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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레더블 RNA: 번역, 비번역 이중기능

  생명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는 아마도 모든 생명체가 A, C, G, T로 이루어진 코드를 이산형 

유전정보로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다른 모양과 기능을 갖게 되었는지 관한 것일 겁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명체가 유전정보와 이 정보를 세포 및 개체 전체에 발현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어떻게 

발전시켜왔는 가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분자유전학자, 유전체학자, 생물정보학자들은 다양한 

분자유전학적인 실험과 대규모의 유전체, 전사체, 단백체 등의 빅 데이터를 이용하여 위의 핵심질문의 답에 

근접해 보이는 가설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의 실험적 증거와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모델은 1유전자 다중 RNA 다중 펩타이드 입니다. 이 가설 모델은, 하나의 유전자에서 많은 RNA들이 유전자 

발현 (번역) 기능 과 조절 (비번역)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RNA의 번역 비번역 이중 기능’ 가설의 

근거가 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럼 어떤 다른 가설 모델이 이전에는 제시되었을까요? 이전의 가설을 1941년 Beadle과 Tatum의 붉은 빵 

곰팡이를 이용한 실험에서 하나의 유전정보영역(유전자)에서 하나의 효소(단백질)을 만들고 있다는 실마리를 

제공하여, 1유전자 1단백질 가설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하나의 글로빈 단백질이 여러 개의 

유전자에서 생성된 폴리펩타이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1 유전자 1 폴리펩타이드 가설이 

대두 되었습니다. 이후 1960년대, 70년대 걸쳐 분자생물학의 Central dogma가 제시되고, RNA의 선택적 

이어맞추기 (alternative splicing) 현상이 발견되면서, 하나의 유전자에서 다양한 단백질 이소형 (isoform)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1 유전자 다중 폴리펩타이트 가설이 제시 됩니다. 

  하지만 위 가설들은 모두 단백질이 유전자의 발현과 발현조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자이고, RNA는 

수동적인 역할만이 있다는 기초적 믿음을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초 Tomas Cech 그룹과 

동료들에 의해서 RNA 분자 자체가 다양한 효소 (라이보자임, 

Ribozyme)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초기 

생명체는 유전정보와 그 조절이 RNA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RNA 월드’ 가설이 대두되었습니다. 이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몇가지 증거들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첫째, RNA의 기본 

분자인 라이보스(Ribose)가 DNA의 기본요소인 디옥시리보스 

( deo x y r i b o s e )에  비해 포도당이나 간단한 당류처럼 

포름알데하이드에서 쉽게 생성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유럽의 물리학자들이 우주진공유사상태에서 혜성과 유사한 

대기환경과 물리적 환경에서 RNA의 핵심 요소인 라이보스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 되었습니다. 둘째, RNA의 

자가복제 기능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RNA 합성을 할 수 

있는 RNA 효소의 발견은, 자신의 RNA 유전정보를 스스로 

복제하고 유전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생명체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셋째, 단백질의 펩타이드 

연결을 활성화하는 RNA 효소의 존재는 RNA로부터 단백질 Courtesy: The RNA World Third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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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합성의 가능성을 제시해 줍니다.

  단백질과 단백질 유전자를 중심으로 한 분자생물학의 중심원리는 유전정보의 발현 조절 또한 단백질에 

의해 이루어지며 RNA는 수동적인 역할만 한다고 설명됩니다. 하지만 이 단백질 중심의 유전정보 발현 조절 

원리는 90년대 초반부터2000년대에 걸쳐 발견되는 마이크로 RNA (microRNA)에 의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조류(Protist)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동식물에서 발견되는 마이크로 RNA는 약 22 뉴클레오타이드 

길이의 짧은 비번역 RNA (noncoding RNA) 이며, 단백질 유전자의 RNA에 부분 상보결합을 하여 RNA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분해시키며 번역과정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이크로 

RNA 유전자는 단백질 유전자 중 50% 이상의 발현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광범위 하게 세포의 

생명현상을 조절합니다. DNA 유전정보 내에 마이크로 RNA 유전자의 존재는 더 이상 RNA가 유전자 발현 

조절에 수동적이지만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인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한, 번역과 비번역의 기능을 동시에 갖는 

RNA가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RNA의 수동적, 

능동적 유전자 발현 조절의 이중 기능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테로이드 

리셉터 RNA 활성인자 (steroid receptor RNA 

activator, SRA)가 대체 시작코돈과 인트론 

잔류 (intron retain) 현상에 의해 번역과 

비번역 이소형을 동시에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SRA유전자의 비번역 RNA는 

