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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유에서 추출한 안지오제닌을 사용하여 Xanthomonas celebensis 5S rRNA의 고차원 구조를 

조사하였다. 안지오제닌은 5S rRNA의 단일가닥 부분에 있는 피리미딘 염기들의 먼 쪽으로 있는 3' P-0 
에스테르 결합들만을 절단하였다. pH7.0이고 10mM의 Mg"이 있을 때 안지오제닌은 5S rRNA의 d 고리 

에서만 작용하였지만 Mg2+이 없을 때는 e 고리를 제외한 모든 고리들(a, b, c, d 고리들)에서 작용하였다. 

Mg財이 없을 때 財시島5와 U77-A78t Uio3-Aio4 결합들이 pH 7.0과 pH 3.5에서 모두 안지오제닌의 작용에 매우 

민감하였다. 한편 pH 3.5이고 Mg2+이 없을 때 안지오제닌이 a 고리의 G厂C18과 b 고리의 결합들을 

강하게 절단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안지오제닌을 5S 
rRNA의 삼차구조 분석에서의 탐침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았다. 둘째, 5S rRNA의 d 고리의 구조는 

Mg가과 H+ 농도에 따라 변하기 쉽다는 것을 알았다.

ABSTRACT. Higher order structure of 5S rRNA isolated from Xanthomonas celebensis was examined 
using angiogenic extracted from milk. Angiogenin cleaved exclusively 3’ P O bonds on the far sides 
of pyrimidines in the single-stranded sequences of 5S rRNA. Whereas angiogenin acted only on the 
loop d of 5S rRNA at pH 7.0 in the presence of 10 mM Mg2+, it acted on all the loops (a, b, c and 
d) except loop e in the absence of Mg2*. In the absence of bonds U74-G75, U77-A78 and U103-Ai04 
were highly susceptible to the action of angiogenin both at pH 7.0 and at pH 3.5. On 난此 other hand, 
at pH 3.5 in the absence of Mg2* angiogenin strongly cleaved the bond Ci7-Gi8 of loop a and the bond 
U55-G56 of loop b. The results lead us to the Allowing conclusion. First, angiogenin can be used as 
one of the probes for the tertiary structure analysis of 5S rRNA. Second, the structure of loop d of 
5S rRNA is variable depending on the concentrations of Mg24- and H1+.

하여 보고하였다】. 우리는 이 보고에서 X. celebensis 
최근에 우리는 Xm功例oms celebensis 5S rRNA 5S rRNA의 c 고리와 e 고리가 일정한 방법으로 a 

분자내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삼차상호작용을 분석 고리와 삼차상호작용을 하며, b-C 구역과 D-d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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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이 삼차상호작용을 위한 5S rRNA 분자의 접 

힘에서 돌쩌귀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우리는 X. celebensis 5S rRNA가 pH 5.5에서 

C 고리에 있는 염기들이 C36 : &, C37 : C38 ： G“,
A39: Cg들의 염기쌍을 이룬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미 보고한 연구에서는 5S rRNA를 용해한 완충 

용액에 Mg2+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 그리고 pH 
변화가 있을 경우에 5S rRNA 분자의 b-C와 D-d 
구역들 그리고 a, c, e 고리들에 있는 피리미딘 염 

기들의 3'쪽으로 있는 포스포디에스테르 결합들이 

리보핵산 가수분해효소들에 대한 민감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의 구조변화의 정확한 원인을 설명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유에서 추출한 단백질인 

안지오제닌을 사용하여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보 

충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우유에서 추출한 안지오제 

닌이 RNA의 피리미딘 염기들의 3'쪽으로 있는 포 

스포디에테르 결합을 특이하게 절단하는 활성을 가 

지고 있다는 것을 관찰하여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 

Rybak와 Vallee도 사람의 결장에서 정제한 안지오 

제닌이 5S rRNA들을 주로 피리미딘 염기들의 3'쪽 

으로 있는 포스포디에스테르의 결합들에서 특이하게 

절단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3.

실 험

안지오제닌의 정제. 우유에서의 안지오제닌의 

정제는 소의 혈장에서 안지오제닌을 추출할 때 사 

용한 Bond와 Vallee4의 방법에 따라서 하였다.

5S rRNA의 추출과 정제. X. celebensis 세포를 

영양우무배지에서 키운 후 거둔다. 5S rRNA는 페놀 

추출법과 폴리아크릴아미드 겔을 이용한 전기이동 

법으로 분리 정제하였다£

5S rRNA의 말단의 표지. 5S rRNA의 5'-말단과 

3'-말단의 32p-표지는 Koh 등&의 방법에 따라서 실 

시하였다.

안지오제닌올 사용한 5S rRNA의 절단 반응. 

