ss의 5S rRNA들의 구조를 Pb1"으로 분석한 결과와 

일치하지만 E. coliS\ 5S rRNA를 분석한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에는 C 줄기의 포스 

포디에스테르 결합들이 Pbw으로 쉽게 절단되는 경 

향을 보였다.

a, e 고리들

a 고리와 e 고리의 포스포디에스테르 결합들은 

이웃하고 있는 줄기들과의 접속 부위들을 제외하고 

는 거의 다 마/-에 의해서 세게 절단된다. 이것은 

5S rRNA의 삼차구조에서 이 두 고리들이 수용액 

환경으로 노출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a와 e 고리들이 

수용액 환경으로 노출된다는 것은 Xanthomonas 종 

들의 5S rRNA들에서도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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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ummary of the probing experiments represented on the secondary structure of P. alcaligenes 5S rRNA. 

The secondary structure used here is that of minor modification of our consensus model for procaryotic 5S 

rRNAs.7 Enzymatic accessibilities of RNase VI cuts, strongly (A) and weakly (>). Nuclease SI cuts, strongly 

(►) and weakly (►). Pb(II)-induced 이eavages, strongly (-►) and weakly ( —). The dotts … and • • ■ • denote 

stable and unstable base pairs, respectively. Dotted circles at positions 1, 2, 86, 90, 119 and 120 denote the 

nucleotide deletions. They are added for the convenience of numbering of the sequence.

b, c 고리들

b 고리의 G23GUGAC28 연속부분은 u25-g26 결합 

만이 Pb2 + 으로 약하게 절단되지만, GsaAAGGo 연 

속부분은 한군데를 제외한 모든 결합들이 Pb"으로 

약하게 절단된다. 한편, C 고리는 A”의 5'쪽, 즉 

UmUCCCAUw 연속부분의 앞부분(U34UCC37)은 Pb^ 

으로 약하게 절단되지만 나머지 결합들, 즉 C38-A39, 

A39-U4o, U4O-A41 결합들은 절단되지 않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丄-瞞는 Pb2 +으로 세게 절단되며 A41 

다음의 3'쪽 연속부분의 모든 결합들이 약하게 절 

단된다. 이 결과들에서 c 고리는 삼차구조에서 고 

리를 유지하면서 C37CAU4o 연속부분이 5S rRNA 

분자의 일정한 부분과 센 삼차 상호작용으로 염기 

쌍들을 형성할 것으로 생각되며 과 C42 염기들을 

제외한 c 고리의 나머지 염기들(Cs, G44, A45, Aw, 

G?)은 c 고리의 단일가닥을 따라 치쌓여 있거나 

분자의 다른 부분과 약한 삼차 상호작용을 이룰 것 

으로 추측된다. 이 염기들이 치쌓여 있을 가능성은, 

효모의 tRNAphe의 역코돈 고리에서 치쌓여 있는 

Gm34, A35, A36, Y37, &들이 단일가닥에 있으면서도 

Pb2+에 의해서 절단되지 않는 사실로 유추할 수 

있다."

불안정한 d 나선

d 나선의 5'쪽 가닥 AmUGGUAG”과 3'쪽 가닥 

U97GAGAGU33은 모두 Pt"+으로 전혀 절단되지 않 

으며 3'쪽 가닥만이 단일가닥에 작용하는 핵산 가 

수분해효소 S1 과 리보핵산 가수분해효소 VI으로 

매우 약하게 절단된다. 이것은 d 나선이 불안정한 

나선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이미 보고한 우리의 

관찰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d 나선에서 G72 * A104, 

G75* A101, G?6*G100, A?g*G98 따위 비표준형 염기 

쌍들이 형성될 수 있다는 의견들은 여러 연구진들에 

의해서 제안되었다.*또한 Erdmann 연구진이 

구성한 진성 박테리아 5S rRNA의 이차구조 모형 

에서도 A73*U1M, U74 * G102 등이 비표준형 염기쌍을 

이룰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최근에 우리는X. cele- 

bencis 5S rRNA를 안지오제닌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d 나선의 비표준형 염기쌍들의 결합이 약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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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찰하였다.m d 나선의 두 가닥들이 Mg2十 이 있는 

조건에서 Pb2+에 의해서 전혀 절단되지 않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가능한 이유 때문으로 생각된다. 

