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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development of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large numbers of transcriptional mole-
cules have been discovered. Most transcripts are non -coding RNAs (ncRNAs). Among them, long 
non-coding RNAs (lncRNAs) with more than 200 nucleotides represent functional RNA molecule that 
will not be translated into protein. In plants, lncRNAs are transcribed by RNA polymerase II (Pol II) 
or Pol III, Pol VI and Pol V. After transcription of these lncRNAs, more RNA processing mechanisms 
such as splicing and polyadenylation occurs. The expression of plant lncRNAs is very low and is tis-
sue specific. However, these lncRNAs are strongly induced by specific external stimuli. Because differ-
ent external stimuli including environmental stresses induce a large number of plant lncRNAs, these 
lncRNAs have been gradually considered as new regulatory factors of various biological and develop-
ment processes such as epigenetic repression, chromatin modification, target mimicry, photomorpho-
genesis, protein relocalization, environmental stress response, pathogen infection in plants. Moreover, 
some lncRNAs act as precursor of short RNAs. Although a large number of lncRNAs have been pre-
dicted and identified in plants, our current understanding of the biological function of these lncRNAs 
is still limited and their detailed regulatory mechanisms should be elucidated continuously. Here, we 
reviewed the biogenesis and regulation mechanisms of lncRNAs and summarized the molecular func-
tions unraveled in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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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유전정보 흐름의 중심적 정설은 DNA에서 RNA로 전사가 

일어나고, 다시 RNA에서 단백질로 번역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NA 분자들은 DNA에서 세포적 기능과 궁극적

인 표현형을 결정하는 단백질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단지 

유전정보의 전달자들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0여년 동안 비번역 RNA (non-coding RNA)들의 기능이 밝

혀지면서 유전정보 흐름의 중심적 정설도 좀 더 확장 되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진핵생물 유전체의 90% 이상의 영역에서 

전사체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전사체들 중 1-2% 정도만 단

백질로 번역되어 세포내 다양한 대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5, 57, 19]. 이 보고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진핵세포의 유전체에서는 수많은 전사체들이 단백질 번역에 

참여하지 않는 비번역 RNA들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연구보고에 따르면 진핵세포의 유전체에는 기능이 있는 수많

은 housekeeping 또는 조절 RNA들을 암호화 하는 유전자들

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되었다[9, 49, 51]. 조절 RNA들은 

일반적으로 2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전체 뉴클레오티드 길

이가 200 bp 이하인 small ncRNA와 전체 뉴클레오티드 길이

가 200 bp 이상인 long ncRNA (lncRNA)들로 구분된다[26, 

24, 44]. Small ncRNA에 속하는 것들은 microRNA (miRNA)

와 small interfering RNA (siRNA)들이 포함된다. 유전자의 

반대 DNA 가닥으로부터 전사가 되는 natural antisense tran-

scripts (NATs)와 인트론에서 전사되는 intronic ncRNA, 그리

고 두 유전자 사이 영역에서 전사되는 long intergenic ncRNA 

(lincRNA)들은 lncRNA들로 분류된다[17, 28, 40, 42]. 이들 

RNA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단백질로 번역이 되지 않는 전사

체들이라는 것이다[24, 26]. Small ncRNA들의 경우 분자수준

에서 기능 및 기작연구가 많이 진척이 된 반면, lncRNA들은 

이들의 기능적 이해와 조절기작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연구가 많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lncRNA들은 DNA 메틸레이션 또는 디메틸레이션, RNAi, 히

스톤 변형, 크로마틴 리모델링등에 있어 중요한 구성요소로 

작용하여 진핵생물 내에서 유전자 조절에 관여함이 보고되고 

있다[4, 23, 54]. 이 총설 논문에서는 식물 lncRNA들에 의한 

유전자발현의 후성유전학적 조절기작에 대한 개요와 식물세

포 내에서 lncRNA의 기능적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보고들을 바탕으로 알려진 기능들을 논하고 앞으로 식물 

- Re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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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cRNA의 농업생명공학에서의 차지할 위치를 논하고자 한다. 

