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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plication protein A (RPA), is a het-
erotrimer with 70, 32 and 14 kDa subunits and plays 
a crucial role in DNA replication, recombination, and 
repair. The largest subunit, RPA70, binds to sin-
gle-stranded DNA (ssDNA) and mediates interac-
tions with many cellular and viral proteins. In this 
study, we performed nuclear magnetic resonance 
experiments on the complex of the DNA binding 
domain A of human RPA70 (RPA70A) with ssDNA, 
d(CCCCC), at various temperatures, to understand 
the temperature dependency of ssDNA binding affin-
ity of RPA70A. Essential residues for ssDNA bind-
ing were conserved while less essential parts were 
changed with the temperature. Our results provide 
valuable insights into the molecular mechanism of 
the ssDNA binding of human R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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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단일가닥 DNA (ssDNA) 결합 단백질 
(SSBs)은 진핵세포, 원핵세포, 미토콘드리아, 
파지 그리고 바이러스에서 DNA 기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1 복제 단백질 A(RPA) 

는 진핵세포에서 발견되는 SSB로 70, 32, 
14kDa의 세 개의 소 단위체를 가진 
삼량체이다.2 가장 큰 소단위체인 RPA70은 
단일가닥(ss)DNA와 결합하고, 많은 세포 및 
바이러스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중재한다.3-5 
RPA의 높은 DNA 결합능력은 RPA70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두 개의 DNA 결합 
도메인 (DBD)인 RPA70A (RPA70181-290)과 
RPA70B (RPA70300-422)에 의해 나타난다.6,7 

RPA70AB와 DNA dC8과의 복합체의 
결정구조는 각 도메인이 ssDNA의 3 
뉴클레오티드 (nt) 씩 결합하는 것을 밝혔다.8 

본 연구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RPA70A 의 
DNA 결합능력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RPA70A 와 5-nt ssDNA, dCCCCC (dC5) 의 
복합체 대한 핵자기공명(NMR, Nuclear 
Magnetic Resonance) 실험을 다양한 온도에
서 수행하였다. 다양한 온도에서 RPA70A 의 
HSQC 스펙트럼을 얻고 dC5 첨가에 따른 
HSQC 스펙트럼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RPA70A 의 ssDNA 결합 기작을 이해
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실험방법 
 
시료 준비 - 5-nt ssDNA 인 dC5 는 
M-biotech 에서 구매하였고 Sephadex G-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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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l 거름 컬럼을 이용하여 정제하였다. 대장균 
발현 플라스미드 pET14b (Novagen, WI, 
USA)에 RPA70A 의 181~304 번 잔기들을 발
현하는 DNA 를포함시켜 단백질을 발현하였다. 
15N표지된 RPA70A은 15NH4Cl을 포함한 M9 
배지에서 형질 전환된 C41(DE3) 대장균을 배
양시켜 얻었다. 15N 으로 표지된 RPA70A 단백
질은 Ni-NTA 컬럼과 SephacrylS-100 gel 
여과컬럼(GE Healthcare, USA)으로 정제하였
다. DNA 와 단백질 시료는 25mMNaPi 
(pH7.5)와 50mM 의 NaCl, 5mM DTT 를 포
함하는 90% H2O/10% D2O NMR buffer 에 녹
였다. 
NMR 실험- 모든 NMR 실험은 극저온 삼중공
명 탐침을 구비하고 있는 Agilent DD2 
700-MHz 분광기(경상대학교, 진주)를 통해 
수행되었다. 모든 2 차원의 이중 공명 실험들은 
15N 으로 표지된 1mMRPA70A 단백질로 수행

되었으며 1H/15N-HSQC 스펙트럼은 25℃, 
35℃, 45℃ 에서 2.5mMdC5 를 1mM15N 으로 
표지된 hRPA70A 단백질에 첨가에 의해 만들
어진 복합체에서 얻었다. 모든 2 차원 (2D) 
NMR 데이터는 NMRPipe9 프로그램으로 처리
하고 Sparky1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1H/15N-HSQC 의 두 상태 사이의 평균적인 
아마이드 양성자와 질소 공명의 화학적 이동은 
다음 수식으로 계산되었다. 
 

∆δavg = �(∆δH )2 + �∆δN /5.88�
2
 

 
 
여기서, ΔδH 와 ΔδN 는 각각 아마이드 수소와 
질소 공명의 화학적 이동이다. 
 
