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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Ni(II) • Gly-Gly-His(Arg)COOH와 Cu(II) • Gly-Gly-His(Arg)COOH 형태의 금속펩타이드를 

이용하여 P. alcaligene^\ 얻은 5S rRNA의 구조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금속 펩타이드들은 5S rRNA의 

줄기-고리 구조에서 염기쌍을 이루지 않거나 불안정하게 이루는 부분을 선택적2로 변형시켰다. 금속펩타이 

드의 선택성은 중심 금속이 Ni(II)인 경우와 Cu(II)인 경우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 금속펩타이드를 이용한 절 

단 결과를 금속 착물 M(II)CR을 이용한 결과와 비교하면 금속펩타이드에 의한 선택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금속펩타이드와 금속착물을 이용한 절단 결과로부터 p alcalige^e^^\ 얻은 5S rRNA의 이차구조를 살펴 

보았다.

주제어: 5S rRNA, 금속펩타이드

ABSTRACT. The recognition and cleavage of 5S rRNA from P. alcaligenes by metallopeptides to the form 
Ni(II) , Gly-Gly-His(Arg)COOH and Cu(II) • Gly-Gly-His(Arg)COOH were investigated. The results of RNA 
cleavage analyses suggest that metallopeptides selectively target the unpaired or unstably paired bases of stem-loop 
structure of 5S rRNA. The selectivity of metallopeptides was little affected by the species of metal ion, Ni(II) or 
Cu(II). When the result of cleavage by metallopeptides was compared with that of by metal complexes M(II)CR, 
the recognition by metallopeptides was more selective and structure specific. The cleavage data by metallopeptides 
and other metal complexes were used to probe the secondary structure of 5S rRNA fom P. alcaligenes.

Keywords: 5S rRNA, metallopeptide

서 론

생명체의 유전정보는 DNA에서 RNA를 거쳐 단백질 

을 합성하게 되는데, 이런 흐름은 매우 선택적으로 일 

어난다. 유전정보 전달과정에 있어서 선택성과 생물학 

적 특성은 핵산의 삼차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핵산의 구조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어 왔다. 

그 주 5S rRNA는 박테리아에서부터 진핵세포에 이르 

기까지 여러 종류의 생물체의 리보솜의 큰 소단위체의 

구성성분으로써 약 128H 의 누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 

어 있어 다른 rRNA보다 분자의 크기가 작고 단백질과 

상호작용이 적으며 변형된 염기나 누클레오사이드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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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지 않는 특징 이 있다. 5S rRNA와 같은 작은 

rRNA들이 리보솜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확실히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 리보솜 입 

자에서 5S rRNA를 제거했을 때, 단백질 합성기능이 현 

저히 감소함을 확인하였다.1 이로써 5S rRNA卜 리보솜 

을 구성하고 있는 몇몇 단백질과 독특하게 상호작용하 

여 단백질합성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RNA의 구조를 밝히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 

은 효소 탐침과 화학 탐침을 이용하였다. 그 중, 핵산 

가수분해 효소들은 덩치가 커서 입체장애를 받기 쉬운 

데 , 특히 RNA가 다른 단백질들과 결합되었을 때가 그 

러하다. 또한 그들은 RNA의 특별한 접힘에 의해서도 

입체장애를 받을 수 있다. 화학적 탐침들은 입체장애의 

영향을 조금밖에 받지 않으므로 원자 수준까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효소 탐침들과 화학 탐 

침들은 RNA들의 이차구조 결정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삼차구조, 즉 형태의 분석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2-4 

5S rRNA의 결정체가 얻어졌다는 보고는 벌써 오래 전 

에 있었지만,5 질 좋은 결정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삼차 

원 구조를 결정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아마도 

5S rRNA는 리보솜 단백질들과 복합체를 이루어 기능 

을 가지게끔 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용액에서 단독으로 

안정한 고차원구조를 이루기가 어려운 본성을 가졌는 

지도 모른다.