LncRNA의 분리  동정

2002년 Okazaki 그룹에서 동물세포를 이용해 대규모 full- 

length cDNA library 염기서열 분석 실험에서 기대치 않은 

많은 수의 lncRNA들을 분리 동정하였다[43]. 또한 whole-ge-

nome tiling array와 R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식물과 동물

세포 내에서 많은 lncRNA들을 분리하였다[7, 41, 45]. 분리된 

lncRNA들을 살펴 보았을 때, 전사되는 영역이 다양하게 나타

남을 발견하였다. 어떤 lncRNA들은 유전자와 유전자 사이에

서 또는 인트론에서, 또 다른 lncRNA들은 단백질을 암호화 

하는 지역과 겹쳐지는 것들도 발견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이

들 lncRNA들은 단백질을 암호화 하는 전사체들의 근처에서 

정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전사됨이 밝혀졌고, 이를 통해 세포

내 다양하고 수많은 lncRNA 전사체들이 생산되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현재로서 수많은 lncRNA들이 단백질을 암호화 

또는 비암호화하는 전사체 인가를 구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 full-length targeted cDNA 염기서열 분석법이 최선으로 

알려져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대안으로 tiling DNA microarray를 수행함으로 식

물에서 lncRNA들의 발현 수준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애기장대 식물체에서 스트레스에 유도 되는 새로운 종류

의 lncRNA들이 동정되었으며[37, 46], 벼에서는 유전자와 유

전자 사이에서 전사되는 lincRNA들도 동정되었다[30]. 이러

한 염기서열 분석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능성을 가진 lncRNA

들이 많이 동정 되었는데 주로 lncRNA들의 발현 패턴과 프로

모터나 유전자 내에 표시되는 크로마틴 마크 표시들을(H3K4 

me3나 H3K36me3) 통해 동정 되었다[18, 27]. 그러나 많은 

lncRNA들이 특이적인 조건이나 특이적인 조직에서 발현 되

고, 또한 대부분의 lncRNA들의 발현 수준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염기서열 분석 기술만으론 모든 기능성 lncRNA들의 

기능과 특성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식물에서는 lncRNA들이 주로 RNA 중합효소 2(Pol II)나 

Pol III, Pol IV와 Pol V에 의해서 전사가 된다[14, 56, 15]. 이들 

전사체들은 성숙한 RNA로 변화되기 위해 스프라이싱(splic-

ing) 또는 비스프라이싱(non-splicing) 기작과 3’ 말단에 아데

닌을 첨가시키는 polyadenylation 또는 non-polyadenylation 

등과 같은 RNA 프로세싱 기작을 가진다[56]. 이러한 프로세싱 

과정이 끝난 후 이들 RNA들은 핵 또는 세포질로 보내져 다양

한 대사활동에 관여하게 된다. 최근 들어 다양한 lncRNA들의 

기능들이 여러가지 기술에 의해 밝혀지고 있지만, 식물 lncRNA

의 경우 동물이나 효모와 비교할 때 적은 연구 인력과 제한된 

연구환경 등으로 인해 그 기능들이 많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

이다. 현재까지 보고된 식물 lncRNA의 기능들인 크로마틴 변

형, small RNA 전구체, 타겟 모방(target mimicry), 광형태 형

성, 병원균 감염, 스트레스 반응과 식물의 생장 발달에 관련된 

기능들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21, 31, 58, 61]. 

식물 lncRNA의 크로마틴 변형

식물에서 처음으로 기능이 밝혀진 COLD-ASSISTED IN-

TRONIC NONCODING RNA (COLDAIR)는 tiling race RT- 

PCR 방법에 의해 분리되었으며, 개화 억제유전자인 Flowering 

locus C (FLC) 유전자의 인트론에서 전사되는 lncRNA로서 크

로마틴 변형에 관여한다[21]. COLDAIR는 5’ cap 구조를 가지

고 있으며, 3’ 쪽에 polyadenylation 영역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COLDAIR는 저온처리에 의해 전사가 촉진되고 20일 

춘화처리 이후 전사체량이 최고에 이른다. 흥미로운 점은 

COLDAIR는 춘화처리 기간동안 Polycomb Repressive Complex2  

(PRC2)의 핵심 구성요소인 CURLY LEAF (CLF) 단백질과 결

합 하고, 춘화기간 동안 PRC2 복합체를 FLC 염색질 상으로 

유도하여 repressive chromatin marker H3K27me3 분포를 증

가시킨다[21]. 이로 인해 FLC 염색질은 이질 염색질로 변형되

어 FLC 전사는 억제된다[21]. 현재까지 COLDAIR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식물의 lncRNA는 아직 동정되지 않았고, COLD-

AIR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동물의 HOTAIR와 효모의 Xist는 

그 기능이 이미 잘 보고 되었다[25, 63]. 이들 lncRNA들의 공

통적인 특징은 PRC2 복합체와 상호작용하는 것이지만 이 상

호작용을 통한 상세한 기능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며 

이것은 후성 유전학적인 억제 기작에 관련되어질 것으로 예상

된다. 

