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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atorial chemistry의 한 종류인 SELEX (Systematic 

Evolution of Ligands by Exponential Enrichment) 는 

1990년에 Gold 연구진 1 과 Szostak 연구진%] 처음 사 

용한 이후로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_서, 

affinity selectior과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증 

폭의 과정을 반복해서 실시하여 특정 target 분자에 

특이하게 결합하는 핵산분자들을 random sequence 

library로부터 선별해내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이 방 

법을 사용해서 아미노산, 단백질, 누클레오티드 및 항 

생제 둥에 강하게 결합하는 핵산 분자(aptamer라고 

한다)들이 분리 되었다.5 rnA - RNA 상호작용에 대 

한 정보를 얻기 위해 SELEX가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면, 리보솜을 구성하는 rRNA들 사이의 리보 

솜 내에서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그리 

고 단백질 합성 과정에서 rRNA와 tRNA들 사이의 상 

호작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SELEX가 사용되었 

다.口街 또한 SELEX를 이용하여 Bacillus subtilis RNase 

P RNA의 역할에 중요한 hairpin RNA에 특이하게 결 

합하는 RNA aptamer들도 선별되었다.、target 분자에 

강하게 결합하는 aptamer들의 성공적인 선별 과정을 

위해서는 적절한 random sequence libraiy의 제조와 

적당한 selection protocol의 선택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andom DNA library 제조를 

위해 T4 DNA polymera院와 Taq DNA polymerase를 

사용한 두 가지 경우를 비교 분석하여 어떤 효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DNA pool 합성의 yield를 높일 수 

있는지 알고자 하였다. 또한 강하게 결합하는 핵산분 

자들의 선별을 위해 사용되는 여러 가지 selection 

protocol들 가운데 RNA-RNA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에 널리 사용되는 affinity chromatography용으로 이 

용될 RNA ligand가 결합된 affinity column의 제조를 

위해 NaIO4를 사용하였고 이 방법으로 세 가지 RNA 

ligand들을 붙였을 때의 그 yield를 비교 분석하였다.

DNA library는 기운；데 40~mer의 random sequence를 가 

지고 양쪽으로 일정한 서열을 가진 구성을 한다(尸依. 

1). Fig. 1에 나타낸 것처럼 동량의 두 가지 primer들 

즉, random 서열 부분을 가진 72-mer의 DNA primer 

와 대장균 t出NA%에 해당하는 서열 부분을 가진 92-mer 

의 tRNA primer로부터 연장 반응으로 이 중나선 DNA 

library 합성을 위해 두 가지의 DNA 중합효소 즉, Taq 

DNA polymerase와 T4 DNA polymerase가 사용되었 

다. 두 경우의 합성에 대한 정량적 분석의 비교를 위 

해 Taq DNA polymerase를 이용한 연장 반응은 1회 

만 실시하였다. 각각으로부터 합성된 DNA libray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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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NA construct used in this experiment. Double-strand DNA library was prepared through extension reaction using Taq 
DNA polymerase or T4 DNA polymerase with a DNA primer of 72-mer having 40 random sequence and tRNA primer of 
92-mer having the sequence corresponding to tRNA^ during the extension.

native PAGE로 정제한 후 UV를 이용하여 정량 분석 

하였다. T4 DNA polymerase를 사용하여 합성 된 DNA 

po이의 양은 79.2 ug 이었고 Taq DNA polymerase# 

이용한 경우에는 11.5 號의 DNA가 합성되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RNA library# 만들기 위한 

주형으로 작용하는 이중나선 DNA pool 합성의 수득 

률을 높이기 위해 Taq DNA polymerase# 이용한 연 

장 반응보다는 T4 DNA polymerase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실험에서 Taq 

DNA polymerase를 사용한 연장 반응의 각 단계의 시 

간（94에서 50초, 45에서 50초 그리고 72에서 1분）을 

증가시키면 Taq DNA polymerase를 이용한 방법의 

수득률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Affinity chromatography용으로 사용될 RNA가 결합 

