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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RNAVa에 결합하는 RNA 요소들을 확인하기 위해 SELEX 방법을 수행하였다. 양끝에 보존된 

primer 서열을 가지고 가운데 무작위의 48-mer 올리고누클레오티드 영역을 가진 DNA 문고를 T7 RNA 중 

합효소를 이용하여 전사시켜 얻은 RNA po이을 가지고 tRNAVal 이 고정된 affinity column을 이용하여 14 번 

의 선별 과정을 거쳐 RNA aptame庖을 선별하였다. 몇몇 aptame竜은 세 가지 rRNA들의 고리 영역에 있 

는 서열과 유사한 서열을 가졌다: 5S rRNA의 C43GAAC47 서열, 16S rRNA의 G1491AAGU1495오！ 

G1379UUCC1383 서열 그리고 23S rRNA의 C1064UUAG1068, G2110UGUA2114, C2480GACGG2485 
오］" A2600CAGU2604 서열. 이 결과들은 tRNAVa가 리보솜에서 5S rRNA, 16S rRNA 및 23S rRNA오！ 다 

양하게 상호작용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주제 어: 시험 관내 선별, RNA 압타머, tRNAVal

ABSTRACT. To identify RNA motifs interacting with tRNAVal, a SELEX(Systematic Evolution of 
Ligands by Exponential Enrichment) was applied. Random DNA library which contains a region of ran
domized 48-mer oligonucleotide flanked by conserved sequence primers was transcribed into RNA pool using 
T7 RNA polymerase and RNA aptamers were selected with tRNAVal-immobilized affinity column through 14 
rounds of SELEX. Some of the resulting aptamers contained a consensus sequence similar to the sequence in 
the loop regions of three rRNAs; C43GAAC47 sequence of 5S rRNA, G1491AAGU1495, G1379UUCC1383 
sequence of 16S rRNA and C1064UUAG1068, G2110UGUA2114, C2480GACGG2485, A2600CAGU2604 
sequence of 23S rRNA. These results suggest that tRNAVal can interact with 5S rRNA, 16S rRNA and 23S 
rRNA with variety in ribo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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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원핵생물의 리보솜은 50S 소단위체와 30S 소단위체 

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큰 소단위체는 23S rRNA, 5S 
rRNA 및 34 개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작은 소단 

위체는 16S rRNA와 21 개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 연구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성분이 리보솜 

단백질일 것이라는 부적절한 생각에서 시작하였지만 

1970년대 중반에 원핵생물의 16S rRNA의 3, 말단 부 

분이 mRNA의 5 말단 부분과 상보적인 구조를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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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밝혀짐으로써1 rRNA들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 

었다. 1992년 Noller 연구진이 리보솜 단백질들이 완전 

히 제거된 원핵생물의 23S rRNA가 단독으로 펩티드 

결합을 형성하는 peptidyltransferase 활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고한2 이후로 5S rRNA, 16S rRNA 및 23S 

rRNA 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의 cross-linking과 SELEX를 이용한 연구에서 

리보솜 내에서 5S rRNA, 16S rRNA와 23S rRNA 사 

이의 접촉점들이 밝혀지고,3心 point mutation에 의한 

연구에서는 5S rRNA의 U89가 리보솜의 큰 소단위체 

의 회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지만6 
아직 리보솜 상에서 rRNA들의 정확한 구조와 그 기능 

이 확실하지 않다.

5S rRNA가 제거된 대장균의 50S 소단위체는 tRNA 
를 A-자리에 결합시키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보 

아서 tRNA와 rRNA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단백질 합성 

과정에서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5S rRNA의 

C 고리에 있는 C42CGAAC47 연속부분은 거의 모든 

원핵생물 종에서 보존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tRNA의 

보존된 G53T0CR57 연속부분과 상호작용을 할 것으 

로 제안되었지만8 이것을 확증할 실험적 증거는 없다. 

tRNA의 anticodon stem-loop(ASL) analog의 5' 말단 

에 붙은 Fe(II 炉부터 발생하는 hydroxyl radical 이 16S 
rRNA, 23S rRNA와 5S rRNA의 염기들을 절단하는 

위치로부터 리보솜 내에서 rRNA들의 배열과 tRNA와 

rRNA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밝혀졌지 

만9 아직 이들 상호작용에 대하여 확실한 정보가- 없다.

