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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anthomonas 湖i•의 5S rRNA를 분리, 정제하여 효소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으로 그 구조를 

결정하였다. 이 5S rRNA는 119개의 누클레오티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변형된 누클레오시드를 함유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5S rRNA는 X. maltophilia의 것처럼 5'-말단에 가외의 우리딘 잔기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 결정한 X cim•의 5S rRNA의 이차구조는 다른 원핵세포의 것들에 대해서 제안된 일반 모형들과 매우 

유사하며 [De Wachter et al., Biochimie, 64, 311 (1982)； Specht et al., Nucleic Acids Res., 18, 2215 (1990)； 

Cho et al., Preceedings of the First Symposium on Biomolecules, p. 9 (1991)], 5개의 이중나선 줄기와. 

5개의 단일가닥 고리 그리고 2개의 내밀린 구조를 가진다.

ABSTRACT. The structure of th 5S rRNA isolated from Xanthomonas citri was determined by enzy

matic and chemical degradation methods. It consists of 119 nucleotides and contains no modified nucleo

sides. As does the*5S rRNA of X. maltophilia, it contains an additional uridine residue on the 5,-terminus. 

The secondary structure of the 5S rRNA from X. citri was almost identical to the generalized models 

proposed by many other workers [De Wachter et 이., Biochimie, 64, 311 (1982)； Specht et 이., Nucleic 

Acids Res., 18, 2215 (1990)； Cho et al., Proceedings of the First Symposium on Biomolecules, p. 9 (1991)1 

The secondary structure of 5S rRNA from X. citri consists of five helices, five loops and two bulges. 

This 5S rRNA has a uridine residue at position 66 as a bulge.

서 론

본 연구진에서는 열 가지 Pseudomonas와 세 가지 

Xanthomonas 종들의 5S rRNA의 일차구조에 기초 

하여 계통수를 재구성하여 계통발생학적 유연관계를 

분석, 발표한 바 있다'. 그 연구에서 우리는 Pseudo- 

monas와 Xanthomonas 종들 사이에는 진화의 거리 

가 가깝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진화의 거리가 

가까운 5S rRNA들의 이차구조들 사이에는 상당한 

유사성이 있음을 관찰하였다"4. 우리는 5S rRNA 

들에 대한 효소적 및 화학적 분석 결과들에 기초하여 

그것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5S rRNA에 

대한 이차구조의 일반모형을 제안한 바 있다¥ 본 

연구진이 제안한 모형은 다른 연구자들이 원핵생물 

의 5S rRNA들에 대하여 제안한 일반모형들即과 

거의 동일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Xanthomonas citri의 5S 

rRNA의 일차구조 및 이차구조를 효소젊 및 화학적 

방법으로 결정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화학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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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구아닌을 특이하게 변형하는 케톡살을 사용 

하여 염기쌍을 이루지 않은 구아닌 염기들을 분석 

하였다. 이러한 분석으로 얻은 결과들을 본 연구진이 

제안한 모형의 특성과 비교＞ 검토하였더니 X. Citris] 

5S rRNA의 이차구조도 이미 제안한 모형과 매우 

유사함을 알았다.

실 험

시 약

X. cimCKCTC 2499） 균주는 한국과학기술원의 

박찬규 박사로부터 기증받았으며 5S rRNA의 구조 

분석에 사용한 주요 효소류와 시약들은 아래의 회 

사들에서 구입하였다. 리보핵산 가수분해 효소류는 

스웨덴의 Pharmacia 또는 미국의 Calbiochem, 알 

칼리성 인산 가수분해효소는 독일의 Boehringer 

Manheim, T4 폴리누클레오티드 키나아제는 미국의 

Promega, RNA 연결효소는 스웨덴의 Pharmacia, 

황산 이메틸, 우레아 그리고 Tris는 미국의 Aldrich, 

피로탄산 이에틸과 히드라진은 미국의 Sigma, 페놀 

과 아크릴아미드는 서독의 Merck, 케톡살은 미국의 

Research organic사 등에서 구입하였다. 아닐린은 

Merck제를 재증류하여 一20紀에서 보관하였다가 

사용하였다. Johnson과 Walsetl?의 방법으로 [%]- 

H3PO4（Amersham, 영국）로부터 牛町卜印를 합 

성하였고 England .里의 방법으로 Ly-^Pl-ATPS. 