유전자 발현의 원격활성 (transactivation)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번역 

RNA는 SRA 단백질이 유방암 세포에서 

Dnmt1를 리크루팅하여 유전자의 발현을 

후성유전학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한 유전자의 이중 기능은 

사람과 생쥐 모두에서 발견되어, 진화적으로 

보전된 것으로 확인 됩니다. RNA의 번역 

비번역 이중기능은 분자생물학의 중심이론의 단백질 중심의 사고에서 크게 진일보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NA의 번역 비번역 이중 기능은 최근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술에 힘입어 세포내의 다양한 RNA 군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람의 유전체중에 약 62%에서 RNA가 생성되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가 번역 능력이 없어 

보이는 (단백질 번역 구간이 150 nt 보다 작은) 200 nt 이상의 긴 비번역 RNA (long ncRNA, lncRNA)임이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RNA를 링크 RNA로 불리 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링크 RNA의 일부가 단백질 

번역의 중심 역할을 하는 라이보좀과 일부 영역에서 강하게 결합되어 있음이 알려졌으며, 이러한 부분에서 

50개의 아미노산 보다 작은 짧은 펩타이드를 생성하고 있음이 알려졌습니다. 물론 50개 미만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펩타이드가 세포에서 안정적으로 존재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부에서 중요한 기능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암의 전이상황에서 급격히 많이 발현되는 Malat1 링크 RNA의 경우 핵내 발현양이 상당히 높이 

Nam et. al., 2016 Mol.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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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전사 전, 전사 후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지만, 신기하게도, RNA의 5’end로부터 

1kb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강한 라이브보좀의 결합 신호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링크 RNA의 단백질 번역 

기능은 RNA의 이중 기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마이크로 RNA 유전자의 신생 

전사 전구체인, 프라이머리 마이크로 RNA (primary microRNA)에서 두 개의 짧은 펩타이드가 생성되고 있음이 

알려졌고, 이 펩타이드들이 자신의 마이크로 RNA의 발현을 더 촉진 시킴이 밝혀 졌고, RNA의 번역/비번역의 

이분법적 분류가 너무 단순한 분류가 아닌가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흥미롭게도 단백질 번역에 사용되는 메신저 RNA (mRNA)의 중 일부가 메신저 기능 뿐 아니라 

다른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비번역적 조절 기능이 존재하고 있음이 여러 실험에서 보고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러스 유전자의 발현을 전사 수준에서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HIC 단백질 유전자의 경우, 

RNA 자체에 있는 헤어핀구조에 의해 P-TEFb라는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박테리아에서 발견된 RNAIII 라는 단백질은 호스트 세포의 막을 분해 시키는 기능이 알려져 있지만, RNA 

자체 이중기능으로 바이러스 인자들의 번역 활성을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개구리 수정란에서 발현되는 

VegT라는 유전자는 T-box 전사조절인자를 번역하여 중배엽을 발생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유전자의 메신저 RNA 자체가 배아 식물극의 세포골격의 구성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수의 메신저 RNA가 단백질 번역 기능 이외에 RNA 자체가 유전자의 발현 조절 또는 단백질의 복합체 

구조체 형성 조절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가 계속 보고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번역/비번역 이중 기능을 갖는 RNA는 한 유전자의 각기 다른 대립인자에서 발현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빠 쪽 염색체에서만 염기서열의 변이가 일어나고 엄마 쪽 염색체에서는 생기지 

않았을 때, 그 변이가 번역의 능력을 상실케 하는 경우는 두 대립인자에서 번역/비번역 RNA를 생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RNA의 품질 조절 메커니즘에 의해 빠른 시간 안에 분해가 되어 

기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분해가 되지 않고 유지가 되어 비번역 기능을 수반할 수 있으며, 

특히 RNA 품질 조절을 하는 인자의 문제로 인해 이러한 문제성 비번역 RNA가 세포 내에 축적되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전에 고려되지 않았던 RNA 야누스적인 번역/비번역 이중 기능은 세포 내에서 RNA에 의해서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유전자 발현 및 다양한 세포 조절 기능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며, 이러한 이중기능 RNA의 

이상발현은 단백질 수준 뿐 아니라 RNA 수준에서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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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기능 RNA가 다양한 질병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세포에서는 RNA 

품질 조절 인자들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번역 유전자의 일부에서 비번역 RNA가 축적되어 비정상 

기능을 하게 되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RNA의 이중 기능을 각기 정확히 밝혀 내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RNA 간섭현상이나 유전자 삭제방법으로는 그 번역/

비번역의 각 기능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며 인크레더블한 이중기능 RNA의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보다 혁신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