최근에는 새로 개발된 synchrotron radiation small 
angle x-ray scattering 기술을 이용하여 Thermus flavus 

의 5S rRNA 에 대한 저분해능의 삼차원 모형이 제안되 

었다.6 이 모형에 따르면 5S rRNA는 A-D-E와 B-C의 

두 영역이 L자 모양을 이루고 있어서 tRNA와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5S rRNA의 고차원 구조를 결정하기 위해서 

는 주로 화학 탐침과 효소 탐침으로 수용액 상태에서의 

삼차 상호작용들을 분석한 결과들에 의존하고 있다. 화 

학적 탐침으로 RNA의 구조적 특징들을 밝히는 데는 

여러 종류의 '화학적 핵산가수분해 효소 (chemical 
nuclease)，가 이용된다.3 화학적 핵산가수분해효소는 

DNA나 RNA의 당 부분을 산화시켜서 분해시키는 산 

화 • 환원 활성이 큰 배위착물로서, 보통 의도한 목표 

에 접근하기 쉬울 정도로 작고, 형태에 대한 특이성을 

상당히 가질 만큼 크기가 큰 것이 이용되고 있다. 이런 

목적으로 여러 가지 전이금속 착물들이 DNA나 RNA 

의 구조를 결정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되었다.7 특히 Ni 
(II를 포함하는 많은 화합물들이 이런 후보로 추정되어 

서 시험되고 있다. 최근에 올리고누클레오타이드 중 G 
잔기에만 매우 특이성을 가지는 금속을 함유하는 시약 

들이 개발되었다. Chen등은 니켈착물, NiCR[(2,12- 
dimethyl-3,7,11,17-tetraazabicyclo[11.3.1 ]heptadeca- 
1(17), 2,22,13,15-pentaenato) nickel(II) perchlorat이이 

KHSO5 존재 하에 짝을 이루지 않거나, 고리를 이루는 

G 잔기들을 특이하게 산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5,7 

본 연구진은 NiCR, CuCR 및 CdCR의 금속이온 착물 

을 합성하고 이것을 구조가 비교적 잘 알려진 tRNAPhe 

에 반응시켜서 그것이 구조에 특이하게 절단을 일으킨 

다는 것을 보고하였다.8

최근에 Ni(II)과 oxone 존재 하에서 금속트라이펩타 

이드가 선택적으로 DNA를 변형시킬 수 있음이 밝혀진 

이후로9 금속펩타이드의 조성을 바꾸어서 DNA에서 특 

이한 절단을 일으키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10 계속된 

연구에서 이런 금속펩타이드들은 DNA 뿐 아니라 RNA 
에도 선택적으로 작용하여서 Ni(II) • Gly-Gly-His 금속 

펩타이드가 tRNAPhe오卜 HIV-1 의 TAR RNA의 고리 부 

분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절단 반응을 일으킨다고 

보고되었다.11 본 연구에서는 Ni(II) • Xaa-Xaa-His- 

CONH2 형태의 carboxamide 형태 대신에 자유카복실 

기를 지닌 금속 트라이펩타이드를 합성하여서 이것들 

을 Pseudomonas alcaligene^ 5S rRNA의 구조를 별扌 

히고자 하였다. 리간드로서는 Gly-Gly-His 과 Gly-Gly- 

Arg을 사용하였으며 중심 금속으로는 Ni(II)와 Cu(H) 
를 사용하였다.

또한, 기존에 합성되었던 NiCR, CuCR, CdCR에 의 

한 P alcaligene理 5S rRNA를 절단 위치를 금속트라 

이펩타이드에 의한 절단위치와 비교하여 P alcaligenes 

의 이차 및 삼차구조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금속펩타이드를 합성하는 CuCl^2H2O, NiCl2- 
6H2O, 완충용액을 조제하는 NH2PO4오卜 Na2HPO4, 트 

리스(하이드록시메틸：^미노메테인, 산화제로 사용하는 

KHSO5, 변형된 RNA를 절단하는 아닐린 등은 Aldrich 
에서, Gly-Gly-His, Gly-Gly-Arg오卜 같은 트라이펩타이 

드, CHQOONa, 브로모페놀 파랑, 자일렌 시아놀, 

EDTA, 황산라우릴, 그리고 폴리아크릴아마이드 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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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 때 사용되는 아크릴아마이드, N, N메틸렌비스-아 

크릴아마이드, 붕산, 유레아 등은 Sigm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RNA를 표지하는 [5'-32P] pC此 Amer 아iam 
에서 구입하였다. RNase T1 과 T4 RNA 연결효소는 

Pharmacia Biotech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금속펩타이드의 합성. 먼저 구리를 함유하는 금속펩 

타이드를 합성하기 위하여 준비한 Gly-Gly-Hi과 Gly- 
Gly-Arg 트라이펩티드 8.7X10-3 mm이을 각각 10 mM 
인산완충용액(pH 7.0) 1.5 ml에 녹인 후 5.8 mM 
CuCl2 용액 1.5 ml를 가하였다. 금속펩타이드의 형성은 