부터 를- 毋성하여 사용하였다.

5S rRNA의 추출 및 정제

본 연구진에서 사용해 온 고문주 등의 방법에 

따라서 추출하고 정제하였다.

5S rRNA의 일차구조 분석

Donis-Keller頌2의 방법과 Peattie^의 방법에 근 

거하여 고문주 등I。이 기술한 방법에 따라서 분석 

하였다.

5S rRNA의 이차구조 및 삼차 상호작용 분석

효소적 절단. 단일가닥에 특이하게 작용하는 효 

소로서는 핵산 가수분해효소 Si과 리보핵산 가수분 

해효소 Ti을 사용하였고, 이중나선 부분에 특이하게 

작용하는 효소로서는 리보핵산 가수분해효소 Vi을 

사용하였다.

화학적 변형. Mg?+ 존재하에서 카르베톡실화 

반응은 조봉래 드4의 방법에 따랐고 시토신의 메 

틸화 반응은 고문주와 박인원4의 방법에 따라서 시 

행하였다. 구아닌의 케톡실화 반응은 Leffers 둥攻의 

방법을 변형하여 실시하였다. 말단이 표지된 5S 

rRNA를 70 mM HEPES[4-（2-hydroxyethyl）-l-pi- 

perazineethane sulfonic acid] （pH 7.6）와 20 mM 

염화 마그네슘 그리고 300 mM 염화칼륨을 함유하는 

복원완충용액 200以에 녹이고 이것을 37W에서 20 

분간 항온처리한 후 즉시 얼음 속에서 냉각시켰다. 

여기에 5W의 케톡살（20% 에탄올 용액에서 35mg 

/m/） 을 첨가한 다음 37t 에서 10분간 항온처리하였 

다. 5S rRNA를 에탄올로 침전시켜서 거둔 다음에 

리보핵산 가수분해효소 Ti으로 처리하여 케톡실화 

되지 않은 구아노신 뒤에 오는 포스포디에스테旦 

결합을 절단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일차구조. Fig. 1은 X. 况”•의 5S rRNA의 일차 

구조를 나타낸다. X. 成n.의 5S rRNA는 119개의 

누클레오티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변형된 염기를 가 

지고 있지 않다. X. maltophilia 의 5S rRNA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X. 疗의 5S rRNA에는 90 

번과 120번 위치의 염기가 결실되어 있으며 5'-말 

단에 우리딘 잔기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 다른 한편, 

X. maltophilia와 몇몇 Pseudomonas 종들의 5S 

rRNA들에서 관찰되는 것&과는 달리, X. 爾”•의 5S 

rRNA의 3'-말단은 푸린 염기인 구아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는 X. cdebensis의 5S rRNA에서도 관 

찰되었다 （본 연구진의 미발표된 결과）.

이차구조. X. a,折의 5S rRNA의 일차구조를

1 10 20 30 40
PUUCCCUGGUGAAAUCAGCGCUGCGGAACCACC3AUCCCAU

50 60 70 80
CCCGAACUCGGAAGUGAAACGCAGCUGCGCCGAUGGUAGU

90 100 110 120
GUGGCUCAA-GCCAUGCGAGAGUAGGUCAUUGCCAGGGG-

Fig. 1. Primary structure of 5S rRNA from X. citri. 

The gap at 90 is a deletion of nuclectide as judged 

from the alignment of primary sequences of 5S rRNA 

from species of Pseudomonas and Xanthom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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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 B h C Hi

Fig. 2. Secondary structure of 5S rRNA from X. dtri. 

Bases modified and phosphodiester bonds cleaved by 

the enzymes are indicated on the structure.

