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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Ro60은 60kDa 크기의 RNA 샤페론으로써 Y RNA에 결합하여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잘못 접힌 5S rRNA 또는 U2 snRNA에 결합하여 올바른
접힘을 유도한다. Ro60은 다양한 세포 내 인자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Ro60은 La 단백질, TRIM21 단백질, 그리고 미확인 RNA 종 또는 Y
RNA와 복합체를 형성하여 Sjőgren’s syndrome 환자와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환자의 몸에서 과다한 인터페론의 생성을 유도한다.
한편 Ro60은 APOBEC3G, HIV-1 전체 서열 gag 다중단백질, 그리고
긴고반복핵내요소 ORF1p와도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그러한
결합들의 생리학적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APOBEC3G,
HIV-1 전체 서열 gag 다중단백질, 그리고 긴고반복핵내요소 ORF1p가
레트로바이러스의 한 종류인 HIV-1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을 기존
연구들로부터 확인하였고, 따라서 Ro60 또한 HIV-1 감염 과정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Ro60의 발현을 저하하였을 때 HIV-1의 감염성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Ro60을 표적화하는 short hairpin RNA를 이용하여
Ro60의 발현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고, 그 상황에서 바이러스의 감염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siRNA를 이용한 실험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다음으로 Ro60의 발현을 저하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HIV-1 복제 과정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HeLa-shRo60을 이용한 실험에서 HIV1의 역전사 중간생성물들 모두 대조군에 비하여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특히
초기 생성물인 R/U5가 감염 후 4시간부터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Ro60이 바이러스의 세포 침투에는 영향을 주지 못 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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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이로부터 Ro60이 HIV-1 세포 침투 이후부터 역전사 단계
사이에서 바이러스 복제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Ro60이 기존에 보고된 세포 내 RNA 품질 관리 과정과
자가면역질환 발병 생리 회로 뿐만 아니라 외래 침입자인 HIV-1의 감염
과정에서도 특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바이러스 감염 초기
단계에서

바이러스에게

확인하였다.

기존에

도움을

보고되었던

주는

인자로

Ro60의

기능하고

RNA

결합

있다는
능력이

것을
결핍된

돌연변이체를 이용한 심층 연구는 HIV-1 감염 상황에서의 Ro60의 표적,
Y RNA라는 아직 연구가 되지 않은 RNA 종의 역할, 그리고 HIV-1의
Ro60을 통한 면역 회피 기작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더 나아가
세포 내에서 복잡하고 다양하게 기능하는 Ro60에 대한 이해도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Ro60, HIV-1, 역전사, RNA 샤페론, Y RNA
학번 : 2013-2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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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Ro60은 60kDa 크기의 RNA 결합 단백질이다. Ro60에 결합하는 기질
중에서

가장

뉴클레오타이드

많이
정도

연구가
길이의

된

것은

Y

번역이

RNA이다.

되지

않는

Y
긴

RNA는

100

비번역(Long-

noncoding) RNA이며, RNA polymerase III에 의하여 전사된다. 인간에서는
hY1, hY3, hY4, 그리고 hY5 등 4가지의 Y RNA가 존재하며, 이들은 염색체
DNA 복제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 2).
흥미로운 사실은 Y RNA가 Ro60에 결합을 하는 동시에 Ro60에 의해
일어나는

생리학적

활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hY5는

Ro

리보뉴클레오프로틴(Ro RNP) 및 L5 리보솜 소단위와 결합하여 5S rRNA의
품질 관리를 한다. mY3(mouse Y RNA 3)는 사멸하는 섬유아세포에서
Ro60을 표면에 노출시켜 옵소닌 작용을 돕고, 결과적으로는 대식세포의
toll-like receptor를 자극하여 염증 반응을 유도한다. 한편 Deinococcus

radiodurans에 존재하는 Y RNA는 Ro60의 박테리아 상동 유전자인 Rsr
그리고

exoribonuclease인

PNPase의

상호작용을

매개하여,

이들

단백질들이 RNA를 분해하는 복합체로써 기능을 하도록 한다(3-5).
Ro60에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기질은 변형된 U2 snRNA이다.
전사 과정의 오류로 인하여 세포의 핵 내에 잘못 접힌 U2 snRNA가 축적이
되면 Ro60은 세포질에서 핵으로 이동하여 U2 snRNA에 결합한다. Ro60이
자외선 혹은 산화 스트레스 조건에서 세포의 생존에 필요하다는 사실은
Ro60이 이러한 변형된 소형 RNA의 접힘을 올바르게 하는 샤페론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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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그림 1)(6).
Ro60의 구조에 대한 분석은 Xenopus laevis에서 이루어졌다. Ro60은
HEAT 구조가 반복되는 TROVE 도메인과 von Willebrand factor A(vWFA)
유사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TROVE 도메인은 중앙에 구멍이 있는
형태이다. Y RNA의 3’ over hang 혹은 변형된 외가닥 RNA 기질(singlestranded misfolded RNA substrate)이 구멍 안 쪽으로 결합하며, Y RNA의
stem loop 부분이 바깥쪽으로 결합한다. 이러한 RNA 결합에 중요한
아미노산 잔기는 Deinococcus radiodurans 그리고 Caenorhabditis 뿐만
아니라 인간에서도 진화적으로 보존되어 있다(7, 8).
Sjőgren’s syndrome(SS) 혹은 systemic lupus erythematosus(SLE)와
같이

