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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RNA의 분자 의학: 구조, 기능 및 비만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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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RNA는 길이가 많게는 40개 정도의 뉴

클레오티드인 유전자 발현 조절 인자로서 단백

질을 암호화하지 않는(noncoding) RNA로서

target mRNA와 특정 base-pairing을 통해 유전

자 발현을 억제한다. 이러한 유전자 발현 조절

의 주요 기능 외에도 small RNA는 식물에서

전이 인자(transposable element)의 비특이적 결

합(random integration)을 억제하거나 바이러스

등에 의한 광범위한 핵산 공격을 막음으로써

식물의 유전자를 보호한다. 이러한 바이러스 감

염에 대한 방어 기전은 포유류에서도 나타나며

이러한 small regulatory RNA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microRNA(miRNA)이다. 

miRNA 유전자가 전사가 되면 일반적으로 1

개의 헤어핀 루프 구조의 RNA 전구체로부터

1-2개의 miRNA가 생성된다. 이러한 miRNA는

target mRNA의 3' 비번역영역(UTR: untranslated

region)과 상보적 결합을 하고 이를 통해

miRNA 기능과 관련된 단백질 효소들이 target

mRNA clevage를 하거나 번역(translation)을 억

제하도록 한다. miRNA 5' 끝쪽에 위치한 ‘seed’

부분(뉴클레오티드 2-7)은 miRNA의 특이성 및

기능성 유지에 필수적 부분이다. 포유류의 경우

수백개의 miRNA 유전자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으며 각 miRNA는 여러 mRNA를 조절

하거나, 반대로 여러 miRNA가 동시에 한 개의

mRNA를 조절하는 경우도 있다. miRNA는 인간

이 지닌 모든 유전자들의 적어도 1/3 이상의 조

절에 관여할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까지 수백개

의 miRNA가 발현되었으나 각 miRNA의 생물학

적 기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매우 적다.

miRNA 발견

처음 발견된 miRNA는 lin-4로서 1993년



식품기술

안 지 윤

90

Caenorhabditis elegans의 성장 장애를 유도하는

변이종의 스크리닝 중에 발견되었다. lin-4 유전

자에 의해 생성된 61개 및 22개 뉴클레오티드

로 구성된 2개의 RNA는 lin-14 mRNA의

3'UTR 부분에 상보적으로 결합하여 antisense

RNA-RNA interaction을 통해 translation을 억

제하였다. 두 번째로 발견된 C. elegans miRNA

는 2000년에 발견된 let-7로서 발생단계에 관여

하며 lin-41과 hbl-1 mRNA의 발현을 억제하였

다. let-7과 lin-41은 계통학적으로 여러 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small RNA가 번역

후 변환과정(post-transcriptional modification)을

조절하는 대표적 역할을 담당함을 의미한다.

그 후로 많은 miRNA가 단세포 및 다세포 개

체에서 발견되어져 왔으며 miRNA 관련 유용

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되었다(http://www.sanger.

ac.uk/Software/Rfam/mirna). 아직까지 인간의 정

확한 miRNA 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까

지 약 8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miRNA 생산

포유류 miRNA 유전자는 대개 RNA poly-

merase II에 의해 전사된다. 그 중에 일부

miRNA- 예를 들어 mir515-1, mir-517a, mir-

517c, mir519a-1 같은 인간의 miRNA-는 RNA

polymerase III에 의해 전사되며 바이오인포매

틱스 분석 결과 Alu와 MWIR(mammalian-wide

interspersed repeat) sequence를 지닌 miRNA의

경우 RNA polymerase III에 의해 전사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전사체들은 헤어핀 고리

를 지닌 pri-miRNA에서 microprocessor complex

(이중 가닥 RNA특이 RNase III 타입의

endonuclease인 Drosha와 조효소인 DGCR8로

구성됨)에 의해 절단된다. DGCR8은 pri-miRNA

의 헤어핀 고리 구조를 인식해 Drosha의

catalytic RNase III 도메인이 정확한 위치를 절

단하여 약 70개 뉴클레오티드 길이의 헤어핀

모양의 miRNA 전구체(pre-miRNAs)가 생성되

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pre-miRNA는 5'

