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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나노입자로 들여다본 작은 RNA의 세계

  작은 논코딩 RNA (small non-coding RNAs)들은 대부분 단백질로 번역 (translation) 되지 않는 논코딩 RNA 

(non-coding RNA)들에 속한다. 논코딩 RNA들은 그 사이즈에 따라, 긴논코딩 RNA (long non-coding RNA), 

중간크기 논코딩 RNA (Intermediate non-coding RNA) 그리고 작은 논코딩 RNA (small non-coding RNA)로 

분류된다. 이들은 유전자 발현 조절에 관여하는 것으로 연구되었으나, 작은 논코딩 RNA를 제외하고 아직 그 

기능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 작은 논코딩 RNA는 microRNA (miRNA), small interfering RNA 

(siRNA), PIWI-interacting RNA (piRNA)등이 있으며, 그 기능에 대해서 상세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중 

마이크로 RNA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마이크로RNA (miRNA)는 식물, 동물에서 발견되는, 약 21-22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된 RNA 분자로, 

그 염기서열에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messenger RNA (mRNA)를 선택적으로 절단 하거나, mRNA의 

번역과정에서 리보소옴의 진행을 저해 함으로써 이후의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마이크로 

RNA는 1993년 Victor Ambros 교수의 연구팀에서 예쁜꼬마선충의 유충의 성장을 조절하는 lin-4 유전자를 

연구하던 중에 처음으로 그 존재가 확인되었다. 루브쿤 교수의 연구팀은 그 작용 기작에 대해서 연구하여 

보고하였다 lin-4 유전자는 꼬마선충의 유충발달을 조절하는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가 lin-14라는 유전자에 

의해서 그 발현이 억제되는 것을 찾은 것이다. 흥미롭게도, 연구팀은 lin-14 유전자는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mRNA를 생산하는 대신에 암호화되지 않은 논코딩 RNA를 생산해내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것이 lin-4 

mRNA에 상보적인 염기서열을 가지고 있고, lin-14 단백질의 발현을 저해하는 것을 규명하였다. 하지만, 

상당기간 동안 예쁜꼬마선충 특이적인 현상으로만 여겨졌다. 

  2000년이 되어서야 두 번째 작은 RNA가 발견되었는데, 예쁜꼬마선충의 성장과정 변화를 야기하기 위해 

lin-41 유전자를 억제하는 let-7 마이크로 RNA였다. let-7 마이크로 RNA는 다양한 동물 종들에서 유사하게 

존재하며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속적인 연구결과, lin-4와 let-7 마이크로 RNA는 

예쁜꼬마선충, 초파리, 사람의 세포에 존재하는 큰 그룹의 마이크로 RNA들의 일부인 것이 규명되었고, 유전자 

발현 조절에 있어 새로운 형태의 조절자, 마이크로 RNA가 있다는 것이 광범위하게 인식되었다. 

  마이크로 RNA는 자신의 정보를 코딩하고 있는 유전자에서 발현되거나 다른 유전자의 인트론 부위에서 

발현된다. 마이크로 RNA의 유전자에서 RNA polymerase II에 의해서 전사(transcription)되는 primary 

transcript를 primary miRNA (pri-miRNA)라 부른다. 이 primary miRNA는 머리핀 (hair-pin)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구조는 microprocessor라 불리는 단백질 복합체에 의해서 절단처리(processing)되어 precursor miRNA 

(pre-miRNA)를 거쳐 마이크로 RNA로 완성된다. 이러한 과정을 마이크로 RNA processing 또는 생합성 

(biogenesis)라 부른다. 이 생합성 과정은 식물과 동물 모두에 존재하며 그 기작이 비슷하나 관여하는 단백질의 

특징, 기능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이 차이가 난다. 예를 들자면, 동물의 마이크로 RNA는 우선 primary-