자가면역질환에

걸린

환자의

몸에서는

혈액

내

자가면역항원-

자가면역항체 복합체의 양이 증가한다. 이러한 복합체는 Ro60을 비롯한 La
단백질, TRIM21 단백질, 그리고 Y RNA 혹은 세포 내 미확인 RNA 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질수지상세포 혹은 사멸세포에서 제1형 인터페론의
과다한 생성을 유도한다. 사이토카인의 비정상적인 생성으로 인하여 만성
염증이 유발되고, 결과적으로 자가면역질환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Ro60이

결핍된

마우스에서도

자가면역질환

표현형이

관찰됨에 따라 Ro60이 질병을 일으키는 추가적인 기작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2,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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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Ro60의 RNA 샤페론으로써의 기능 모델.
정상적인 마우스 세포에서 Ro60은 세포질에 존재하는 Y RNA와 결합을
하고 있다. 세포에 UV 자극 또는 산화 스트레스가 주어지면 핵 내에 잘못
접힌 U2 snRNA와 잘못 접힌 pre-5S rRNA가 축적이 되며, Ro60은 Y
RNA와 떨어져서 핵으로 이동하여 잘못 접힌 작은 리보핵산을 우선적으로
결합하며 올바른 접힘을 유도할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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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60 과 상호작용하는 인자들은 레트로바이러스 특히 HIV-1 감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 번째, Ro60 은 HIV-1 의 감염을
억제하고 RNA 유래전이인자 이동(retrotransposition)을 저해하는 인자인
APOBEC3G 와 RNA 를 매개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3).
APOBEC3G 는 레트로바이러스의 외가닥 RNA 혹은 DNA 에 결합을 하며
사이토신을 탈아민화하여 유리딘으로 치환한다. 그 결과 유전체가 손상되어
바이러스성 유전자의 복제가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APOBEC3G 는
감염된 세포에서 출아하는 HIV-1 입자 안에 바이러스 단백질 및 RNA 와
함께

포장이 되어 바이러스 생활사 이른 단계부터 작용한다(14-16).

Wang 의 연구에서 Ro60 이 APOBEC3G 의 항바이러스 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두 번째, HIV-1 gag 다중단백질(polyprotein)에 대한 질량분석 연구는
Ro60 이 gag 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17). Gag 다중단백질은
기질(MA), 캡시드(CA), p2, 뉴클레오캡시드(NC), p1, 그리고 p6 등 6 개의
펩타이드로 구성되어있다. Gag 는 바이러스 입자 조립, 바이러스 RNA 와
단백질의

포장,

그리고

출아

등

바이러스의

생활사에서

폭넓게

기능한다(18). 특히 뉴클레오캡시드는 핵산 샤페론 활동을 보이며 HIV-1
RNA 유전체의 이합체화 과정, tRNALys3 프라이밍, 그리고 (+) 가닥 이동
등 바이러스 복제 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19).
세 번째, 긴고반복핵내요소(long interspersed nuclear element, LINE)에
대한 질량분석 연구는 Ro60이 LINE으로부터 발현되는 ORF1 단백질과
특이적으로 결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20). LINE은 비 LTR 독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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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A유래전이인자로서 레트로바이러스와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의 유전체 내에서 활발히 복제하고 있다. LINE은 ORF1 단백질과
ORF2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ORF1 단백질은 핵산 결합 단백질로
기능하고, ORF2는 핵산내부가수분해효소 및 역전사 효소로 기능한다. ORF1
단백질은 LINE의 RNA 주형에 결합하여 ORF2가 매개하는 지정 지역
역전사(target site primed reverse transcription, TPRT)에 필수적인 LINE
리보뉴클레오단백질 복합체를 형성한다(21, 22).
이러한 증거들로부터 Ro60 또한 레트로바이러스 중의 하나인 HIV-1의
감염 과정에서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추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1형(HIV-1)은