단백질 합성에서 rRNA들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tRNA와 rRNA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필 

수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tRNAva와 상호작용 하는 

RNA motif를 찾기 위해 tRNAV"에 결합하는 RNA 
aptame 竜을 SELEX 방법으로 선별하였고 이들 가운데 

16S rRNA, 23S rRNA 및 5S rRNA의 고리 영역에 

있는 특정 연속부분의 염기 결합 순서와 일치하는 것들 

을 발견하였다.

실 험

RNA library의 준비. DNA library는 5' 쪽으로 18-mer의 

cDNA primer sequence (5'-AAGCTTGCATGCGGATCC-3') 
가 있으며 3' 쪽■으로는 32-mer의 T7 primer sequence 
(5'-TAATACGACTCACTATAGGTGAATTCGAGCTC- 

3')를 가지고 가운데 부분에 48 개의 무작위한 염기 서 

열을 가지는 총 98 개의 누클레오티드들로 구성되어 있 

다. 이 DNA를 PCR(polymerase chain reaction)을 이 

용하여 이중 나선으로 만든 후 Ribomax™ T7 RNA 
production system으로 전사반응을 행하여 RNA po이을 

얻고 6% 폴리아크릴아미드 겔 전기이동으로 분리 정 

제하였다. 정제된 RNA library를 완충용액(20 mM 
Tris-acetate, pH 7.5, 48 mM Mg-acetate, 100 mM K- 
acetate, 100mM NH4-acetate)에 녹인 후 55oC에서 

15분간 가열한 후 상온으로 서서히 냉각시켰다.

Affinity column의 제조 sigma에서 구입한 tRNAVal 
을 6% 폴리아크릴아미드 겔 전기이동으로 분리 정제 

하였다. 정제된 tRNAV"의 3'-말단의 리보스당을 NaIQ 
로 산화시 켜 Sepharose-adipic acid hydrazide resin 
(Amersham Pharmacia Biotech 戶I] 결합시켰다.10

SELEX 선별 과정. resin에 결합하는 RNA 분자를 

RNA library에서 제거하기 위해 먼저 RNA po이을 

tRNAVal이 결합되지 않은 column에 통과시 켜 pre
selection 후 tRNAV"이 결합된 affinity column에 더 

하였다. 완충용액으로 column을 씻어 결합하지 않은 

RNA 분자들은 흘러 보내고 elution buffer(25 mM Na- 
EDTA, pH 8.0尽 결합된 RNA 분자들을 용출하였다. 

선별된 RNA는 에탄올 침전으로 회수하고 cDNA 
primer를 사용하여 역전사 과정으로 cDNA로 만들고 

PC収 증폭시켜 다음 선별 과정에 사용되었다. 14회의 

선별과정을 거친 후 증폭된 cDNA는 pGEM-T 운반체 

에 클로닝되었다.

PvuII 제한효소 반응. DNA 염기 결합 순서 분석에 

앞서 분리 정제된 플라스미드 DNA에 98-mer DNA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플라스미드 DNA를 TE 완 

충용액에 녹인 후 5'-CAGjCTG-3의 인식자리를 가지 

는 PvuII 제한효소를 첨가하여 반응시켰다. 반응물은 

123 염기쌍 ladder와 함께 2% 아가로스 겔 전기이동으 

로 98-mer DNA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DNA 염기 결합 순서 분석. DNA 염기 결합 순서는 

dideoxy chain termination 방법을 이용한 AccuPower 
DNA sequencing kit(Bioneer, 한국를 사용하여 결정하 

였다. 98-mer PCR DNA가 삽입된 pGEM-T 운반체를 

pUC/M13 forward primer오卜 dNTP를 이용하여 94 oC 
에서 5분간 방치한 후 94 oC에서 30 초, 50 oC에서 30 
초 그리고 72 oC에서 1분의 프로그램으로 PCR 증폭을 

45회 실시하였다. 반응 액을 6% 폴리아크릴아미드 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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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동으로 분리한 후 DNA 띠들은 SilverstarTM 
staining kit의 manual에 따라 확인하였다.

결과 및 고찰

약 10"개의 서열을 가지는 이중나선의 DNA library 
를 T7 RNA polymerase를 사용하여 시험관내 전사반 

응•으로 만든 RNA po 이을 가지고, 구입한 Sepharose
adipic acid hydrazide resin에 tRNA^의 3' 말단의 리 

보스당을 결합시켜 얻은 affinity column을 사용하여 

SELEX 선별과정을 실시하였다. 14회의 선별 과정을 거 

친 후 RNA aptamer들을 역전사 반응시켜 cDNA로 만 

들고 염기 서열 분석을 위해 pGEM-T 운반체에 클로 

닝 시켰다(戶谊. 1).