또 다른 최근 연구에 따르면 lncRNA들이 PRC1 복합체의 

타겟 크로마틴으로 PRC1 복합체 단백질을 유도하는데 관여

한다고 보고 되었다[62]. PRC1은 히스톤 마크인 H3K27me3을 

인식하고 PRC2 복합체와 함께 안정한 전사적 억제를 수행시

키는 복합체 단백질이다. 식물의 경우 PRC1은 기능하는 두 

개의 단백질 서브유닛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 LIKE 

HETEROCHROMATIN PROTEIN1 (LHP1)은 H3K27me3와 

결합하고 식물 유전체 상에 표지되어 있는 H3K27me3 마크와 

함께 위치하고 있다[52, 62]. 또한 lhp1 돌연변이체들은 PcG 

돌연변이체들이 나타내는 잎이 둥글게 말리는 표현형과 개화 

촉진, 춘화 반응이 불완전한 표현형을 나타내었다[39, 50]. 이

는 LHP1 단백질이 PRC1으로 기능을 한다고 예상 할 수 있다. 

식물의 또 다른 PRC1 기능을 하는 단백질로 EMF1과 VRN1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염기서열 비특이적 결합을 하는 DNA결

합 단백질로 PRC1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 2]. 이들 단백질들은 여러 개의 다른 단백질들과 복합체를 

이루면서 후성유전학적 억제복합체로서 기능을 수행 할 것으

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 복합체 단백질들이 식물체 내에서 

동물이나 효모 시스템과 같이 lncRNA들과 상호작용하여 타

겟 크로마틴으로 유도 되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

고, 어떤 lncRNA에 의해서 이러한 기작들이 유도 되는가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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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에서 두번째로 기능이 밝혀진 lncRNA인 COLD- 

INDUCED LONG ANTISENSE INTRAGENIC RNA (COO-

LAIR)는 COLDAIR와 같은 FLC locus에서 전사가 되고, FLC의 

전사 방향과 반대방향인 역방향으로 전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5]. COOLAIR의 발현은 춘화경로의 다른 구성요

소인 COLDAIR와 VIN3의 기능적 개시에 상관없이 FLC의 전

사레벨 감소 시점인 초기 춘화과정에서 시작된다. 이로 인해 

COOLAIR는 춘화과정 중 FLC의 발현이 억제되는 초기에 필

요로 하는 인자일 것으로 예상되었다[35]. 하지만 T-DNA 삽

입 돌연변이를 이용한 실험에서 COOLAIR는 초기 춘화과정

에 FLC억제에 필요하지 않음이 보고되었다[20]. 

MiRNA와 siRNA들의 구체(Precursor)

RNA들의 조절자(riboregulator)들이 밝혀지면서 일부 lnc-

RNA들은 miRNA와 siRNA를 포함한 short RNA (sRNA)들

로 기능하기 위해 프로세싱 된다[22]. 어떤 lncRNA들은 직접

적으로 miRNA와 siRNA와 같은 작은 조절 RNA들의 원초적

인 전사체 들이다. 단백질을 암호화 하는 유전자들과 일부 lnc-

RNA들처럼 miRNA의 원초적 전사체(pri-miRNA) 유전자들

은 RNA Pol II에 의해 전사가 된다[29]. 척추동물과 초파리와

는 달리 식물의 miRNA들은 적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지

만 좀 더 복잡한 조절 메커니즘과 적은 RNA pool로 이루어져 

있다. 식물 sRNA의 복잡성은 siRNA들을 의존적으로 생성시

키는 식물 특이적인 RNA pol IV/V 존재성과 2차적 내생 

siRNA들을 생성시키는 RNA Pol 들의 존재에 기인 할 수 있다

[10]. RNA Pol IV/V에 의한 siRNA들의 생성 경로는 식물 

특이적인 lncRNA들을 생산하고 이를 RNA Pol IV/V 의존적 

lncRNA들이라 부르고, 이들은 RNA-directed DNA methyl-

ation (RdDM)에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8].