Lentiviridae에

속하는

레트로바이러스이다. 주로 CD4+ T 세포에 감염이 되며, T 세포의 고갈을
유도하여 인체 내에서 면역 결핍 현상을 일으킨다. 바이러스 입자에는
2개의 RNA 유전체, tRNALys3, 접합효소(integrase), 역전사효소(reverse
transcriptase), 바이러스 부가단백질(viral accessory protein), 그리고 그
외 숙주 세포에서 유래한 작은 리보핵산 종류, 바이러스 억제 인자, 그리고
바이러스 촉진 인자 등이 포장되어있다.
HIV-1이 수용체를 통하여 세포에 감염이 되면 먼저 외피가 탈피된다.
다음으로 캡시드가 특정 자극에 의하여 탈피된다. 입자를 둘러싸고 있던
외피와 캡시드가 제거되면서 포장되어 있던 내용물이 세포질로 방출이
된다.

RNA

유전체는

접합효소

및

역전사효소와

결합하여

전접합복합체(preintegration complex, PTC)를 형성한다. PTC가 세포 내

9

골격을 따라 핵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숙주의 tRNALys3가 프라이밍을 하면
역전사가

진행된다.

그

결과

프로바이러스

DNA가

합성되고

이것이

접합효소에 의하여 숙주 세포의 염색체에 삽입된다. 숙주 염색체에 동화한
바이러스 DNA는 수년간의 잠복기를 거치며, 이후에 숙주 세포가 물질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세포소기관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RNA와 단백질들을
합성한다. 그리고 바이러스 입자를 조립하여 출아한다. 이러한 HIV-1의
생활사는 세포 마이크로 RNA를 비롯하여 세포 내 많은 인자들에 의하여
복잡하게 조절된다(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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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실험 방법

2.1. 플라스미드와 점 돌연변이 유도

HIV-1-IRES-GFP와 HCMV-VSV-G 운반체는 설명된 바와 같다(27).
카르복실기 말단에 Myc 꼬리가 달린 인간 Ro60 동형단백질 4(이후
Ro60으로 지칭)를 발현하는 pCMV3a 운반체는 본 연구실에서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것을 주형으로 하여 아미노산 발현은 동일하되 short hairpin
RNA의 표적 DNA 서열만 달라지는 점 돌연변이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EcoRI과

XhoI

제한자리를

이용하여

Ro60을

HA

태그

단백질

발현

pcDNA3.1(puro) 운반체에 삽입하였다.
pcDNA3.1(puro)-Ro60WT을 주형으로 Ro60K170A
Ro60S378A

S380A

R174A,

Ro60H187S, 그리고

돌연변이를 제작하였다. nPfu-forte DNA Polymerase

Kit(Enzynomics)를

사용하였으며,

점

돌연변이에

사용된

프라이머의

서열은 다음과 같다(표 1).

2.2. RNA 간섭

Ro60의 CDS지역을 표적으로 하는 short hairpin RNA를 제작하여
pSUPER.retro

운반체에

GGAAATTCAGAAGTATCTTTA
Dharmacon으로부터

삽입하였다
3’).

Ro60을

(서열
표적화하는

구입하였다(MQ-017733-0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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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siRNA는
서열은

siRNA#1:CCGCUUACUGCAUUACUAA, siRNA#2:GGUAGUAUA
CUCAACGCUA, siRNA#3:GAGGGAGUAUCGAAAGAAA, siRNA#4:
GGAAUGACAUCAAAUGGUU이다. 12-홈판(12-well plates)를 기준으로
1홈 당 siRNA 35ul을 사용하였으며, Lipofectamine 2000으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실험 방법에 따라 형질주입하였다(Life technologies).

2.3. 세포 주와 세포 배양

HeLa 세포와 HEK 293T 세포는 10% FBS, 100 U/ml penicillin, 100
μg/ml streptomycin(Hyclone), 그리고 2 mM GlutaMAX-I(Invitrogen)를
포함한 DMEM에서 배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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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점 돌연변이에 사용된 프라이머의 서열.

올리고머

방향

K170A R174A

정방향

서열
5’ GCAGTTACAGCATATAAACAGGC
AAATGGCTGGTCTCACAAAG 3’
5’ CTTTGTGAGACCAGCCATTTGCC

K170A R174A

역방향
TGTTTATATGCTGTAACTGC 3’
5’ GATCTATTAAGATTGTCAAGTCT

H187S

정방향
TAAACCTTCCAGTGAAGG 3’
5’ CCTTCACTGGAAGGTTTAAGACT

H187S

역방향
TGACAATCTTAATAGATC 3’
5’ CTTACTAGCTGTTGATGTCGCTG

S378A S380A

정방향
CTGCTATGAACCAAAGAG 3’
5’ CTCTTTGGTTCATAGCAGCAGCG

S378A S380A

역방향
ACATCAACAGCTAGTAAG 3’

shRo60-

5’ GAA CCA GGA AAT TCC GAG GTG
정방향

resistant

TCT TTA GTA TGT G 3’

shRo60-

5’ CAC ATA CTA AAG ACA CCT CGG
역방향

resistant

AAT TTC CTG GTT C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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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바이러스 생산 및 감염