아래의 세 가지 복원 완충용액에 5' 또는 3' 말단에 

^P-표지된 5S rRNA를 녹인 다음 이 용액을 60t 의 

물중탕에 넣어 상온이 될 때까지 방치하여 복원시 

켰다（약 3시간이 소요된다）.

사용한 복원 완충용액 : 완충용액 A（50 mM 카코 

딜산 나트륨, pH 7.0, 10mM■ 염화 마그네슘）, 완충 

용액 B（50mAf 카코딜산 나트륨, pH 7.0, ImM 
EDTA）, 완충용액 C（0.25M 시트르산, pH 3.5）. 각 

완충용액에 녹인 5S rRNA 용액（3卩g 5S rRNA/pZ） 

2 以에 안지오제닌 약 0.1 昭을 가하여 상온에서 20분 

동안 반응시켰다.

절단된 위치들의 분석. 에탄올로 침전시킨 조각 

들을 동결건조시켜서 이것을 우레아-염료 완충용액 

에 다시 용해시킨다. 이 용액을 90t 에서 30초 동안 

가열한 다음에 8.3 M 우레아를 포함하는 12% 폴리 

아크릴아미드 겔（30 cmX40 cmX0.05 cm）에서 전기 

이동으로 분리하였다 I

결과 및 고찰

pH 7.0의 용액에서 Mg" 이온의 유무가 안지오 

제닌의 절단자리에 미치는 영향 Fig. 1의 방사선 

자동사진에서 N 줄은 완충용액 A（10mM의 Mg2+ 

이 있고, pH 7.0인 용액）에서 복원시킨 5S rRNA를 

안지오제닌으로 처리하여 얻은 RNA 조각들을 분리 

한 모양이고 S 줄은 완충용액 BIMg2+ 이 없고 pH 7.0 

인 용액）에서 복원시킨 5S rRNA를 안지오제닌으로 

처리하여 얻은 RNA 조각들을 분리한 모양이다. 

그 결과를 尸议. 3에 종합해서 나타내 었다. lOmAf의 

Mg2+이 있는 조건과 Mg2+이 없는 조건에서 모두 

안지오제닌으로 절단되는 결합들은 板弋7와 板- 

A78 그리고 Um-AmG祓. 1에는 나타나 있지 않음） 

이다. 이 세 결합들은 거의 모든 5S rRNA 분자들의 

경우 복원 완충용액에서 자발적으로 절단되는 자리 

들이기 때문에 안지오제닌의 작용을 민감하게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리이다."0 pH7.0인 조건에서 

Mg2+이 있을 때는 안지오제닌으로 절단되지 않지만 

Mg2+이 없을 때 절단되는 결합들은 C14-A15> C27-C28, 
C38-C39, C43-C44, C68_Gs9, C71-G72들인데 이 결합들 

은 모두 단일가닥으로 된 a, b, c, d 고리들에 위치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舊讶.3 참조）. 이 결과는 

자연상태의 5S rRNA 구조에서 이 결합들을 이루는 

누클레오티드들이 같은 분자내의 다른 염기들과 삼 

차상호작용으로 묶여 있거나 삼차구조 상에서 안지 

오제닌이 접근할 수 없는 분자 내부에 깊숙히 묻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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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utoradiograph of 5'-end labled X. celebensis 
5S rRNA partially degraded with angiogenin and se- 
perated on a 12% polyacrylamide gel. 1 pg of [5'-

- S rRNA was partilly degraded at pH 7.0 and at 
room temperature for 20 min. Electrophoresis was ca
rried out at 1200 V for 6 h (two on the left) and 3 h 
(right).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에 우리는 

피로탄산 이에틸과 Fe(II)-EDTA를 사용하여 10 
mM의 Mg2*이 있는 조건에서 5S rRNA의 a, b, c, 

d, e 고리들이 삼차상호작용에 관여한다는 것을 밝 

혔는데｝ 본 연구결과도 이 관찰이 옳았음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안지오제닌에 의한 절단의 염기 록이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안지오제닌이 선택적으로 절단하는 

결합은 단일가닥 부분에 있는 피리미딘-푸린 결합 

들이 대부분이지만 피리미딘-피리미딘 결합들도 일 

부 절단한다. 그러므로 안지오제닌은 피리미딘 염기 

들의 3’쪽으로 있는 포스포디에스테르 결합을 특이 

하게 절단하는 효소 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푸린 

염기들의 3’쪽으로 있는 포스포디에스테르 결합이 

절단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 최근에 Rybak와 VaL 
leb도 이와 비슷한 관찰을 하였다.