에 phosphate가 결합되고 3'쪽에 2개의 뉴클레

오티드가 돌출된 모양을 지닌다. 이렇게 생성된

pre-miRNA는 3'쪽의 튀어나온 뉴클레오티드를

인식하는 핵 이동 단백질인 exportin-5에 의해

핵막을 통과하여 세포질로 이동하게 되며(그림

1) 도착하자마자 두 번째의 이중 가닥 RNA특

이 RNase III 타입의 endonuclease인 Dicer

(Dicer1)와 이중 가닥 RNA 결합 단백질인

TRBP/TRBP2P에 의해 절단된다. 사람 세포의

경우, TRBP는 argonaute protein까지 가세하여

miRLC(miRNA RISC(RNA-induced silencing

compex) loading complex)를 형성한다. Dicer에

의해 절단된 pre-miRNA는 22개의 뉴클레오티

드 길이의 이중 가닥 miRNA duplex를 형성하

며 그 중 한 가닥이 성숙 miRNA가 된다.

Ago2가 결합된 성숙 miRNA는 miRNP(miRNA-

containing ribonucleoprotein particles)를 형성하

며 miRNA의 주요 기능은 이 miRNP를 타겟

mRNA로 이동시켜 argonaute protein이 작용하

도록 돕는것이다. 

miRNA의 작용 기전

포유류의 경우, miRNA는 대개 타겟 mRNA

와 부분적으로만 상보적인 특성을 가진다(이와

달리, 식물의 경우는 완벽에 가까운 base-p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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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임). 이러한 miRNA와 mRNA 사이의 부

분적 상보성은 번역 억제를 가져온다. mRNA

의 번역 억제 기전에는 miRNA에 의한 번역 억

제, mRNA 안정성 조절(decapping 또는

deadenylation), 번역 억제 부분으로의 구획화 등

이 있다(그림 2). 

miRNA에 의한 번역 초기 단계의 억제는

m7G cap의 인식을 통한 cap-dependent 번역 단

계에 일어난다. Argonaute 단백질은 cap 결합

단백질인 eIF4E(eukaryote translation initiation

factor 4E)와 구조적으로 유사하여 cap 부분과

결합시 서로 경쟁함으로써 eIF4E와 cap의 결합

을 억제하여 번역 억제 효과를 유도한다.

Argonaute 단백질은 또한 리보솜의 large

subunit과 결합하는 eIF6를 증가시켜 small

subunit의 결합을 방해함으로써 mRNA 번역을

억제하기도 한다(그림 2a). 

번역이 개시된 후에 나타나는 번역 억제는

cap-dependent 및 cap-independent 기전을 통해

이뤄진다. 이러한 번역 개시 후에 나타나는 번

그림 1. miRNA 생성 및 타겟 mRNA 조절
(출처: 'Molecular medicine of microRNAs: structure, function and implications for diabetes', Expert reviews in
molecular medicine, 10, e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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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억제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첫

째는 리보솜 탈락 이론으로써 miRNA가 결합

된 mRNA의 번역을 담당하는 리보솜은 번역을

조기 종료시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그림

2b). 다른 하나는 miRNP complex가 단백질 분

해 효소를 유도하여 초기 생성된 polypeptide를

degradation 시키는 방법이다(그림 2b). 

이외에도 miRNA는 mRNA의 안정성 조절과

발현 억제된 mRNA 타겟의 소멸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보고된 바에 따르면