293T 세포에 10 μg의 HDV-IRES-GFP 운반체와 2 μg of HCMV-VSVG 운반체를 polyethylenimine을 이용하여 형질주입하였다. 형질 주입 하루
후에 2ml의 배양액을 첨가해주었고, 이틀 후에 상층액을 걷어 0.45 μm
필터링을 한 후 Retro-X concentrator(Takara)를 이용하여 응축시켰다.
Lentivirus-Associated p24 ELISA Kit(CELL BIOLABS, INC.)를 사용하여
바이러스를 정량하였다.
HeLa-shLuc과 HeLa-shRo60를 이용한 바이러스 감염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6-홈판에서 1개의 홈마다 1.5 X 105개의 세포를 깔아주고
하룻밤 동안 배양하였고, PBS로 1회 씻어준 후, 2.5% FBS, 100 U/ml
penicillin, 100 μg/ml streptomycin, 그리고 2 mM GlutaMAX-I를 포함한
DMEM에 p24로 정량한 HIV-1-IRES-GFP를 풀어서 세포에 2시간 동안
처리해주었다. 다시 PBS로 1회 씻어준 후 2.5% FBS complete media에서
2일 동안 배양하였고, 최종적으로 FACS로 시료를 분석하였다.
siRNA를 이용한 바이러스 감염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12홈판에서 1개의 홈마다 0.7 X 105개의 세포를 깔아주고 7.5% FBS 그리고 2
mM GlutaMAX-I를 포함한 DMEM에서 하룻밤 동안 배양하였다. PBS로
1회 씻어내고, OPTI-MEM으로 media 변경을 해준 다음 6시간 동안
형질주입하였고, 다시 PBS로 1회 씻어낸 후 7.5% FBS 그리고 2mM
GlutaMAX-I를 포함한 DMEM에서 배양하였다. 형질주입 2일 후 바이러스
감염 실험을 수행하였고, 그 방법은 위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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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FACS 분석

VSV-G-psudotyped HIV-1-IRES-GFP에 감염된 세포를 PBS로 1회
씻어준 후, 500uL Trypsin-EDTA(Hyclone) 처리하여, 2000rpm에서 1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침전된 세포를 PBS에 1회 씻어준 후, 최종적으로 PBS에
풀어주었다. 시료는 FACS Calibur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6. qPCR과 qRT-PCR

HIV-1-IRES-GFP에 감염된 세포에서 QIAamp Blood DNA Minikit를
이용하여 세포 내 DNA를 추출하였다. iCycler iQ real-time PCR detection
system(BioRad)을 이용하여 qPCR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프라이머 서열은 R/U5 정방향 : 5’ GCCTCAATAAAGCTTGCCTTGA 3’,
R/U5 역방향 : 5’ TGACTAAAAGGGTCTGAGGGATCT 3’, U3/U5 정방향 :
5’

GAGCCCTCAGATGCTGCATAT

3’,

U3/U5

CCACACTGACTAAAAGGGTCTGAG

3’,

TGTGTGCCCGTCTGTTGTGT-3’,

U5/ψ

GAGTCCTGCGTCGAGAGATC

3’이다.

U5/ψ

역방향

:

정방향
역방향

HIV-1-IRES-GFP에

:
:

5’
5’5’

감염된

세포에서 Trizol(Sigma)를 이용하여 세포 내 RNA를 추출하였고, phenolchloroform 추출을 통해 정제를 하였다. 이것을 ReverTra Ace® qPCR RT
Kit(Toyobo)로 역전사하여 cDNA를 합성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프라이머
서열은 EGFP 정방향 : 5’ CAACAGCCACAACGTCTATATCATG 3’, EG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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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방향 : 5’ ATGTTGTGGCGGATCTTGAAG 3’이다.

2.7. 면역 블럿법

PBS를 기본으로 한 1% NP-40 완충액에 단백질 분해효소 저해제인
PMSF와 Leupeptin을 첨가하여 세포분해 완충액을 제조하였다. 이것을
세포가 있는 홈판에 처리하여 4℃에서 15분 반응시키고, 세포용해물을
모아 4℃에서 15분 반응시키고, 13000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얻었고, SDS 표본 완충액을 처리하여 시료를 100℃에서 10분간
끓였다.
시료에 있는 단백질들을 SDS-PAGE를 통하여 분리하였고, 100V에서
1시간

동안

니트로셀룰로오스

막으로

이동시켰다.