48-mer DNA library purified tRNA；지

in vitro tanscription

Sepharose adipic acid

Random RNA pool hydrazide resin
! 1

Pre-Selection -------------k tRNAVal - Resin

J Active RNA Active RNA

Reverse transcription 

in vitro tanscription

cDNA

PCR amplification

-------------------- amplified DNA

!

Cloning 

!

Analysis of DNA sequence

Fig. 1. Outline of the experimental strategy for SELEX. The 
RNA pool was prepared by in vitro transcription of the 
amplified DNA library carrying a randomized 48-mer DNA 
region. RNA aptamers binding to tRNAVal were selected with 
tRNAVal-attached affinity column chromatography. After the 
14th round of selection, cDNA of each RNA aptamer was 
cloned into the pGEM-TTM vector and its sequence was ana
lyzed.

운반체가 원하는 크기인 98-mer DNA를 가지는지를 

PvuII 제한 효소를 이용하여 확인한 후 DNA 염기 서 

열을 결정하였다. aptame 竜은 보존된 염기 서열을 토 

대로 몇 개의 그룹2로 나누어졌다. 일반적 E로 RNA 
의 고리 영역이 RNA나 혹은 단백질과 상호작용에서 

중요하므로 리보솜 RNA들의 이차 구조에서 고리 영역 

에 있는 특정 서 열과 유사한 aptame 僵의 서 열을 찾았 

다. Fig. 2에서, 작은 리보솜 소단위체의 16S rRNA의 

A-자리 영역의 1491-1495 번까지의 연속부분과 P-자리 

영역의 1379-1383 번까지의 연속부분과 유사한 

aptame僵을 얻었고 또한 큰 소단위체의 5S rRNA의 

43-47 번까지의 연속부분과 23S rRNA의 A자리 영역 

인 2480-2485 번까지의 연속 부분, 1064-1068 번까지 

의 연속부분, P-자리 영역의 2600-2604 번까지의 연속 

부분, E-자리 영역의 2110-2114 번까지의 연속부분과 

유사한 서열을 갖는 apatme 修이 얻어졌다.

이 결과에서 tRNA는 리보솜에서 세 가지의 rRNA들 

과 다양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纟로 생각되고 그 중에 

서 tRNA의 G55T0CR59의 연속부분과 상보적인 

CGAAC 염기서열을 가지는 aptamer들의 존재는 tRNA 
의 이 부분이 5S rRNA] C42CGAA46 연속부분과 상 

호작용을 할 것이라는 Erdman 罔 연구 결과8와 잘 일 

치한다. 그리고 23S rRNA의 2480-2485 번까지의 연속 

부분과 2600-2604 번까지의 연속부분에 해당하는 서열 

을 가지는 aptame竜의 존재는 tRNA의 anticodon 
stem-loop(ASL) analog에 의해 23 S rRNA의 이 부분 

의 염기들이 절단하는 위치9와 일치하므로 이 연속부분 

들은 tRNA와 상호작용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러나 23S rRNA] 이 연속부분들이 tRNA의 어떤 부위 

와 상호작용 중｝는지는 protection 방법을 이용해야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을 것纟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생체 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에서 많이 사용해 왔던11,1시3 SELEX 방법은 RNA- 
RNA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또한 이용됨 수 

있을 것2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리보솜에서 tRNA와 세 가지 rRNA들 

(5S rRNA, 16S rRNA 및 23S rRNA) 사이의 상호작 

용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서, 대장균 tRNAVal가 결합 

된 affinity column을 사용하여 여기에 결합하는 RNA

2002, Vol. 46,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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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ptamers similar to C43GAAC47 sequence of 5S rRNA
4. UAGAGUUUCUGGCAAAAUCUGGAAUCUAGCGAAUCGCAUUCAUCGACCA
6. AUGCACUAAGUUUACCAUUUAACGGCACGUAUGGGAUCCGAAUUUCCG