526 nm에서 흡광도를 조사하였다. 니켈을 함유하는 금 

속펩타이드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였으며 

CuCl2 대신에 5.8 mM NiCb 용액을 사용하였으며 금 

속펩타이드의 형성은 421 nm에서 흡광도 변화를 조사 

하였다.11

5S rRNA의 추출 및 정제. Pseudomonas alcaligenes 

는 LB 배양aj 에 배양한 다음, 원심분리하여 얻었다. 5S 
rRNA는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어 온 페놀 추출법을 3 
회 사용하여 얻은 RNA를 에탄올 침전 시킨 후 이것을 

DEAE-cellulos^- 이용한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분리하였다. 분리 후 10% 폴리아크릴아마이드 겔을 이 

용한 겔 전기이동법으로 정제하였다.12，13

5S rRNA의 3'-말단 표지. 정제된 5S rRNA의 3'-말 

단은 [5'-32P] pCp와 RNA 연결효소를 이용하여 5S 
rRNA의 3'-말단을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지하였다.12，13，14

금속펩타이드에 의한 5S rRNA의 변형. 동위원소로 

표지 된 5S rRNA에 10 mM PO43-, pH 7.0, 10 mM 
MgCb 완충용액과 침전용 tRNA를 넣어 50oC에서 5분 

간 배양하여 서서히 냉각시켜 재원형화시키거나 50oC 
에서 5분간 배양하여 급히 냉각시켜 변성시켰다. 여기 

에, 금속펩타이드와 KHSOs를 가하여 5S rRNA의 염기 

를 실온에서 1분간 변형시킨 다음, 0.2 M EDTA를 가 

하여 반응을 종결시킨다.

아세트산 아닐린에 의한 변형된 5S rRNA의 절단. 

변형반응이 끝난 5S rRNA에 아세트산아닐린을 가하여 

60oC에서 16분간 반응시켜 변형된 염기를 절단시켰다.10

5S rRNA의 절단된 위치 확인. 반응시킨 각각의 5S 
rRNA들은 폴리아크릴아미드 겔을 이용하여 전기 이동 

시킨 후, 자동 방사선 사진법으로 절단된 염기의 위치 

를 확인하였다.12.13

절단된 염기의 위치를 알기 위해 표지된 5S rRNA를 

알칼리 가수분해시킨 것과14 구아닌 염기만을 선택적으 

로 가수분해하는 리보핵산 가수분해효소 T1 을 사용하 

여 가수분해한 것을14 함께 전기 이동시켰다.

결과 및 고찰

금속펩타이드의 합성. 10 mM PO43-, pH 7.0 완충용 

액에 Gly-Gly-His 8.7X 10-3 mm이을 녹인 다음, 같은 

몰수의 NiCb를 가하여 421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을 때 흡광도가 0.019에서 0.19切卜지 증가하였으며, 

같은 몰수의 CuCb를 가하면 526 nm에서는 흡광도가 

0.005에서 0.175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10 mM PO43-, 
pH 7.0 완충용액에 Gly-Gly-Arg 8.7X 10-3 mm이을 녹 

인 다음, 같은 몰수의 NiCl를 가하여 421 nm에서 흡

Fig. 1. Representative Ni(II) - Gly-Gly-HisCOOH and Ni(II)- 
Gly-Gly-ArgCOOH metallopeptides. The models were redrawn 
based on the crystal structure of Cu(II) • Gly-Gly-HisCOOH 
reported previously.15

광도를 측정하였을 때 0.028에서 0.163까지 흡광도가 

증가하였으며, 같은 몰수의 CuCL를 가하면 526 nm에 

서 흡광도가 0.023에서 0.182까지 증가하였다.

이것을 Ni(II) • Gly-Gly-His-CONL에 대하여 보고 

된 흡광계 수(£=〜108 M-1cm-1) 및 Cu(II) • Gly-Gly- 
His-CONH" 에 대하여 보고된 흡광계수(£=〜120 M-1 

cm-1)를15，16 참고로 하면 Ni(II) • Gly-Gly-His-COOH는 

약 60%, Cu(II) - Gly-Gly-His-COOH도 약 60財 금 

속펩타이드가 형성되었다.

금속착물과 금속펩타이드에 의한 5S rRNA의 절단. 

본 연구진들이 Pseudomonas alcaligenes의 5S rRNA 
(Fig. 2)를 금속펩타이드로 변형시킨 후 절단한 결과(Fig. 