5%

탈지

분유

혼합액으로 30분동안 블로킹하였고, 표시된 항체로 4℃에서 하룻밤 동안
반응시킨 후, 0.1% TBST로 3번 씻어주었다. 그후 HRP가 부착되어 있는
2차 항체를 상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키고, 0.1% TBST로 3번 씻어주었고,
ECL 검출 시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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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3.1. HIV-1 감염에 필요한 Ro60

Ro60과 상호작용하는 인자들은 레트로바이러스 감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 17, 20). 이러한 정황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Ro60
또한 레트로바이러스 감염과 관련이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먼저 HIV-1
감염

과정에서의

Ro60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하여

Ro60의

발현을

저하하였을 때 HIV-1의 감염성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확인하였다.
Ro60의 CDS 지역에 특이적인 short hairpin RNA(shRNA)를 제작하였고,
HeLa 세포에서 지속적으로 발현이 되는 세포주를 SUPER.retro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HeLa-shRo60).

단백질과

RNA

수준에서

유전자

발현이 효과적으로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2). HeLa-shRo60에
p24로 정량한 VSV-G-pseudotyped HIV-1-IRES-GFP를 표시된 양만큼
넣어주고 2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2일 후에 세포
유동계수기(FACS) 분석을 수행하여 GFP positive한, 즉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세포군의

비율을

측정하였다.

HeLa-shLuc와

HeLa-shRo60

모두

바이러스의 양을 증가시키면 감염성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Ro60의 발현이
저하되는 HeLa 세포에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HIV-1의 감염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3A, 그림 3B).
앞선 실험에서는 Ro60 mRNA의 한 지역만을 표적화하는 shRNA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아티팩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따라서 Ro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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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NA의 네 지역을 표적화하는 small interfering RNA(siRNA)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실험을 수행하였다. siRNA 처리에 의하여 세포 내 Ro60의 발현을
효과적으로 저하하였다. 면역 블럿법 상으로 60kDa 부근에서 2개의 밴드가
관찰이 되었다. 인실리코(in silico) 분석을 해보았을 때 이는 Ro60의 동형
단백질로 추측된다. Ro60 유전자는 선택적 이어맞추기를 거쳐 다섯 가지
동형 단백질을 발현하고 있으며, 각각의 분자 크기는 61kDa, 24kDa,
58kDa, 60kDa, 59kDa이다. 혹은 위의 밴드가 아세틸기 혹은 인산기가
함유된 Ro60일 가능성도 존재한다(그림 4). Ro60의 발현이 저하가 되었을
때,

앞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HIV-1의

감염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5A, 그림 5B). 이로부터 Ro60이 HIV-1 감염에 필요한
인자라는 결론을 얻었다.

3.2. HIV-1 역전사 초기 과정에서 필요한 Ro60

Ro60이 HIV-1 감염에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Ro60의
발현이 저하되었을 때, 바이러스 복제 과정이 실질적으로 손상되는지
살펴보았다.
HIV-1 입자에 존재하는 2개의 RNA 유전체는 숙주 세포의 세포질에
노출이 되면서 역전사 효소에 의해 바이러스 DNA로 합성이 되고, 이것이
핵 내에서 접합효소에 의해 숙주 세포의 염색체에 삽입된다. 역전사는 세포
내 tRNALys3 프라이머가 바이러스 RNA의 5‘ 말단에 위치하는 PBS 지역에
붙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역전사효소가 R 부터 U5 서열을 포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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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가닥 DNA를 합성하는 동시에 주형으로 사용된 RNA를 분해하고, 새로이
생성된 (-) 외가닥 DNA는 3’ 말단에 위치하는 U3/R 지역으로 이동하여
다시 RT에 의해 (-) 외가닥 DNA 합성이 진행되고, 주형 RNA가 분해되면
U3부터 PBS까지 (+) 외가닥 DNA가 합성이 되며, 바이러스 DNA가
선형화되면서 5‘ 말단과 3’ 말단이 맞닿게 되며 외가닥 DNA가 5‘ 말단의
PBS에 붙는다. 그리하여 접합효소에 의해 삽입될 수 있는 프로바이러스
DNA의 합성이 완료된다(그림 6)(19, 28).
HeLa-shLuc과 HeLa-shRo60 세포에 HIV-1을 감염시킨 후에 시간에
따른

역전사

과정의

R/U5(초기),

U3/U5(중기),

그리고

U5/Ψ(후기)

생성물들의 양적인 변화를 qPCR 기법으로 관찰하였다. R/U5 생성물은
바이러스 감염 후 4시간부터 이미 활발히 합성이 되고 있으며, 8시간
그리고 12시간에는 최대량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7A).
U3/U5와 U5/Ψ 또한 R/U5에 연이어 합성이 되고 있으며 12시간에서
최대량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7B, 그림 7C). 이러한
역전사 생성물들의 양적인 변화 양상은 기존에 다른 세포주들에서 HIV-1
감염 시 관찰된 결과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다(29).
한편 Ro60의 발현이 저하된 HeLa 세포에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R/U5
생성물의 양이 8시간부터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초기 생성물이 제대로
합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기 및 후기의 역전사 생성물 또한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7A, 그림 7B, 그림 7C). 이로부터
Ro60이 (-) 외가닥 DNA가 처음으로 합성되는 과정 이전 단계에서
기능하여

바이러스의

복제에

기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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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얻었다.