Strong Weak 

Nuclease & <2---- 나---

RNase Vj V----- V-----

RNase Tj <---

Kethoxylation in the presence of MgClz 回 
Carbethoxylation in the presence of MgCl2 ® 

Carbethoxylation in the absence of MgCl2 ④ 

Methylation of cytosine A

Specht 등"이 제안한 일반화된 이차구조 모형에 

따라서 이차구조를 구성한 다음에 그 타당성을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들에 기초해서 비교, 검토해 보 

았다. 몇 가지 화학적 변형과 효소적 절단 반응의 

결과들과 이에 기초한 이 5S rRNA의 이차구조 모 

형을 Fig. 2에 나타내었다. 이 모형에 나타난 구조적 

특징들은 다음과 같았다.

A 줄기. 이 줄기는 10개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 개의 U*G 염기쌍들 （Ui*Gw, U8*G112, 

그리고 GgUm）을 가진다. Gu8-Gii9 결합이 리보 

핵산 가수분해효소 Ti에 의해서 약하게 절단되는 

것으로 보아서 0*Gii9 염기쌍은 안정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A 줄기의 나머人「부분은 리보핵산 

가수분해효소 Vi에 의해서 가수분해되는데 반해서 

핵산 가수분해효소 Si에 의해서는 가수분해되지 않 

는다. 따라서 이 줄기는 매우 안정한 나선 줄기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된다.

M 고리. 이 고리는 염기쌍을 이루지 않는 7개의 

누클레오티드들로 이루어져 있다. 몇몇 Pseudomo-

와 Xanthomonas 종들의 5S rRNA들의 13번과 

14번 위치에는 각각 A와 U가 있는데 반해서, X. ci- 

m•의 5S rRNA의 상응하는 위치들에는 각각 U와 

C가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성질은 X. ceie况应s의 

5S rRNA에서도 관찰된다（본 연구진의 미발표된 

결과）. 이 고리의 대부분의 포스포디에스테르 결합 

들에 핵산 가수분해효소 *이 작용할 뿐 아니라 A12> 

A15 그리고 Alts들이 카르베톡실화되고, C68과 Cws이 

메틸화되고 G67이 케톡실화되는 것으로 보아서 X. 

c讷i의 5S rRNA의 M 고리는, 본 연구진이 이전에 

제안한 일반모형5에서의 M 고리보다 더 확대된 상 

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B ■줄기. 이 줄기는 6개의 염기쌍과 2개의 확장 

가능한 염기쌍들（Gm : Css과 C17: G67）, 그리고 1개의 

내밀린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G16-G17 결합이 리보 

핵산가수분해효소 S1 과 T1 에 의해서 절단되C68이 

메틸화 반응을 받으며 G67이 케톡실화 변형을 받는 

것으로 보아서 염기쌍 岛：瞞과 C17 : G67 염기 쌍 

들의 수소결합은 불안정한 것으로 추츨된다. 이것은 

아마도 삼차구조에서 이 염기쌍둘이 심하게 비틀리 

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된耳. 이러한 현상은 

일차구조가 X. ciE의 5S rRNA와 매우 비슷한 X. 

maltophilia의 5S rRNA에서도 관찰되었다“. 이중나 

선 B와 고리 L의 경계부분의 보존된 G23 ： Go 염 

기쌍은 P. alcaligenes 와 P. aci如orans 의 5S 

rRNA들에서 불안정한 수소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음 

이 밝혀졌지만心, X c讷ri의 5S rRNA에서는 G23-& 

결합이 리보핵산 가수분해효소 Ti에 의해서 절단되 

지 않으며 리보핵산 가수분해효소 %에 의해서는 

절단되며, 또 島이 메틸화 변형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G23: Ceo 염기쌍이 X. maltoDhilia의 5S 

rRNA의 것과 마찬가지로 안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거의 모든 丑성 박테리아의 5S rRNA들은 66번 위 

치에서 아데노신 잔기를 내밀린 구조로 가지는데, 

X. a.阮에서는 1辰이'내밀린 구조를 이룬다. X mal- 

tophilia와 P. acidovorans 그리고 P. cepacia의 5S 

rRNA들에서도 1屁의 내밀린 구조를 가진다mm1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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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쪽으로 있는 B 줄기 즉, 1扁의 오른쪽으로 있는 

B 줄기의 포스포디에스테르 결합들은 리보핵산 가 

수분해효소 “에 의해서 절단될 뿐 아니라, 그 부 

분에 있는 염기들이 화학적 변형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은 안정한 나선일 것으로 생각된다.