11. CGAACAGCUGUCAAUUGAUGCUGAUGGACUUUAUUAUGACGU
20. UCGUUCGAAGGUCGAACAGUAAGAAUAUCAAUAACACCAGCAGUCAU
21. GUCUCAGACAGUUCCAAAAAGUUCCUCAUGAACGAGCCCGGUUCUGU
23. ACUCAGACAGUAUCACAAAAAGUUCCUCAUGAACGAGCCCGGUUCUGU
29. AGCAAAGACUCAAACAGGGAUGAUAGGAGUCGAACUGAGUGAUCGUAU
38. UGCUAUCGAAUAUACACUAAUGAUCCGAGCAAUGUUGAACUAAUUUUA
40. AGGGCAGUGCACUUUUUCCUUAUGAUGCUUAGUGCCUCGAACACCGGGU
41. UCAUAAUAAAACGAGGCAACGAAUUUGAGUGUAAUAUUCGCCAAUAAUG
44. UGAUGUUUAGGUAAGAAUGUUGGUGCGCUCGAACUGACGUUGG
51. UGUGAUAACGGGAGCAUUGGUACAUGCAGAAUUCGAAUCACACCUUUA
52. AGCAGGUAUGUGCUUCGGAGGGAUGGACAUGUUCGAAUUCGCGCUU
53. AGUGUGUGAAGAUAAAUUCUAAACUUCCGAAUUGGCUCACACUCUGAAG
58. UCCGAAUUCCGUAAAUGGGCAAUCGGGUAGCCUUGAACCACUGACUGG
73. AUUGGAAAAAGAUAAGCUCUACAGUGAGCGCAAACUGACGACGAUGAACU
79. AGUGAACGGUAAGGAUUGAAUUCGCAGGGCUCGAGAUAAGACGCUUAG
81. UUCUAACAUCUAGUCAAACAAGACCAGUUGGAAGUUGCCGAAUCACUG
87. AGGUAGCCUACAUCCGGCGUAAGCUUGAACACUUGACUUACCGGCCGU
93. UCUGACUGCGCGGUUCGAACAUGAGCAGGAGAAUCGAUGGUGGCCGUG
94. UCUGACUGCGCGGUUCGAACAUAGACAGGGAGAAUCGAUGGUGGCCGUG
97. GGCAGGAUGAUCCCUUGAGAAGCAUACGAAGCCCGAACACCGUACGA

101. UAGCUAGAGCAGAAAAUUGAUGCUCAGUCAGAACAUUGAACUCAGGGU
111. AUAGAGAACGAUCUUCGGUUUCAUUUGAACUCGGGUAUCUGAUUCUGU
112. GGCUAGGAUGAUCCCAAGAGAAGCAUACCAAGCCCGAACACCGUACGA
113. ACGAUGAUCAUCAUCGACACGGAGAUUGAGCCCGAACCGCUCCUAUCGA
114. GUUGCUCAGAUAGCGACGAAGAAACGCGAAUAAGAGUAACCGCGUUCA

b) Aptamers similar to G1491AAGU1495 sequence of 16S rRNA
16. GUUGAGCUGCGACAACCUUACGAAGCUCACUUCACUAGGUAUUUUUAG
17. GUAAAAGAAUGAAGCAAGAGCUCAUUUAUCCCCGUUAUGUCCAUUGAU
19. UGGUGAGUAACCAAAGUCAAUGACCAUUACUUUAAGUCACCGCGAUUG
21. GUCUCAGACAGUUCCAAAAAGUUCCUCAUGAACGAGCCCGGUUCUGU
23. ACUCAGACAGUAUCACAAAAAGUUCCUCAUGAACGAGCCCGGUUCUGU
30. AGUUCCGAAGUUCCAAAAGAUCGGGAUGGGACCCUCAGCAGUCUAU
32. UCAGCAGACUCUCAACACCUACUGAGGCUCCACAUUC?GAAUAAAGU
36. GCUCUGAAGUCCGAGAUGGAUCAGUUGAGCGAAGUCACUCGACUGGUG
53. AGUGUGUGAAGAUAAAUUCUAAACUUCCGAAUUGGCUCAGACUCUGAAG
56. GAGUGAGCAGAAUGGUGAUUUUUCGAAAUUCAAGAAGUUCAUAUUAGAU
63. AAGCUAUGCUGUGUAGUAGUGCUGACGAGAAGUCGUGAAGUUGAUGUA
72. AGUCAAUAUAAAAUGCGACUAAUAGAAGCAAUUCCACCGACUCGUUAU
76. UUUUAAUCAACGGCCAAUAAGAGGCAUCUAAGCUCGAAGUUGCGUUUG
80. UCUGGAGUGAAGGGAAGUAUCAUCACUGGAGUGACAGGACAUCUAUCU
81. UUCUAACAUCUAGUCAAACAAGACCAGUUGGAAGUUGCCGAAUCACUG
97. GGCAGGAUGAUCCCUUGAGAAGCAUACGAAGCCCGAACACCGUACGA
99. CACGAGGGAAGUAGCUAUCCUACUGUGAAUGGAGAUCGGUCAGAUUGU

