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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연구 및 비전

Structural Biology of post-transcriptional modification
RNA는 DNA으로부터 유전정보를 ribosome에서 발현하는 과정에 필요한 기능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mRNA, tRNA, rRNA),
환경적인 필요에 따라 유전자발현을 조절하는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miRNA, siRNA등). 이렇게 다양한 RNA의 기능은 종종 RNA
modification에 의해 더욱 확장될 수 있는데, 예를들면 mRNA에 있는 특정한 위치의 염기가 화학적으로 변화되어 DNA에서 전달된
유전정보가 다르게 발현되는 경우이다. RNA modification은 효소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데 현재 알려진 종류는 140여개에 이른다.
이중 대부분은 tRNA에 집중되어 있고, 대장균의 경우 40여개의 다른 효소가 tRNA modification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것은
전체 유전자 수의 1%에 달하는 무시못하는 양이지만, 대부분의 tRNA modification은 그 정확한 기능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려져있지
않다. 우리 lab에서는 이러한 RNAmodification의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 반응의 기작과 생물학적 기능을 생화학적, 구조적 (X-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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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tallography)으로 규명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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