Fig. 2. Autoradiograph of 3'-end labled X. celebensis 
5S rRNA partially degraded with angiogenin and se- 
perated on a 12% polyacrylamide gel. 1 pg of [5'- 
32P]-S rRNA was partilly degraded at pH 3.5. Other 
conditions for hydroysis of 5S rRNA are the same 
as described in Fig. 1. Electrophoresis was carried out 
at 1200 V for 8 h (left) 5 h (middle) and 3 h (right). 
C, control; OH, alkali ladder; Tb RNase Ti dige아ion; 
0.1 and 0.01, 0.1 pg and 0.01 卩g of angiogenin was 
used respectively.

pH 3.5인 용액에서 안지오제닌에 민감한 결합들. 

Mg2+이 없고 pH 3.5인 조건에서 안지오제닌이 5S 

rRNA를 절단하는 자리들을 Fig. 2의 방사선자동사 

진에서 볼 수 있다. 이 결과를 Fzg.3에 나타내었다. 

모두 14개의 결합이 절단되는데 그 중 강하게 절단 

되는 결합은 C17-G18, U55-G56, U74-G75, U77-A78, U103- 

A104들이다. A 줄기의 Cn4-AU5 결합과 E 줄기의 1)旷 

G81) C93-A94 결합들도 약하게 절단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강한 산성 용액에서는 5S rRNA의 

줄기들의 이차구조가 다소 느슨하게 해체되기 때문 

일 것으로 생각된다.

D-d 구역과 B-b 구역의 구조. F讶.3에서 U”- 
G75, U77-A78, U103-A1Q4 결합들은 Mg2+이 있든 없든 

안지오제닌으로 절단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1994, Vol. 38, No.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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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condary structure of X. celebensis 5S rRNA constructed according to the data shown on Fig. 1 and
2. A indicates cleavage sites that are cleaved in the absence of Mg2+ but not in the presence of Mg2*. ► 
indicates cleavage sites that are cleaved independently of Mg”. Arrows indicate the cleavage sites in the absence 
of Mg旺 at pH 3.5 (-*, strong; f weak). Dotted circle at position 86 means the nucleotide delection. It was 
added for the convenience of numbering of the sequence.

사실들은 자연상태의 5S rRNA 구조에서 돌쩌귀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되는 d 고리 부분의 U74-G75, 
Utt-Atj, U103-A104 결합들이 분자의 접힘으로 불안 

정하게 되어서 안지오제닌에 의해 민감하게 작용을 

받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에 우리는 Fe(II)- 

EDTA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에서 d 고리 부분이 10 
mM의 Mg2+이 있는 용액에서 삼차상호작용에 관 

여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 

합해 보면 5S rRNA의 d 고리 부분에서는 Mg2+ 
이온과 수소 이온의 농도에 따라 매우 민감한 구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d 고리에 

G72 * A104, G75 * A101, G76 * G100, A78 * Gsg 등의 비표 

준형 염기쌍들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은 Traub와 

Sussmanr?이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d 고리가 

이러한 비표준형 염기쌍들을 함유하는 이중나선을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 

들이 보고되어 있어서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다” 

본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보아 d 고리에서 그러한 

비표준형 염기쌍들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그것들의 

결합력은 매우 약할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는 대조 

적으로 Go : Gioe 염기 쌍과 C71 : Gl05 염 기쌍은 모든 

조건에서 매우 안정한 D 줄기의 구조를 이루는데 

기여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있다 L8. 그러므로 5S 

rRNA가 삼차구조로 접힐 때 둘쩌귀의 역할을 하는 

것은 D 줄기와 d 고리가 합친 광범위한 부분이 아 

니라 d 고리만으로 가능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원핵세포의 5S rRNA에 대해서 

제안한 이차구조 일반모형에서 d 고리 부분을 확장 

된 염기쌍들로 제안한 것은 타당한 것이었다고 생 

각한다I

한편, B 줄기와 C 줄기에는 피리미딘-푸린 또는 

피리미딘-피리미딘 결합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표준형 염기쌍들로 구성되어 줄기에 있는 피리 

미딘-푸린 결합이 안지오제닌에 의해서 하나도 절 

단되지 않았다. 이것은 B-b 구역에서 돌쩌귀의 역 

할을 하는 주요한 부분은 b 고리임을 암시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谚.3 참조). 그러나, b 고리와 C 줄 

기의 접속부분에 있는 &-喝와 %-1嵐의 결합들이 

리보핵산 가수분해효소 易과 匚에 의해서 각각 약 

하게나마 공격을 받는다는 이미 보고된 우리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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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로 보아% 5S rRNA가 삼차구조로 접힐 때 이 접 

속부분의 이차구조가 일부분 해체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세밀히 조사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저자들 중 임자혜는 1993년 경기대학교 학술연구 

비의 지원을 받았기에 이에 감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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