11 고리. 이 고리는 7개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 

으며, 5'-쪽 가닥에 염기 1개가 더 많은 비대칭성을 

보인다. Ga-Azs 결합이 리보핵산 가수분해효소 们에 

의해서 절단되지 않으며 G“도 케톡실화 반응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A25A26 연속부분과 이 고리의 3'-쪽의 

A57AA59 연속부분에서 카르베톡실화 변형이 일어나 

는 것으로 보아서, 이 부분은 안정한 단일 가닥의 

고리를 이룰 것으로 생각된다.

C 줄기. 이 줄기는 7개의 염기쌍과 2개의 내밀린 

염기로 구성된다. AkAm 연속부분이 카르베톡실화 

변형을 받는 것으로 보아서 AszAm이 내밀린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확실하다. C28-A29 결합이 핵산 가수 

분해효소 Sp의 작용을 받으며 G51-A52, G54-U5S, Gse- 

As7 결합들이 모두 리보핵산 가수분해효소 Ti에 의 

해서 절단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중나선 C의 안정 

성은 내밀린 A^Ab 부분을 기준으로 11 고리쪽은 

불안정한 이중나선올 이루고 Hi 고리쪽은 매우 안 

정한 이중나선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IrC 구역은 이미 다른 연구진들에 의해서 제안된 

바와 같이몇 가지 형태 이성질체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된如:

Hi 고리. 13개의 염기로 구성된 이 고리의 대 

부분의 결합들이 핵산 가수분해 효소 Si에 의해서 

작용을 받고 G“-A« 결합이 리보핵산 가수분해효 

소 Ti에 의해서 절단되고 또 心과 AWM 연속부 

분이 카르베톡실화 변형이 일어나고 C”이 메틸화 

반응을 받는데, 이것은 이 구분이 단일 가닥으로 된 

고리를 구성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특히 지금까지 

알려진 Pseudomonas와 Xanthomonas 종들 뿐만 아 

니라 대부분의 원핵생물들의 5S rRNA들에 존재하 

는 41변 위치를 제외한 연속부분(UsjCCCAWNM^ 
CGAAC")이 여기서도 보존되어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5&以21. 아마도, J、고리는 모든 원핵 

생물의 5S rRNA들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특징이 

며. 리보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된다.

D 줄기. 이 줄기는 6개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져 

있고 비표준형 염기쌍 G끄*Am를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위치에서의 비표준형 염기쌍 G*A의 

존재는 De Wachter 등&의 5S rRNA 이차구조 모 

형에서도 제안되었다. Gsg가 케톡실화 변형을 받지만 

Gss-Gro 결합이 리보핵산 가수분해효소 Ti에 의해서 

절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Gk : U107 염기쌍은 

불안정한 수소결합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된다. Go과 

C”이 메틸화 반응을 받지 않고 Gw와 Gm도 케톡 

실화 변형을 받지 않으며, 또한 Gw5-Gl06 결합이 

리보핵산 가수분해효소 Ti의 작용도 받지 않은 것은 

염기쌍 C70：Gw6 과 Cn：G10S 들이 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GwbUm 결합이 핵산 가수분해효소 S1 에 

의해서 약하게 작용을 받고 Ar, Am들이 Mg2+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만 카르베톡실화 변형을 받 

고 Um-Am 결합이 자발적으로 잘라지는 것 등으로 

보아서 염기쌍 Ar ：Ulg과 비표준 염기쌍 G72*Am 

는 Mg2+에 의해서 안정화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Iz 고리. 이 고리는 8개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 