된 aflSnity column의 제조를 위해 NalQ와NaBJ^를 사 

용하였다. ligand RNA 3, 말단의 리보스당을 NalQ를 이 

용하여 산화시 킨 후 Separose-adipic acid hydrazide 

resin에 공유 결합적으로 coupling시킨 다음 NaBR로 

처리하여 환원시킴으로써 RNA가 결합된 affinity 

column을 만들 수 있었다（Eg. 2）. ligand RNA와 resin 

사이의 coupling 과정에서 형성된 Sciff base^ NaBH4 

로 환원시 킴으로써 안정 화 되 었다. affinity column 제 

조에 사용된 세 가지 RNA ligand들 즉, hairpin RNA, 

5S rRNA 혹은 tRNA들을 resin에 붙이는 이 coupling 

과정의 efficiency는 반응 후의 flow-through 액을 받 

아서 반응하지 않고 용액에 남아 있는 RNA들을 정 

량하여 결정하였다. 이 결과에서 95% 이상의 RNA 

들이 resin에 결합하는 것을 관찰하였다（7况席 1）.

Fig. 2. RNA ligand was oxidized at its 3'-end with NaIO4 
and covalently fixed to the commercial Sepharose-adipic 
acid hydrazide resin by hydrazone formation to prepare 
RNA-attached affinity column.

Table 1. Coupling efficiency of RNA ligands to resin
Hairpin RNA 5 S rRNA tRN^

Coupling efficiency (%) 961 953 95.5

실 험

Random DNA library의 제조.가운데 40-mer의 random 

sequence를 가지고 5七쪽과 3七쪽 양쪽으로 일정 서 열 

을 가진 구성을 한 이중나선의 DNA library의 합성 

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장 반응을 실시하였다. 동량의 

72-mer의 DNA primer（AGGGAGGACGATGCGG-N40- 

CAGACGACGAGCGGGA; N은 네 가지 누클레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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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의 동등한 혼합물을 나타낸다）와 92-mer의 tRNA 
primer（TGGTGCCCGGACTCGGAATCGAACCAAG 

GACACGGGGATTTTCAATCCCCTGCTCTACCGA 

CTGAGCTATCCGGGGCTCCCGCTCGTCGTCTG） 

로부터 Taq DNA polymerase를 이용한 연장 반응으 

로（94。（3에서 50초, 45 °C에서 50초 그리고 7VC에서 

1분） 이중가닥 DNA를 만들었다. 그리고 한편으로 [2- 

mer의 DNA primer와 92-mer의 tRNA primer의 혼합 

물을 95。（：에서 가열한 후 실온으로 서서히 cooling 

시킨 다음 T4 DNA polymerase를 이용하여 37에서 

30분간 반응시 켜 서 이 중가닥 DNA를 만들었다. 이 두 

가지 방법 에 서 합성 된 이 중나선 DNA library들을 

native PAGE로 정제한 후 260 nrn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여 정량하였다.

RNA；가 결합된 affinity column의 준비 . RNA ligand 

가 결합된 affinity column을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반응시켰다. rna ligand들로 hairpin RNA, 5S 

rRNA 혹은 tRNA'”들이 사용되었다. hairpin RNA에 

대한 주형 DNA에 T7 promoter를 annealing시킨 후 

T7 RNA polymerase를 이용하여 hairpin RNA를 만든 

다음 denaturing R\GE로 정제, 분리하였고 5S rRNA는 

대장균에서 페놀로 추출하여 denaturing PAGE로 정 

제한 후 사용하였고 tRNA^는 sigma에서 구입한 후 

denaturing PAGE로 정제한 후 사용하였다. 정제된 

ligand RNA에 100 ul의 0.1 M K-phosphate, pH 8.0 

를 첨가하여 녹인 다음 50 ul의 20 mM NaIO4 （freshly 

prepared）를 넣고 어두운 곳에서 2시간 동안 얼음에 

서 방치하였다. 3! 말단의 리보스당이 산화된 RNA를 

에탄올로 회수한 후 0.1 ml의 0.1 M K-acetate, pH 5.0에 

녹여 Separose-adipic acid hydrazide resin (Pharmacia) 

에 첨가하여 4 °C에서 24 시간 동안 조금씩 흔들어 

주면서 coupling시킨 다음 NaBH4로 환원시켜 RNA 

ligand가 결합된 affinity column을 만들었다. coupling 
반응 후 반응하지 않고 용액 에 서 남아있는 RNA ligand 

의 양은 260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 하여 정 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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