3)는 G33 염기부터 3'-말단에 이르는 정확한 염기의 위치 

를 파악할 수 있어서 B 줄기, b 고리, 그리고 C 줄기에 

대해서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 결과를 금 

속착물에서 얻은 결과7 및 기존에 제안된 Pseudo- 

monadaceae의 5S rRNA의 이차 구조에 관한 모형과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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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k cleavage by metallotripeptides
Strong cleavage by metallotripeptides
More strong cleavage by metallotripeptides
Cleavage by metal complexes

Fig. 2. The proposed secondary structure of 5S rRNA from P alcaligenes.1 The arrows denote the sites of cleavage induced 
by metal complexes and metallopeptides.

pUUUGGCGACG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B 줄기-b 고리. B 줄기의 염기들은 가변성이 크지만 

염기쌍을 이루는 염기들이 서로 보상적으로 변하기 때 

문에 비교적 안정하나, 금속착물에 의해서는 내밀린 A，， 

을 비롯하여 U，5와 G“ 염기도 절단됨이 관찰되었는데, 

금속펩타이드의 경우에는 U，5 염기나 G，* 염기는 절단 

되지 않고 내밀린 A，，염기만 약하게 절단됨이 관찰되 

었다. 또한 B 줄기와 b 고리 사이에 위치한 G2,C60 염 

기쌍이 불안정한 동요현상을 나타내는 예가 보고되었 

는데,18,19 금속착물과 금속펩타이드를 이용한 실험의 결 

과도 이에 일치하여 C，o 염기가 강하게 절단되었다. b 
고리를 구성하는 7개의 누클레오타이드는 반변성된 조 

건이나 37oC 이상의 조건에서만 화학변형을 쉽게 받고, 

이보다 낮은 온도나 복원된 조건에서는 화학변형을 받 

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금속펩타이드를 이용한 

실험 결과도 이에 상응하나 G59 염기가 금속착물과 금 

속펩타이드에 의해 강하게 절단되어 예외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C 줄기-c 고리. C 줄기는 금속착물로 변형시켰을 때 

에는 대체적으로 G51, A52, A53, G54, U55 염기들이 균일 

하게 절단되었으나, 금속펩타이드의 경우에는 내밀린 

구조를 하고 있는 A52 와 A53 염기가 강하게 절단되었 

다. 거의 모든 원핵생물의 5S rRNA들에서 잘 보존되 

어 있는 c 고리는 C37, C38, C43, G44, A45 염기들이 단 

일가닥에 특이하게 작용하는 핵산 가수분해효소 S1의 

공격을 약하게 받지만 이중가닥에 특이하게 작용하는 

리보핵산 가수분해효소 V1 의 작용을 비교적 강하게 받 

으며, 복원된 조건에서는 C37, C38, G44 염기들이 화학적 

변형을 전혀 받지 않고 A45 염기만 약하게 화학적 변형 

을 받는다고 보고되어 이들 염기들이 5S rRNA의 다른 

부분과 분자 내 상호작용을 하거나, c 고리 내에서 비 

표준형 염기쌍을 형성하거나 염기들의 치쌓임으로 

tetraloop와 같은 안정한 구조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0 금속펩타이드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c 고리를 구 

성하고 있는 염기들 중 금속착물의 경우 U40 염기와 G44 

염기가 약하게 절단되었으며, C42 염기와 C43 염기가 비 

교적 강하게 절단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금속펩타이드 

의 경우에는 U40 염기와 C43 염기가 비교적 강하게 절 

단되고 G44 염기가 강하게 절단되었다. 이를 통해 관찰 

한 결과, c 고리를 구성하는 많은 염기들 중에서 U40, 
C42나 C43, 그리고 G44 염기들을 제외한 나머지 염기들 

은 두 화학적 핵산가수분해효소에 의해 변형되지 않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c 고리를 구성하는 많은 

염기들은 이차 및 삼차 구조에서 단일가닥으로 존재하 

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D 줄기-d 고리. D 줄기는 불안정한 G，9・A107 염기와 