첫째, d 나선에서만 예외적으로 존재하는 A*G 염 

기쌍들이 Mg2+들과 결합하여 d 나선의 불안정성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d 나선의 누클 

레오티드들이 5S rRNA의 다른 부분의 누클레오티 

드들과 삼차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뒤 의 

절 참조）. A*G 염기쌍을 가진 구조 요소가 Mg" 

들을 결합하는 바구니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최근에 

Pley 등U이 망치머리꼴 리보효소 결정체를 분석함 

으로써 밝혀졌다. d 나선이 불안정한 구조를 이룬 

다는 것은 X c油评와 X. celebencis3 5S rRNA들의 

d 나선의 아데노신 잔기들이 Mg2*이 없는 조건에서 

모두 피로탄산 이에틸로 카르베톡시화 되는 것으로 

도 알 수 있다.

줄기와 고리의 접속 부위에 있는 G ： C 염기쌍들의 

불안정성

G12 : C108> Gi6 : C68, G23 : Cso, C28 : Gm 염 기 쌍들은 

불안정하다（F谚.3）. 이것은 5S rRNA의 삼차구조 형 

성에서 a와 b 고리들이 비틀리거나 접힐 때 이 고 

리들에 생기는 무리한 변형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 

된다. Erdmann 연구진'&이 구성한 진성 박테 리아 5S 

rRNA의 이차구조 모형에서 （危）： （帰과 Gs：!］防 염 

기쌍들은 불안정하다고 하였으며 줄기와 고리가 접 

속하는 부위에 있는 G：C 염기쌍들의 불안정성은 

E. co"의 5S rRNA의 G„과 CUo 사이에서도 일어 

난다는 것이 15N-핵자기 공명 분광법으로 관찰되 

었다.18

5S rRNA의 삼차 상호작용에 대한 작업가설

우리는 Xanthomonas celebencis 5S rRNA의 구조 

분석에서 a, c, e 고리들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관찰하여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삼차 상호작용이 가 

능하려면 5S rRNA의 b-C 구역과 d 나선 구역이 

5S rRNA의 접힘에서 돌쩌귀와 같은 구실을 할 것 

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3 b-C 구역과 d 나선 구역이 

돌쩌귀의 구실을 할 것이라는 견해는 최근에 Na- 

zar에 의해서도 발표되었다.2 그는 Fe（II）-EDTA와 

에 틸니트로소 우레 아를 탐침으로 사용한 5S rRNA의 

구조 분석에서 이러한 결론을 얻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 구역들의 5'쪽 가닥은 Pb?+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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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을 거의 받지 않는데 반해서, 3'쪽 가닥은 Pb奸에 

의한 절단을 약하게 받는다. 아마도 이것은 3'쪽 가 

닥의 포스포디에스테르 결합들이 삼차구조상에서 

수용액 환경으로 거의 모두 노출되어 있^, 5'쪽 가 

닥은 5S rRNA의 분자 안쪽으로 묻혀 있거나 이 

가닥의 누클레오티드들이 다른 연속부분과 삼차 상 

호작용을 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내밀린 구 

조의 A52-A53 결합이 Pb" 에 의해서 매우 예민하게 

절단되는 사실이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사실들에서 우리는 b-C 구역은 5S 

rRNA의 이차구조에서 볼 수 있는 구조 요소들을 

크게 변형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돌쩌귀의 구실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d 나선의 포스포디에스테르 결합들이 Pb2+에 의한 

절단을 전혀 받지 않는 이유는 아직 분명치 않다. 

아마도 G75GUAGw 연속부분과 c 고리의 C"CAUAC,2 

연속부분이 평행하게 또는 역평행하게 호그스텐 염 

기쌍들을 형성하여 d 나선 부분과 삼중나선을 이루 

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상상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삼중나선 구조가 형성되더라도 An은 염기 

쌍을 이루지 못하여 내밀리게 되므로 A41-G2 포스 

포디에스테르 결합이 Pb2+에 의해서 강하게 절단되 

는 것으로 생각된다. a 고리의 대부분（A”UGGq과 

e 고리의 C87GU89 연속부분은 수용액 환경에 노출 

되어 있지만 a 고리의 Gi2, AU7, Clog, 누클레오티드 

들과 e 고리의 U89 누클레오티드는 c 고리와의 삼차 

상호작용에 관계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측은 X. celebencis 5S rRNA의 c 고리의 U35CC- 

CAU40 연속부분에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데 

옥시헥사머 ATGGGA를 사용한 구조 분석에서 알 

수 있었다?

앞에서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A, B, D, E 줄기 

들은 매우 안정한 성질을 보였다. 그러므로 이 줄 

기들은 5S rRNA의 삼차구조 형성에서 기본 요소 

들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1993년도 교육부 기초과학 육성 연구 

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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