Argonaute 단백질, miRNA 및 그 타겟 mRNA

는 P-body라 불리우는 세포질내 특정 부분에

구획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P-

body 부분은 mRNA의 번역 억제 및 쇠퇴를 담

당하는 인자들이 다량 분포하는 부분이다. P-

body 단백질이 타겟 mRNA와 complex를 이뤄

mRNA를 P-body 부분에 구획화 시키는 것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P-body 내에서는

miRNA/mRNA와 결합한 argonaute 단백질이

GW182 단백질의 결합을 유도하고 이는 dea-

denylating enzyme인 CCR4-NOT1(CNOT1)를

활성화시키고 DCP1-DCP2 효소에 의한 mRNA

decapping을 유도하여 mRNA의 안정성에 영향

을 미친다. 이와 같이 안정성이 억제된 mRNA

는 5'exoribonuclase 1인 XRN1에 의해 degra-

dation 된다(그림 2C). mRNA degration 뿐 아니

그림 2. miRNA의 작용 기전
(출처: 'Molecular medicine of microRNAs: structure, function and implications for diabetes', Expert reviews in
molecular medicine, 10, e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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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P-body는 억제된 mRNA의 임시 보관 장소로

서 후에 단백질 생성 시그널 발생시 억제되었던

mRNA가 다시 번역 단계로 진행되기도 한다. 

miRNA의 기능 및 비만과의 관계

miRNA는 발생, 세포 분화, 증식 및 세포사

멸 등 다양한 생물학적 단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암, 대사성

질환과 같은 질병의 발생에도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무척추동물의 경우 적어도 100개

정도, 척추류의 경우 500~1,000개 정도의 miRNA

가 존재하며 miRNA 타겟의 예측 분석 결과 각

각의 miRNA는 타겟 mRNA가 수백개에 이르

는 것으로 나타났다. miRNA는 argonaute

family protein과 함께 miRISC를 형성하며

miRNA는 상보적으로 타겟 mRNA와 결합하여

complex 내 argonaute가 target mRNA를 억제

할 수 있도록 한다. 

대사성 증후군은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동

맥경화 및 심혈관질환 등의 복합질환으로서 대

표적 증상이 내장 지방의 볼륨 증가로 인한 복

부 비만이다. 지방세포에 존재하는 여러 miRNA

중, miR-143은 human pre-adipocyte와 마우스

3T3-L1 세포의 분화유도시 증가되고, miR-143

anti-sense 처리시 분화가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

나 miR-143이 지방세포의 분화에 관여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고지방 식이를 급여한

마우스의 내장 지방(mesenteric fat)에서 miR-

143 발현이 정상식이 급여 쥐에 비해 3.3배 증

가하였다. 또한 miR-143의 발현은 비만 관련

parameter(체중, 지방 무게, 혈중 leptin 농도,

PPAR 및 ap2 발현)와 양의 상관관계(positive

correlation)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miR-143은

항비만 및 대사성 장애 개선의 새로운 치료전

략의 중요한 타겟으로서의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이 외에도 miRNA는 인슐린 분비, 콜레스테

롤 대사 및 신장 기능 조절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miR-375는 췌장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를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miR-375의 overexpression

시 인슐린의 세포외 분비(exocytosis)가 억제되

고 miR-375의 anti-sense 처리시 인슐린의 분비

가 증가되었다. myotrophin은 miR-375의 타겟

으로 알려졌으며 이 경로를 조절함으로써 당뇨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anti-sense

를 활용한 연구 결과, miR-122는 간의 지방대

사를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비만 마우스

에서 miR-122 억제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감

소 및 간기능 개선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miR-155는 human primary fibroblast

에서 angiotensin II type 1 receptor의 발현을

감소시키며 이는 miR-155가 체액 항상성 조절

및 신장 기능 유지와 같은 다양한 생리학적 기

능에 관여함을 증명한다. 

맺음말

miRNA가 암, 신경퇴행성 질병, 바이러스 감

염 및 대사성 장애 등 인간의 여러 질병의 발

병에 관여한다는 보고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miRNA에 의한 유전자 발현 조절의 정

확한 이해는 질병 치료 타겟으로서 miRNA의

활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miRNA의 생성

과정 및 miRNA 작용에 관여하는 주요 인자들

에 밝혀졌으나 각 세포내에서의 정확한 작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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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

러나 최근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 다양

한 실험적 기법이 개발됨으로써 머지않아 이러

한 기술을 활용한 각 miRNA의 정확한 기능 이

해를 통해 새로운 질병 치료 타겟으로서의

miRNA 역할 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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