두 개의 안정한 GC 염기쌍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금 

속착물에 의해서는 불안정한 G，9 • A107 염기쌍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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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pecific cleavage of 5S rRNA from P. alcaligenes. 3'-32P-labeled 5S rRNA (5 pg per lane) was treated as described 
below and analyzed by gel electrophoresis (10% acrylamide, 7 M Urea). The purified 5S rRNA from 10% acrylamide gel (lane 
N), renatured 5S rRNA in buffer (10 mM PO43-, pH 7.0, 10 mM MgCl2) (lane R) or denaturated 5S rRNA in buffer (10 mM 
PO43-, pH 7.0, 10 mM MgCQ (lane D) was subjected to electrophoresis without further treatments. Alkaline hydrolysis (lane 
OH), RNase T1 reaction (lane T1) were performed as described previously.14 Renatured 5S rRNA (lane 1, 3, 5, 7) and denatured 
5S rRNA (lane 2, 4, 6, 8) were subjected to aniline acetate to cleave the modified sites by incubation (1 min) with KHSO5 and 
Ni(II) • Gly-Gly-His(0.29 mM, lane 1, 2), Ni(II) • Gly-Gly-ArgQ29 mM, lane 3, 4) Cu(II) • Gly-Gly-His(0.29 mM, lane 5, 6) or 
Cu(II) • Gly-Gly-Arg(0.29 mM, lane 7, 8).

G69 염기가 절단되었으나, 금속펩타이드에 의해서는 쉽 

게 절단되지 않았다. d 고리는 40oC의 비교적 높은 온 

도에서도 안정하지만,18 고리 내의 모든 아데닌과 구아 

닌 염기들은 복원된 조건에서는 화학적 변형을 받지 않 

지만 少卜 양이온들이 없는 반변성된 조건에서는 화학 

적 변형을 받는 것으로 보아 비교적 유연한 구조를 가 

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금속착물의 경우, U77 염기가 

비교적 강하게 절단되고 G98 염기와 G100 염기의 절단 

이 확인될 뿐 다른 염기들은 변형시키지 않았다. 금속 

펩타이드도 d 고리의 염기들을 거의 변형시키지 않았 

으나 U77 염기가 약하게 절단되었고 G98 염기가 강하게 

절단되는 결과를 제시하여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해 주 

고 있다.

E 줄기. E 줄기는 대부분 G • C와 G • U 염기쌍으로 

이루어져 있고 비정상적인 W • U95 염기쌍을 내포하 

고 있으나 안정한 이중나선을 이룰 것으로 추측되고 있 

다. 그러나 금속착물을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에서는 U80 

염기와 U81 염기가 비교적 강하게 절단되었으나, 금속 

펩타이드를 이용한 실험의 결과에서 A85 • U91 염기쌍 

만이 비교적 강하게 절단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 

서 , e 고리 쪽의 E 줄기는 비교적 안정하였으나 d 고리 

쪽에서는 비정상적인 U81 • U95 염기쌍이 강하게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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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바로 옆에 위치한 불안정한 U" • g96 염기쌍이 

절단되어서 비교적 불안정한 줄기 구조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e 고리의 염기들의 보존성은 일정하지 않으 

며 구성 염기들의 개수도 다양하나, 금속착물에 의해서 

는 G88 염기와 Um 염기가 절단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 

나 금속펩타이드에 의한 절단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와 같은 입체 구조에 특이한 변형 현상은 금속펩타 

이드도 중심금속이 Ni(II)인 경우와 Cu(II)인 경우 별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금속착물의 경우에서도 중심 

금속이 Ni(II^l 경우와 Cu(II；나 Cd(II)인 경우 별로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리간드로 사용되는 트라이 

펩타이드의 경우 Gly-Gly-His 뿐 아니라 Gly-Gly-Arg 
의 경우에도 금속 펩타이드를 만들어서 같은 선택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DNA에 결합친화성을 가지는 

금속트라이펩타이 드가 Gly-Gly-His 이외에도 Lys-Gly- 
His, Pro-Gly-His, Pro-Ser-His, Pro-Lys-His 등이 존재하 

며 이것들이 더 큰 결합친화성을 가진다는 연구도 있다.10

이런 것으로 살펴볼 때, 금속트라이펩타이드 중 금 

속과 평면사각형 착물구조를 형성할 수 있으며 양전 

하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은 핵산과 결합 친화성을 가 

지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RNA와 결합을 이룰 경우에 

는 고리 부분이나 부풀은 줄기 부분에 더 우선적으로 

결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단 

일가닥 영역이나 불안정한 염기 짝지음을 하고 있는 

염기들을 선택적으로 인식하고, 또한 입체적인 특징 

을 인식하는 새로운 금속펩타이드 핵산 가수분해효소 

의 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금속착물과 금속트 

라이 펩 타이 드는 유사한 화학적 핵 산가수분해 효소이 지 

만, 금속착물은 금속트라이펩타이드보다 크기가 더 작 

아서 핵산에 대한 반응성이 큰 반면, 핵산과 결합친화 

성을 가지고 있으며 크기가 더 큰 리간드를 가지고 있 

는 금속트라이펩타이드는 선택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은 1999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 

을 받아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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