 

Figure 1. Superimposition of 1H/15N-HSQC spectra of RPA70A in 90% H2O/10% D2O NMR buffer 
containing 25mM sodium phosphate (pH 7.5), 50mMNaCl and 5mM DTT. Blue, 25 ℃; Yellow, 35 ℃; 
Red,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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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 및 고찰 
 
그림 1 은 의 여러 온도 (25℃, 35℃, 45℃)에
서 관측한 RPA70A 의 1H/15N-HSQC 스펙트럼
을 겹쳐본 것이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대부분
의 피크들이 오른쪽 위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G219 는 왼쪽 아래로 향하
고 N274 는 왼쪽 위로 향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중앙에 위치한 1H 8ppm 과 15N 
120ppm 부근의 피크는 굉장히 복잡하여 그림
1 상단에 따로 표시하였다.  
RPA70A 단백질에 ssDNA dC5 를 조금씩 적
정하여 여러 온도 (25℃, 35℃, 45℃)에서 
1H/15N-HSQC 를 측정하였다. 그 중 25℃ 데
이터를 그림 2 에 나타내었다. 파란색은 DNA 를 
넣지 않은 단백질만 존재하는 상태이고 빨간색
으로 갈수록 DNA 를 점점 첨가하여 DNA:단
백질몰비율 ([N]/[P] ratio) 가 1.5 가 될 때까
지 적정하여 얻은 스펙트럼이다.화살표로 표시

한 잔기들이 매우 큰 화학적 이동을 보이며 잔
기마다 이동하는 방향이 보이므로 NMR시간대
에서 fast exchange 의 형태를 보인다. 
그림 3 에서는 [N]/[P] ratio 변화에 따른 몇 
가지 잔기의 1H 와 15N 의 화학적 이동을 온도에 
따라 적정 곡선을 나타내었다. 먼저 그림 3A 에
서 화학적 이동은 G219 잔기가 제일 큰 변화
를 보였고 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많이 이동한 
결과를 알 수 있었다. 하지만 I233 은 경향에
서 벗어난 그래프를 보였다. 그림 3B 는 15N 의 
화학적 이동에서 K273 이 가장 큰 변화를 보
였다. 특이하게도 L221 의 경우 45℃ 적정 곡
선에서 꺾인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는 스펙트럼
상의 overlap 으로 인한 값의 오류로 보여진다. 
또한 다른 온도에 비하여 45℃ 에서 대부분의 
잔기들이 매우 높은 화학적 이동 값을 보였다.   
단백질과 DNA-단백질 복합체 사이에서 얻어
진 화학적 이동 값을 이용하여 RPA70A 구조
에 맵핑했다. 빨간색은 0.20ppm 이상 값, 보라 

Figure 2. 1H/15N-HSQC of RPA70A upon titration with dC5. The cross-peak color changes gradually 
from blue (free) to red (bound) according to the [N]/[P]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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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은 0.10-0.20ppm 이상 값, 노란색은  
0.05-0.10ppm 사이의 값을 갖는 잔기들이다. 
세 온도에서 E218, G219, A237, V272, 
K273, N274, R234 잔기들은 모두 0.20ppm
이상의 큰 이동 값을 보여 DNA 결합에 가장 
중요한 잔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A 그림과 B 그
림은 β2, β3, β4 에서 큰 화학적 이동 값을 보
이지만 C 그림은 β3, β4, β7 에서 큰 화학적 이
동 값을 보였다. 따라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DNA 와 결합하는 잔기가 달라짐을 알 수 있었
다.  
본 연구는 온도에 따른 RPA70A 와 단일가닥
DNA 와의 결합 차이를 조사 하였다. 적정실험 
결과 RPA70A 와 dC5 는 1:1 결합인 것을 확
인하였다. 25℃와 35℃ 의 단백질은 매우 안
정하였으나 45℃의 단백질은 튜브 안에서 하
얗게 침전이 생겨 불안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고 농도가 줄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그림 3 번에서 45℃의 [N]/[P] ratio 가 1.0 이 
넘어서 까지 피크가 이동함을 볼 수 있다. 
RPA70A 는 체온보다 높은 45℃ 에서 기존에 
DNA 와 결합하던 위치와는 다른 위치에서 
DNA 와 결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결론 
 
RPA70A 는 사람에 존재하는 단일 가닥 DNA 
결합 단백질이다. 본 연구에서는 dC5 를 이용
하여 다양한 온도에서의 결합 관련성에 대해 
NMR 분광기를 이용하여 1H/15N-HSQC 실험
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가장 중요한 잔기들은 
온도가 높아져도 DNA 와 결합하지만 전체적으
로 보았을 때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DNA 결
합 위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Figure 3. The 1H/15N-HSQC titration curves for RPA70A with dC5 as a function of [N]/[P]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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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econdary structure models for RPA70A-dC5 complex. Colors used to illustrate 1H/15N chemical shift 
changes (Δδavg) between the protein only state and RPA70A-dC5 complex : red, >0.20 ppm; purple, >0.10-0.20 
ppm; yellow ; 0.05-0.10 ppm. The blue color indicates the disappeared residues. Coordinates for RPA70A were 
derived from X-ray crystal structure (PDB id = 1JM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