는데, GuG*, G76-U77 및 Gioo-Aioi 결합들이 Mg?+이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리보핵산 가수분해효소 Ti에 

의해 절단되지 않지만 Mg2+이 존재하지 않는 조 

건에서는 리보핵산 가수분해효소 Ti의 작용을 받는 

다. 그리고 A78, A” 그리고 Am들이 Mg2+이 존재 

하는 상태에서는 카르베톡실화 변형을 받지 않지만 

Mg2+이 톡재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변형을 받는다. 
D 줄기와% 고리 부분에 있는 5개의 아데노신 모 

두가 Mg거■이 없는 조건에서는 카르베톡실화 반응을 

받지만, 반대로 Mg2+이 있는 조건에서는 카르베톡 

실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5S rRNA의 이 부분은 매우 

유연하며 리보솜내에서는 Mg?+ 또는 리보솜 단백 

질들이 A*G 염기쌍을 안정하게 만들 것으로 유 

추된다. 효모의 페닐알라닌 tRNA 분자에 있어서는 

L자형의 두 이중나선 부분이 접속하는 부분, 즉 L 

자형의 돌쩌귀 부분에 비표준형 염기쌍 A*G가 

있는 것22"으로 미루어 보아, 5S rRNA 분자의 이 

D 줄기와 12 고리 부분은 5S rRNA 분자가 삼차구 

조를 형성할 때 돌쩌귀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E 줄기. 7개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진 이 줄기는 

리보핵산 가수분해효소 %에 민감하고 이 줄기의 

아데닌, 구아닌 그리고 시토신들이 화학적 변형을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상당히 안정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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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나선 줄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부분은 대부분 염기쌍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열역학적으로 상당히 안정할 것으로 추정 

된다. 그러나 G9rC92 결합이 리보핵산 가수분해효소 

T】에 의해서 약하게 절단되는 것으로 보아서 C85： 

G9i 염기쌍은 다소 불안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러한 성질은 X. oelebensis의 5S rRNA에서도 관찰 

되었다（본 연구진의 미발표된 결과）.

H2 고리. 이 고리는 4개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 

으며, 대부분의 결합들이 핵산 가수분해효소 Si에 

의해서 작용을 받는 사실과 （扁이 메틸화 변형을 

받고 또한 &J8& 연속부분이 카르베톡실화 반응을 

받으며 Use이 KMnQ에 의해서 산화되는 （결과는 

나타내지 않음） 사실은 이 고리가 E 줄기와 함께 

명확한 머리핀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암시한다.

자발적으로 분해되는 피리미딘 누클레오시드•아 

데노신 결합들. 효소나 화학시약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에서 5S rRNA의 Cu*Ai5» C28-A29, C38-A39, C%・ 

A§3, U77-A78, U1O3-A1O4, C108-A109 그리고 C\u~

An5 등 10군데의 포스포디에스테르 결합들이 자발 

적으로 분해되는 것이 관찰되었는데, 그 중 7개가 

단일가닥 부분에 위치한다는 것은 매우 홍미있는 

일이다. 이러한 현상은 X. malt여）hilia와 P, acidovo- 

mns의 5S rRNA들에서도 관찰되었다가”. 자발적으 

로 분해되기 쉬운 이 피리미딘 누클레오시드와 아 

데노신 사이의 포스*디에스테르 결합들은 모두 동 

일한 삼차구조적 환경에 놓여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Pseudomonas^- Xsthomomas의 5S rRNA 

들은 그 이차구조와 삼차구조가 비슷할 것으로 추 

정된다. 이 결합들이 Mg2+의 농도가 높을수록 잘 

분해되지 않는다는 사실은（결과들은 나타내지 않았 

음） 이 결합들이 리보솜내에서는 MJ+ 또는 리보솜 

단백질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피리미딘 누클레오시드. 

아데노신 포스포디에스테르 결합은 아니지만, C41- 

C42의 결합에서도 자발적으로 가수분해가 일어난다 

는 것이 X git여而骚와 X. a布의 5S rRNA에서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교육부의 1990년도 기초과학연구소 

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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