107. ACUAGCUCCACAACACCAGUGGGGGGAUGACUGAAGUACACUAGAUUG
115. AAAGGACAGCGAAGUGACUUUGGACUAACUAGGUUCCUCAGGUGUUGU

Fig. 2. Sequences of the randomized region in RNA aptamers. RNA molecules containing the consensus sequence homologous 
to those that appeared in the loop regions of three rRNAs are shown. The consensus sequences are indicated in bold 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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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ptamers similar to G1379UUCC1383 sequence of 16S rRNA
13. AGCAGUAACUCGAAGAAUUCCCCAACCGUUUGGUCUUGUGUUACGU
15. UAAUCUACGGUAGAUAGGCACGACAUGAAACAGUUCUCGAGNUCGAUG
21. GUCUCAGACAGUUCCAAAAAGUUCCUCAUGAACGAGCCCGGUUCUGU
23. ACUCAGACAGUAUCACAAAAAGUUCCUCAUGAACGAGCCCGGUUCUGU
25. GGCUCAGACAGAUCACAAAAAGGUUCCUCAUGAAGAGCCCGGUUCUGU
30. AGUUCCGAAGUUCCAAAAGAUCGGGAUGGGACCCUCAGCAGUCUAU
58. UCCGAAUUCCGUAAAUGGGCAAUCGGGUAGCCUUGAACCACUGACUGG
67. AUGGAAAACAGGAAGAGUACGUUCCUAGCUUGGGUUGGUAUAAUCUGU
72. AGUCAAUAUAAAAUGCGACUAAUAGAAGCAAUUCCACCGACUCGUUAU
78. UUCGUCUAGGAACGACUGAGUAGAUUGGUUCUUUUCACCAAGUUAUUG
82. AUGGUCAAGGUAGUGGUAUCAUGAGCGCGAUCGUUCUCAAUUUCGUA
90. AAUCACUUAGUGCUGGGGGGUAGCGAUUGUUCUCCACGCGUAGGUUA
91. AAUCACUUAGUGCUGGGGGGUACGAUUGUUCUCCACGACAGUAGGUUA
98. AAUGCACUUAGUGCUGGGGGGUAGCGAUUGUUCUCCACGCCGUAGGUUA

102. UAUUCCAAUCAUAAUUCAGUUGAGAUAGACAGAUUCGGCCUAUAGG
115. AAAGGACAGCGAAGUGACUUUGGACUAACUAGGUUCCUCAGGUGUUGU

d) Aptamers similar to C2480GACGG2485 sequence of 23S rRNA
I. CUCGAUGGUUGUUCUUGGAAAUUUCCGAGACGUCAUGUCAGGGUGG
3. CUUAAACGAGAUUGUGUAUUGACGACAUUUGUUUGUCCGCUGCUACG
9. UGUAUACCUUUUCAGAACUCCUGGAUAGGUGGACUAUGGAGCUGACGA
II. CGAACAGCUGUCAAUUGAUGCUGAUGGACUUUAUUAUGACGU
14. UAAACGAAAAUGACGUCACAAUCAAGAGGGGAUCGUGUCACUACUGG
48. UGACGGUCUAGAGAGGAUGGACUAAGUCAGAAGGCCAUACUGUUCA
59. CGCGGACGAUAUUUUUCUCGCCGAGCUUCAUAGAAAUUAGCUGUAAG
63. AAGCUAUGCUGUGUAGUAGUGCUGACGAGAAGUCGUGAAGUUGAUGUA
64. AAUGUGUGUACAGACGCAUUGGGUAUCCAAGGGUGACGAUGCCCGUAU
69. UUUCUACUCGUAGACGCGUGAUGAGACAUACUUCUCACUUCUCCGUUA
73. AUUGGAAAAAGAUAAGCUCUACAGUGAGCGCAAACUGACGACGAUGAACU
79. AGUGAACGGUAAGGAUUGAAUUCGCAGGGCUCGAGAUAAGACGCUUAG
83. UCGAGUAGCUUACGACGUGGUAAACCUGCGUCAACUAGUAGCACAGGUG