최근 애기장대의 Full-length cDNA database 분석에 의해

서 여러 개의 24-nt siRNA들이 동정 되었는데 이들은 npc34, 

npc351, npc375, npc520, npc523과 같은 5개의 lncRNA들과 

뉴클레오티드가 일치하였다. 이들 5개의 lncRNA에서 유도된 

siRNA들은 lncRNA 영역의 양 가닥에 위치함이 확인되었다

[3]. 또 다른 예로 miRNA869a와 miRNA160c는 npc83과 

npc521에 의해서 성숙 되는 것이 보고되었다[22]. 이러한 보고

들은 이들 lncRNA들이 sRNA의 전구체 임을 나타내는 것이

다[3]. 

MiRNA의 타겟 유 자 모방(Target mimicry)

INDUCED BY PHOSPHATE STARVATION 1 (IPS1)는 다

른 특이적 기능을 하는 lncRNA로서 알려져 있는데 miRNA를 

유인하는 인자로서 동정되었다[59]. IPS1은 miRNA399에 상

보적인 뉴클레오티드를 가지며, 이로 인해 IPS1은 miRNA399

와 상호결합 하여 miRNA399의 타겟 유전자와의 결합을 방해

하고 그 기능을 격리 시키는 기능을 한다[16]. 식물에서 IPS1의 

발현은 miRNA399의 타겟유전자들의 발현이 유도 되는 인산 

결핍 조건에서 그 발현이 유도되고, 줄기상의 인산 함량을 변

화시키는 기능을 한다[16]. 최근 보고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IPS1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lncRNA들이 애기장대, 토마토, 

클로버, 알팔파와 대두에서 동정 되었다[6, 16, 32, 36]. 대표적

인 예로서 애기장대의 At4는 IPS1과 유사하게 인산결핍의 조

건에서 발현이 유도 되고[48], At4 돌연변이체의 경우 인산 결

핍 조건에서 뿌리에 존재하는 인산의 정확한 재분배 문제가 

야기됨이 보고 되었다[48]. IPS1와 At4는 miRNA399와 상보적

인 염기서열을 가지기 때문에 miRNA의 타겟 유전자인 PHO2

를 대신해서 miRNA와 결합 하고, 이로 인해 IPS1와 At4는 

miRNA399의 PHO2 유전자 억제 기능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

다고 할 수 있다[48]. 

형태 형성(Photomorphogenesis)

최근 애기장대에서 genome-wide 동정법을 통해 새로운 

polyadenylation이 되어 있지 않은 50-300 뉴클레오티드로 이

루어진 intermediate-size ncRNA (im-ncRNA)들이 밝혀졌다

[55]. Im-ncRNA들은 알려진 다른 lncRNA들과 염기서열의 유

사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Wang 그룹에서는 광형태 형성에 

관련되는 im-ncRNA들을 선별하였고, 그 중 HIDDEN 

TREASURE 1 (HID1)이라고 하는 ncRNA를 동정하였다. 

HID1은 236개의 뉴클레오티드를 가지며 애기장대 내에서 붉

은빛에 의해 유도되는 어린 식물의 광형태 형성을 조절함이 

보고되었다[54]. HID1 knock-out 돌연변이체의 경우 광형태 

형성에서 핵심 억제 단백질인 PHYTOCHROME-INTERACTING 

FACTOR 3 (PIF3) 전사인자 발현을 증가시킴으로 붉은빛 노출

에 의한 광형성 형태 표현형이 감소되었다. 생화학적 분획 실

험으로 HID1의 세포 내 위치를 확인했을 때 일부 핵과 크로마

틴에 결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로 볼 때 HID1 

lncRNA는 PIF3 프로모터에 직접적으로 유전자 침묵현상을 

유도한다고 보여진다[54]. HID1의 경우 염기서열과 RNA 구

조 정렬 방법을 통해서 다른 식물종에 homolog들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고, 이는 HID1이 진화적으로 외떡잎 또는 쌍떡잎 

식물에 잘 보존 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단백질의 기  재배치(relocalization)

EARLY NODULIN 40 (ENOD40) RNA는 특이적인 형태의 

lncRNA이다. ENOD40 RNA는 콩과 식물과 콩과 식물이 아닌 

다양한 식물에서도 유사성을 나타내는 RNA들이 전사가 되어 

기능을 함이 보고되었다[38, 60]. 이들 RNA들은 보존된 RNA 

구조를 형성 하는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짧은 펩타이드를 암

호화 하고 있다[11, 47, 49]. Medicago truncatula의ENOD40 

RNA로 부터 번역이 된 짧은 펩타이드는 생체내에서 생물학

적인 기능들을 조절하고, 대두의 ENOD40 RNA로부터 합성이 

된 짧은 펩타이드는 당 합성 효소(Sucrose synthase)와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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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model for the biological roles of plant lnc-

RNAs. (A) Plant lncRNAs are transcribed by RNA 

Polymerase II or V and then transcribed lncRNAs form 

secondary structure. (A) Some LncRNAs act as short 

RNA precursors. (B) Epigenetic repression by lncRNA. 