추가적으로

Ro60이

바이러스의

바이러스의

배양이

세포
끝나는

침투

과정에

2시간까지

영향을

일정

주는지

시간

살펴보았다.

간격으로

세포

내

바이러스 RNA의 양을 측정하였을 때, Ro60에 의한 영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7D). 따라서 Ro60은 바이러스의 세포 침투 이후부터
tRNALys3 프라이밍 사이에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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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기존 모델에서 Ro60은 RNA 샤페론으로써 Y RNA의 안정성을 조절하고
잘못 접혀진 pre-5S rRNA와 U2 snRNA를 재생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추측된다(4, 6, 7). 이번 연구에서는 Ro60이 세포 내 RNA 품질 관리
과정 이외에도 외래 침입자, 구체적으로는 HIV-1이 감염되는 과정에
연관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바이러스 감염 초기 단계에서 바이러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혔다.
흥미로운 사실은 Ro60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된 APOBEC3G는
HIV-1의 감염을 억제하는 기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APOBEC3G는
바이러스 입자에 같이 포장이 되며, 입자가 세포 내로 침투할 때 바이러스
RNA 유전체 및 단백질과 함께 세포질로 노출이 되어, 역전사 (1)단계에서
tRNA 프라이밍을 저해하고 (2)단계에서 바이러스 DNA의 합성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3), (4) 단계에서 바이러스 DNA의 이동을 저해한다(13-16).
앞의 실험 결과는 Ro60이 APOBEC3G와 바이러스 생활사 상에서 비슷한
시점에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바이러스 감염 상황에서
Ro60과 APOBEC3G이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Ro60가 바이러스 복제에 기여하는 기작이 APOBEC3G에
대한 직접적인 억제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Ro60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HIV-1

gag

다중단백질은

바이러스의 전 생활사에 걸쳐서 관찰된다. 바이러스 입자 조립 및 출아
단계에서의 gag는 다중단백질의 형태로 존재하며, 바이러스 RNA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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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포장과 수송을 담당한다. 한편 출아한 바이러스 입자는 성숙 과정을
거치고,

단백질

분해효소가

활성이

되어,

gag를

각각의

도메인으로

분해한다. 그리하여 성숙한 입자에서 gag는 MA, CA, p2, NC, p1, 그리고
p6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 중 캡시드(CA)와 뉴클레오캡시드(NC)는 감염
초기 과정에서도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30).
Cyclophilin A는 프로릴 펩티딜 이성질화 효소로, 캡시드의 N 말단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HIV-1 입자에 포장이 된다. 이 숙주 인자는 바이러스
감염 초기 상황에서 CD147과의 상호작용하여 캡시드의 탈피를 돕거나
역전사 복합체를 세포질로 노출하여 바이러스 복제를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31). APOBEC3G을 비롯하여 SAMHD1, MX2, Tetherin, 그리고
TRIM5α는 HIV-1을 억제할 수 있는 세포 내 인자로 잘 알려져 있다.
TRIM5α는
상호작용을

캡시드와
방해하며,

cyclophilin

A가

캡시드의

탈피

결합하는
과정을

자리에

끼어들어가

방해한다(32-34).

뉴클레오캡시드는 핵산 샤페론 활동을 가지고 있으며 역전사 단계에서
tRNA 프라이밍 그리고 (+) 가닥 이동에 중요하다(19).
이전 질량 분석 연구에서는 gag의 전체 서열 단백질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어떠한 펩타이드 혹은 도메인이 gag와 Ro60의 상호 작용에
중요한지 확인하지 못 하였다. Gag 다중단백질이 가수분해되어 나타나는
캡시드와 뉴클레오캡시드가 HIV-1 감염 초기 단계에서 Ro60과 실질적으로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바이러스 단백질들을 비롯하여 그와
관계되어 있는 cyclophilin A 및 TRIM5α에 대한 연구는 Ro60의 바이러스
생활사에서의 구체적인 기작에 대해 단초를 제공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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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opus laevis에서 밝혀진 Ro60 구조 모델에 따르면, Ro60은 HEAT
구조가 반복되는 TROVE 도메인과 vWFA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형
고리 형태의 TROVE 도메인은 RNA 결합에 중요하다. 고리 안쪽으로 잘못
접힌 외가닥 작은 리보핵산이 결합을 하며, 이를 매개하는 아미노산 기는
K170, R174, R255, R283, 그리고 R120이다. 환 바깥 쪽으로 Y RNA가
결합을 하며, 이에 중요한 아미노산 기는 K108, Q109, K136, R146, R149,
R184, 그리고 H187이다. K170과 R174에 점 돌연변이를 유도하였을 때
외가닥 작은 리보핵산에 대한 Ro60의 결합 능력은 저하되었으나 Y RNA에
대해서는

커다란

차이가

없었다.