114. GUUGCUCAGAUAGCGACGAAGAAACGCGAAUAAGAGUAACCGCGUUCA

e) Aptamers similar to C1064UUAG1068 sequence of 23S rRNA
3. CUUAAACGAGAUUGUGUAUUGACGACAUUUGUUUGUCCGCUGCUACG
34. UCUAUUUAGGCGAUCUAUAUUUAGCGUUUGAAAAGAUGCACCUCGGUA
40. AGGGCAGUGCACUUUUUCCUUAUGAUGCUUAGUGCCUCGAACACCGGGU
43. CAACAAGCGUCAAUGUUAGGCACUUAGUUCGGUUCGAGGCACCGUAGU
44. UGAUGUUUAGGUAAGAAUGUUGGUGCGCUCGAACUGACGUUGG
66. UGGACAAUUAAACGAUAGGCUUAAACAGAGGUCGGACUGCACCAUAU
77. GAUUGCUCAGUGAUUGAAUCAGGUCCGUCGAGACCUCUGAUCUCCUUAG
79. AGUGAACGGUAAGGAUUGAAUUCGCAGGGCUCGAGAUAAGACGCUUAG
90. AAUCACUUAGUGCUGGGGGGUAGCGAUUGUUCUCCACGCGUAGGUUA
91. AAUCACUUAGUGCUGGGGGGUACGAUUGUUCUCCACGACAGUAGGUUA
97. GGCAGGAUGAUCCCUUGAGAAGCAUACGAAGCCCGAACACCGUACGA
98. AAUGCACUUAGUGCUGGGGGGUAGCGAUUGUUCUCCACGCCGUAGGUUA

109. UAUCCAAUCAUAAAUCUAGUUUAGAGAUAGACAGAUUGGCCUUAUAG

Fig.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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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Aptamers similar to A2600CAGU2604 sequence of 23S rRNA
11. CGAACAGCUGUCAAUUGAUGCUGAUGGACUUUAUUAUGACGU
15. UAAUCUACGGUAGAUAGGCACGACAUGAAACAGUUCUCGAGNUCGAUG
20. UCGUUCGAAGGUCGAACAGUAAGAAUAUCAAUAACACCAGCAGUCAU
21. GUCUCAGACAGUUCCAAAAAGUUCCUCAUGAACGAGCCCGGUUCUGU
23. ACUCAGACAGUAUCACAAAAAGUUCCUCAUGAACGAGCCCGGUUCUGU
30. AGUUCCGAAGUUCCAAAAGAUCGGGAUGGGACCCUCAGCAGUCUAU
35. UUGAUAGCAGUGGGUAAGACUGAUGCUACCAGUCUCUCGAGUAGGU
40. AGGGCAGUGCACUUUUUCCUUAUGAUGCUUAGUGCCUCGAACACCGGGU
42. GGGCUGAGGAUGUAAAGCUCAUCCGGUAGUAUUAUAGUUGUCUAAGGG
66. UGGACAAUUAAACGAUAGGCUUAAACAGAGGUCGGACUGCACCAUAU
73. AUUGGAAAAAGAUAAGCUCUACAGUGAGCGCAAACUGACGACGAUGAACU
91. AAUCACUUAGUGCUGGGGGGUACGAUUGUUCUCCACGACAGUAGGUUA
92. UCUGAUGGUGAUAAGUCGCUGUCGAUAUGACUGCUUUCGCCCUGAUAGU
100. AUGCCUAGAAUUAGGUUGCAUUGAUGAUCGAGUAUCAUUCACAGUUUG
115. AAAGGACAGCGAAGUGACUUUGGACUAACUAGGUUCCUCAGGUGUUGU