miRNA로 전사가 된 이후 microprocessor라 불리는 Drosha와 DGCR8 단백질 등의 복합체에 의해서 pre-

miRNA로 절단 처리된다. 이후 pre-miRNA는 핵막을 통과하여 세포질로 이동한다. 이동한 pre-miRNA는 

DICER라는 또 다른 RNA 절단효소에 의해서 마이크로 RNA (miRNA)로 절단 처리된다. 이렇게 절단 처리된 

마이크로 RNA는 ARGONAUTE라는 단백질과 결합하여, RNA-induced Silencing Complex (RISC)를 형성하고, 

목표 mRNA의 운명을 결정한다. 동물의 마이크로 RNA의 절단처리 및 생합성에 대한 연구는 서울대 김빛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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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연구팀에서 세계적으로 앞서나가며,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식물에서는 동물과는 조금 다른 과정을 

거쳐 동일한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 RNA를 만들어낸다. 식물에서는 pri-miRNA가 Dicer Like 1(DCL1)이라는 

절단 효소에 의해서 pre-miRNA를 거쳐 miRNA로 만들어 진다. 이 과정이 동물에서 밝혀진 것처럼 서로 다른 

두 개의 RNA 절단 효소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절단효소에 의해서 진행되고, 이 절단 과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단백질이 결합하여 작용을 한다. 또한 식물의 miRNA의 생성 조절은 모두 세포핵 

안에서 이루어지며, 이후 miRNA가 세포질로 이동하여 RISC 복합체를 형성하고, 목표 mRNA를 조절한다. 

  이렇게 유전자 발현 조절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마이크로 RNA를 현재 다양한 질병을 진단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유방암, 방광암, 폐암, 위암, 당뇨, 치매등과 같은 다양한 질병들을 

진단 하는데 있어, 표지분자로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 대사물질, 단백질 등을 바이오마커 (biomarker)라 

하는데, 혈액, 소변, 타액, 및 병 변이 나타난 세포 등에서 특정 마이크로 RNA의 증감변화를 대상 질병의 

바이오마커로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마이크로 RNA를 다양한 질병의 조기진단 

바이오마커로 활용하는데 있어, 몇 가지 실험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 존재하는 마이크로 RNA 

검침 방법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그 결과의 신뢰도가 진단 기법으로 사용하기에는 높지 않거나, 고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법들이 개발되었고, 

그 실용성을 시험하여 왔지만, 아직 선도적이며 혁신적인 기법이 실용화 단계로 진입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학문간 융합연구를 통한 혁신적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이 필요하다.

  그 한 예를 들자면, 나노화학적 기법을 사용한 기술을 들 수 있다. 최근, 실버나노클러스터의 강력한 형광 

발생 기작을 이용한 나노센서 기법이 개발되었다. 실버나노클러스터는 원자가 100개 미만으로 모인 나노 

단위의 구조이며, 이렇게 모인 100개 미만의 원자들은 결합하는 주형 DNA의 염기서열에 따라 발색하는 

형광의 종류가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마이크로 RNA를 검침할 수 있는 나노센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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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었다. 이 나노센서는 마이크로 RNA에 염기서열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으며, 결합과 동시에 

실버나노클러스터의 형광이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시료에 존재하는 마이크로 RNA를 간단하게 형광의 

유무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검침과정이 단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의 검침 방법이 대부분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비하여, 단 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러한 융합기술의 개발은 

앞으로 마이크로 RNA를 바이오마커로 활용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예를 

든 실버나노클러스터를 사용한 나노센서 기법 이외에도, 다양한 융합신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실용화가 

필요하며, 그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 많은 연구팀들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마이크로 RNA의 생물학적 발생 기작과 그 유전자 발현 조절에 관여하는 작용 기작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고, 그 과학적 발견을 의학적으로 이용하려는 현대 진단의학의 경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 

경향성에 맞는, 진단의학의 실용성 증진을 위한 융합기술 개발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았다. 현재 이러한 

기초과학, 의학, 그리고 나노공학 등의 다양한 기술의 융합을 통한 질병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목표로 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근 미래에도 이러한 학문간 융합을 통한 신기술의 개발과 응용이 필수적인 

요건이 될 것이며, 사회, 경제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는 꿈나무 과학자들의 

창의적인 기여가 크게 기대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