흥미롭게도

H187에

점

돌연변이를

유도하면 Y RNA 뿐만 아니라 외가닥 작은 리보핵산 또한 결합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보고되었다.

vWFA 도메인의 기능에 대해서 아직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이 도메인에서 MIDAS 모티프가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다른 단백질 구조 연구에서 단백질과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7, 8). 이러한 아미노산 기들은 Xenopus laevis 뿐만
아니라 C. elegans, 마우스, 그리고 인간에서도 진화적으로 잘 보존이
되어있으며, 실제로 마우스 세포에서도 기능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 6).
따라서 인간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RNA 결합 불가 돌연변이체를 이용한 심층 연구는 HIV-1 감염
상황에서의 Ro60의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표적을 밝히는데 기여할 수
있다. HIV-1의 생활사에서 감염 초기에 발견되는 RNA 종에는 i)바이러스
RNA

유전체와

ii)tRNALys3가

있다.

Ro60과

함께

자가면역항원-

자가면역항체 복합체를 이루는 La 단백질 또한 RNA 결합 단백질로

23

기능하며

C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C

virus,

HCV)

RNA의

내부리보솜유입점(internal ribosome entry site, IRES)에 결합하여 5‘ 말단
비번역 지역(untranslated region)과 3’ 말단 비번역 지역을 연결하여
바이러스 복제 과정을 촉진한다. 그리고 respiratory syncytial virus(RSV)
RNA에 결합하여 바이러스 RNA가 세포 내 면역 센서인 retinoic acidinducible gene I(RIG-I)에 의해 감지되는 것을 막는다(35-37). 이처럼
Ro60이

HIV-1

항바이러스

RNA에

작용을

직접적으로

저해하거나,

결합하여

RNase로

APOBEC3G에

알려진

의한

SAMHD1으로부터

유전체를 보호할 가능성이 존재한다(14, 16, 38). 또는 최근에 보고된
HAP95와 같이 HIV-1 RNA에 tRNALys3의 결합을 촉진하여 바이러스의
복제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39).
그리고 추후 연구에서 흥미로운 주제는 Y RNA라는 아직 연구가 되지
않은

RNA

종이

HIV-1

감염

상황에서

Ro60의

기능을

어떻게

조정하는가하는 것이다. 최근에 각광 받고 있는 long non-coding RNA는
조절자로써 다양한 생리 현상에서 기능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HIV-

1과의 연관성도 제시된 바가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기작은 밝혀지지
않았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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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uc

shRo60
α–Ro60

α– GAPDH

그림 2. shRNA 를 이용한 Ro60 발현 저하
Luciferase 또는 Ro60에 대한 shRNA를 레트로바이러스 감염을 통해
HeLa에

형질주입하였다.

Ro60의

발현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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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

블럿법과

qRT-PCR로

A
HIV-1-IRES-GFP (ng of p24)
50

100

200
3.70

4.75

1.13

1.72

2.35

shRo60

shLuc

1.97

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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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hRNA를 이용한 Ro60 발현 저하 상황에서의 HIV-1 감염성 감소
(A와 B) HeLa-shLuc 세포와 HeLa-shRo60를 하룻밤 동안 배양하고,
표시된 바와 같이 다른 양의 HIV-1-IRES-GFP를 감염시켰다. 감염 2일
후에 FACS 분석을 수행하였다. 세 번 독립적인 실험을 수행하여 얻은
대표적인 결과와(A) 평균 ± 평균의 표준 편차 값으로 통계 처리한
결과이다(B). 스튜던트 t 분포로 분석하여 P<0.05일 때, *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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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ontrol

siRo60
α-Ro60

α-GAPDH

그림 4. siRNA 를 이용한 Ro60 발현 저하
HeLa

세포에

무작위

서열을

가진(siControl)