LncRNAs are induced by some specific condition, and 

interact and recruit PRC2 complex to target gene locus 

for epigenetic repression of target gene. (C) Target mim-

ics of lncRNA. Some lncRNA binds to miRNA and plays 

a role as a target mimic for miRNA to inhibit miRNA 

function. (D) Protein relocalization of lncRNA. LncRNA 

intercats with some protein to relocalize the protein 

from nuclear speckles to cytoplasmic granules.

용하여 대두 내 당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데 기능을 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47]. 추가로 ENOD40 RNA로서 기능은 RNA 

결합 단백질1(MtRBP1)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이들 단

백질의 세포내 위치를 핵에서 세포기질로 옮겨 재배치 시켜주

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8]. MtRBP1 단백질과 함께 

ENOD40 RNA의 공동 발현은 MtRBP1 단백질의 re-local-

ization에 있어 필수적이지만, ENOD40 RNA에 의해 합성되

는 짧은 펩타이드는 단백질 재배치 조절 메커니즘에는 관여하

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8]. 더불어 ENOD40 RNA의 보존

된 RNA 구조는 이들 RNA에 의해 번역된 짧은 펩타이드 보다 

생물학적으로 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고되었다. 그러

나 이들의 짧은 펩타이드들도 다른 lncRNA들 이상으로 다양

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환경스트 스 내성반응

Fusarium oxysporum이 감염된 애기장대 식물체를 이용하여 

RNA 가닥 특이적인 RNA-sequencing 방법을 통해 병원균 감

염에 반응하는 lncRNA들이 동정 되었고, 이들 lncRNA들은 

병원균에 대한 내성에 있어 중요한 구성요소로 보고되었다

[64]. Zhu 그룹에서는 F. oxysporum에 의해 유도되는 tran-

scriptionally active regions (TARs)을 발견했고 이들 TAR 영

역을 이용하여 knock-down 애기장대 형질전환 식물체를 제

작 하였을 때 병 발병율이 증가 되는 것을 발견하였다[64]. 추

가로 Zhu 그룹에서는 F. oxysporum 처리에 반응하는 lncRNA

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lincRNA들도 동정하였는데, 이들의 

50% 정도는 식물이 F. oxysporum 감염에 저항성을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64]. 그러나 이들 lincRNA

의 자세한 조절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보고된바 없고 이후 지

속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여겨진다.

Amor 그룹에서는 애기장대 다양한 스트레스 처리 후 cDNA 

분석실험에서 많은 lncRNA들을 분리 및 동정하였는데, 그 중 

Npc36 lncRNA는 인산 결핍과 고염 스트레스 조건에서 애기

장대의 뿌리와 잎에서 전사레벨이 증가 된다[3]. Npc36 과다발

현 형질전환 애기장대 식물체는 고염하에 원뿌리와 잔뿌리의 

생장의 증가를 보였다[3]. 벼의 LDMAR lincRNA는 장일조건

하에 벼의 pollen에서 전사레벨이 증가 되고, 광주기에 민감하

게 수술의 불임(male sterility)을 유도하고 벼의 생장과 발달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2]. 이러한 결과들은 lncRNA들

이 식물의 생장과 환경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인자로 역할 함을 

나타낸다.