g) Aptamers similar to G2110UGUA2114 sequence of 23S rRNA
2. CGAAAGUCUCUGCUGAGCUAAGGUCGAGACACGAGUGUGUCUGUUGU
3. CUUAAACGAGAUUGUGUAUUGACGACAUUUGUUUGUCCGCUGCUACG
10. GUUAGACCAAGCAUGUGAUAGACUUAACCUCUAGUCCGAGCCAUCGUGCA
22. CGAAAGUCUCCUGCUGAGCUAAGGUCGAGACACGAGUGUGUCUGUUGU
24. CGAAAGUCUCUGCUGAGCUAAGGUCGAGACACGAGUGUGUCUGUUGU
27. AGAGCCUACUAUUAGUAUACUACUGUAAUCGUGUGCAACUCGGUGAUG
40. AGGGCAGUGCACUUUUUCCUUAUGAUGCUUAGUGCCUCGAACACCGGGU
41. UCAUAAUAAAACGAGGCAACGAAUUUGAGUGUAAUAUUCGCCAAUAAUG
42. GGGCUGAGGAUGUAAAGCUCAUCCGGUAGUAUUAUAGUUGUCUAAGGG
53. AGUGUGUGAAGAUAAAUUCUAAACUUCCGAAUUGGCUCAGACUCUGAAG
63. AAGCUAUGCUGUGUAGUAGUGCUGACGAGAAGUCGUGAAGUUGAUGUA
64. AAUGUGUGUACAGACGCAUUGGGUAUCCAAGGGUGACGAUGCCCGUAU
68. AUUAACGCAUUAAGUGUGUUUCUAUGGGUUAAUGAGUGCUCACUUGUAU
74. UAGCUAAAAACGGCGGGAUCGCUUUUGAAGAUGGCUCGGUGUAAUUGU
88. UGAAUUACCAUAUGUAUAUACAUGUUCAACACAAACUCGACCUGUUUG
95. GUAGGCCGAUUGAGGUGGUACAGGUCUGGUCUCUCGUGUGCUCGGAUGGG
117. UAAGGUGGUCCUGAGCGUUAAACUUGGCCAUCUCUGCGCGUGUACCGU

Fig. 2. continued

aptamer들을 SELEX 방법 2로 선별하여 이들의 일차구 

조를 세 가지 리보솜 RNA들과 비교하였다. 선별된 

RNA aptame 竜 중에는 세 가지 리보솜 RNA들의 고리 

영역에 있는 특정 연속부분과 유사한 염기 서열을 가지 

는 것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서 tRNAV"는 리 

보솜 내에서 rRNA들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 

로 생각되며 우리의 결과는 다른 연구진의 것과 잘 일 

치하였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사용된 SELEX 방법은 

아미노산, 단백질 및 올리고누클레오티드 등과 같은 생 

체 분자들뿐만 아니라 RNA-RNA 상호작용에 대한 정 

보를 얻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용문 헌

1. Shine, J.; Dalgarno, L. Proc. Natl. Acad. Sci. USA 
1974, 71, 1342.

2. Noller, H. F.; Hoffarth, V.; Zimniak, L. Science 1992, 
256, 1416.

3. Sergiev, P. V.; Dokudovskaya, S. S.; Topin, A.; Petrov, 
A. V.; Shpanchenko, O. V; Dontsova, O. A.; Brima- 
combe, R.; Bogdanov, A. A. Nucleic Acids Symp. Ser. 
1997, 36, 181.

4. Ko, J.; Cho, B.; Ahn, J. K.; Lee, Y.; Park, I. Bull 
Korean Chem. Soc. 1999, 20, 1335.

5. Ko, J.; Lee, Y.; Park, I.; Cho, B. FEBS Lett. 2001, 508,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대장균 tRNA3에 결합하는 RNA Aptamer들의 시험관내 선별 163

300.
6. Zvereva, M. I.; Shpanchenko, O. V.; Dontsova, O. A.; 

Nierhaus, K. H.; Bogdanov, A. A. FEBS Lett. 1998, 
421, 249.

7. Dohme, F.; Nierhaus, K. H. Proc. Natl. Acad. Sci. USA 
1976, 74, 2221.

8. Cho, B.; Taylor, D. C.; Nicholas, Jr. H. B.; Schmidt, F.
J. Bioorg. Med. Chem. 1997,丄 1107.

9. Joseph, S.; Weiser, B.; Noller, H. F. Science 1997, 278,

1093.
10. Erdmann, V. A. Progress in Nucleic Acids Res. Mol. 

Biol.; Academic Press: New York, U.S.A., 1976; Vol. 
18, p. 45.

11. Geiger, A.; Burgstaller, P.; von der Eltz, H.; Roeder, A.; 
Famulok, M. Nucleic Acids Res. 1996, 24, 1029.

12. Haller, A. A.; Sarnow, P. Proc. Natl. Acad. Sci. USA 
1997, 94, 8521.

13. Wallace, S. T.; Schroeder, R. RNA 1998, 4, 112.

2002, Vol. 46, No.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