또는

Ro60의

CDS를

표적화하는 siRNA(siRo60)를 형질주입하였고, 2일 후에 Ro60의 발현을
면역 불럿법과 qRT-PCR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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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Control

siRo60

9.60

6.41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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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iRNA를 이용한 Ro60 발현 저하 상황에서의 HIV-1 감염성 감소
(A와 B) HeLa 세포를 하룻밤 동안 배양하고, siContol과 siRo60을 각각
형질주입을 하였다. 형질 주입 2일 후에 30ng의 HIV-1-IRES-GFP를
3시간 동안 세포에 감염시켰다. 그리고 감염 2일 후에 FACS 분석을
수행하였다. 세 번 독립적인 실험을 수행하여 얻은 대표적인 결과와(A)
평균 ± 평균의 표준 편차 값으로 통계 처리한 결과이다(B). 스튜던트 t
분포로 분석하여 P<0.05일 때, *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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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HIV-1 역전사 과정의 모식도
(1) 바이러스 캡시드 혹은 세포 내에 존재하는 tRNALys3 프라이머가
바이러스 RNA의 5‘ 말단에 위치하는 PBS 지역에 붙는다. (2) 역전사효소가
R에서 U5 지역을 포함하는 (-) 외가닥 DNA를 합성하는 동시에 주형으로
이용된 바이러스 RNA를 분해한다. (3)새로이 생성된 (-) 외가닥 DNA는 3’
말단에 위치하는 U3/R 지역으로 이동한다. (4) (-) 외가닥 DNA의 합성이
계속 진행되며 동시에 주형 RNA가 분해된다. (5) (-) 외가닥 DNA에
상보적인 (+) 외가닥 DNA가 PPT 지역에서부터 U5지역까지 합성이 된다.
(6) (+) 외가닥 DNA가 5‘ 말단의 PBS에 붙는다. (7) 프로바이러스 DNA의
합성이 완료된다. 화살표는 실험에서 사용된 프라이머를 나타낸다.

32

33
1.5

2h
pi

*

1.
5h
pi

*

1h
pi

C

0.
5h
pi

U

*

Relative mRNA expression
(Normalized to β-actin)

A
B

*
*

D
EGFP
shLuc

shRo60

1.0

0.5

0.0

그림 7. Ro60 발현 저하에 의한 HIV-1 역전사 과정의 초기 생성물 감소
(A부터 C) HeLa-shLuc 세포와 HeLa-shRo60를 하룻밤 동안 배양하고,
100ng의 HIV-1-IRES-GFP를 감염시켰다. 그리고 표시된 시간에서 세포
DNA를 추출하였다. 바이러스 cDNA 중간생성물의 양은 qPCR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평균 ± 평균 표준 편차 값으로 통계 처리한 결과이다. (D)
앞과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30분 간격으로 세포 mRNA를 추출하여 qRTPCR 분석을 수행하였다. 스튜던트 t 분포로 분석하여 P<0.05일 때, *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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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ole of Ro60
in early stages of HIV-1 infection

Seok-Young Kim
Biolog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o60 is a 60kDa protein which functions as a RNA chaperone. It binds
to Y RNA and stabilizes it, or promotes proper folding of misfold pre-5S
rRNA and U2 snRNA. Ro60 interacts with various cellular factors. Ro60
complexes with La protein, TRIM21 protein, and unknown cell-intrinsic
RNA species or Y RNA to induce overproduction of type I interferons in
patients with Sjőgren’s syndrome or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Ro60 also interacts with APOBEC3G, HIV-1 full-length gag, and LINE1 ORF1p. However, physiological meaning of the interactions were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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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aled. From the facts that these interacting partners are deeply
involved in HIV-1 infection, I hypothesized that Ro60 also plays a role in
HIV-1 infection.
To find out about a role of Ro60 in HIV-1 infection, Ro60 stable knockdown cell system was utilized. shRNA against Ro60 efficiently lowered
expression of endogenous Ro60, and HIV-1 infectivity was decreased in
HeLa-shRo60 cells. Further experiments using siRNA confirmed that
Ro60 is required for HIV-1 infection.
To find out whether the decreased HIV-1 infectivity resulted from
reduced HIV-1 genome products, entry and reverse-transcription during
HIV-1 infection were analyzed. HeLa-shRo60 cells showed reduced
amounts of early, middle, and late reverse-transcription intermediates. Of
note, R/U5, an early viral DNA intermediate, reduced significantly from 4
hours post infection. Analysis of viral RNA that entered the cells revealed
that Ro60 is required in early stages of HIV-1 infection, from uncoating
process to tRNALys3 priming.
This study found out a novel role of Ro60 in early stages of HIV-1
infection, apart from small RNA quality control process and pathogenesis
of autoimmune diseases. Further studies with Ro60 point mutants will
provide insights into direct or indirect targets of Ro60 and a possible role
of Y RNA, which has yet sparsely studied, under HIV-1 infection. Also it
will envision a Ro60-mediated immune evasion mechanism of HIV-1,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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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network of cell physiology controlled by Ro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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