결   론

식물 lncRNA들은 전체적으로 전사레벨이 매우 낮고, 식물 

조직 특이적으로 발현 된다. 더욱이 이들 전사체들은 여러 환

경스트레스의 자극에 의해서 전사레벨이 크게 증가되거나 또

는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다[31, 32]. 이들 lncRNA들은 각기 

다른 환경스트레스 자극과 조직 특이적 발현 현상 때문에 이

들 RNA들은 식물의 생장과 발달 그리고 환경스트레스 반응

에 새로운 조절인자로 고려되고 있다. 지금까지 가뭄, 고염, 

저온, ABA 호르몬에 의해 전사가 유도되는 1,832개의 

lncRNA들이 애기장대 내에서 동정 되었다. 유사한 방법으로 

powdery mildew 감염과 고온스트레스에 의해 반응하는 125

개의 lncRNA도 밀에서 동정 되었다. 이외에도 많은 그룹들이 

NGS 기법을 이용한 다양한 식물로부터 환경스트레스에 의해 

전사가 활성화 되는 lncRNA들 동정이 많이 이루어 졌다. 하지

만 현재까지 이들 식물 lncRNA의 기능 및 특성이 규명된 것은 

몇몇 lncRNA에 국한된다[13, 21, 34, 58]. LncRNA들은 단백질

을 암호화하는 RNA들에 비해 돌연변이체들이 드물며, 또한 

돌연변이 구축도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전통적인 reverse ge-

netic 방법인 과다발현 lncRNA 제작과 RNAi 통해 knock- 

down lncRNA 돌연변이체를 제작하여 lncRNA의 기능적 연

구를 수행해 왔지만, 최근 가장 인기 있는 CRISPR/Cas9 유전

체 가위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lncRNA의 기능과 조절 메커니

즘을 동정하는데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식물의 lncRNA들은 생물학적 

또는 비생물학적 환경스트레스의 반응에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농업생명공학 분야에 있어 아주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는 인자로 그 가치가 인정 된다. 이로 인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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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연구자들이 다양한 환경스트레스에 의해서 유도되는 

lncRNA들을 동정하고 그 기능을 밝히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

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양의 빅데이터 분석과 분류를 

통해 식물 lncRNA들이 계속해서 분리 되고 있는데, 이는 식물

의 생장 발달 및 환경스트레스 반응에 있어 이들 lncRNA의 

기능과 조절 메커니즘을 밝히는 시발점이라 생각된다. 지속적

인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진 식물 lncRNA들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조절 기작과 식물의 생장발달에 있어 중요한 

기능들이 계속해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식물 

lncRNA들의 조절 메커니즘 연구를 보다 심도있게 추진해 나

가기 위해서는 각 lncRNA들의 기능적 모티프와 구조들을 비

교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 식물 lncRNA의 타겟 유전자

를 찾아내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복잡해 보이는 식물 lncRNA 

조절 메커니즘 연구에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식물의 생장과 발달에 있어 밝히지 못했던 lncRNA의 

기능들이 좀 더 쉽게 밝혀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곧 유전자와 단백질과 더불어 lncRNA들도 미래 농업생명공

학 기술에 응용될 잠재적인 인자로 인정받을 날이 올 것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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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식물의 긴비암호화 RNA들의 생물학  기능

김지혜․허재복*

(동아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분자유전공학과)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술의 발달로 대량의 전사수준의 단위체들이 발견되었는데, 이것들 중 대부분의 전사체

들은 비암호화 RNA들이다. 이들 중 긴 비암호화 RNA (lncRNA)들은 200개 이상의 뉴클레오티드를 가지며 단백

질로 번역이 되지 않는 기능적 RNA 분자들이다. 식물의 lncRNA들은 RNA Pol II, Pol III, Pol IV, Pol V에 의해 

전사체가 만들어지고, 전사 후 이들 lncRNA들은 추가적인 splicing과 polyadenylation 과정이 일어난다. 식물의 

lncRNA들은 그 발현수준이 매우 낮고, 조직 특이적으로 발현 되지만, 이들 lncRNA들은 외부자극에 의해 강한 

발현이 유도된다. 환경스트레스를 포함한 각기 다른 외부자극에 의해 많은 식물 lncRNA들의 발현이 유도되었기 

때문에 이들 lncRNA들은 식물의 다양한 생물학적 기능과 식물의 생장발달 과정에 있어 새로운 조절 인자로 고려

되고 있다. 특히 후성유전학적인 유전자 억제, 크로마틴 변형, 타겟모방, 광형태형성, 단백질 재배치, 환경스트레스 

반응, 병원균 감염등에 관련하여 기능을 한다. 또한 어떤 lncRNA들은 short RNA들의 전구체로 역할도 한다. 최

근 식물에서 많은 lncRNA들이 분리 동정되었지만, 이들 lncRNA들의 생리학적인 기능에 대한 현재의 이해는 여

전히 제한적이고, 이들의 세부적인 조절 메커니즘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총설에서는 식물 

lncRNA들의 생합성 및 조절 메커니즘과 현재까지 밝혀진 분자수준에서의 중요한 기능들을 요약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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