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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하는 miRNAs의 역할이 새로이 밝혀지고 있다[2].

서론
지방산, 콜레스테롤과 그 지질 유도체들은 정상적인 세포
의 기능 유지에 필수적이며, 분자 신호전달, 체내의 에너지
대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생물체에서 지질대사
는 각 조직의 세포 내에서 혹은 여러 조직들간 대사활성이
세밀하게 조절되고 있다. 지질 성분은 생체 내 잉여 에너지
원을 저장하는 기능도 수행하는데,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서구식 식습관으로 인한 칼로리 과잉으로 인해 과도한 지방
축적과 비정상적인 체내 분포로 인한 제2형 당뇨나 동맥경화
증과 같은 각종 생활습관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적절한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나 효과적인 치료제
를 개발하여 과도한 지질축적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지질 대사 조절 메카니즘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분
자 표적을 이용한 새로운 치료제 개발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
하다.
에너지 대사 측면에서 지질 대사는 지방산의 합성 및 지방
산 산화 대사관련 유전자 발현 조절을 통해 제어할 수 있는
데, PPARs(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miRNAs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지 않는 작은 RNA분자로,
췌장내분비나 간조직, 지방조직세포와 같은 대사 활성이 높
은 조직세포에서 유전자의 발현에 관여한다.
지질대사의 조절에 있어서 최근에는 miR-33이 ABC수송
체(ABC binding cassette transproter)인 ABCA1과
ABCG1의 발현을 억제함에 따라 혈관 중 조직세포에 축적된
콜레스테롤의 방출을 통한 HDL 합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최근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특정 miRNAs가
표적 mRNA의 활성을 저해하여 다양한 기전을 통해 이상지
혈증 및 동맥경화에 연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miRNA의 발현 및 활성변화는 몇몇의 질병을 야기할 수 있
고. 이는 miRNA 발현의 정상화가 신진대사장애와 당뇨, 동
맥경화와 같은 노화관련질병 모두에서 잠재적인 치료적 접
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대한 관심이 커
지고 있다.

microRNAs

receptors), LXRs(Liver X receptors)등 유전자 전사조절

알려진 바와 같이 miRNAs는 21-25개의 뉴클레오타이드

인자로 작용하는 핵 수용체의 기능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로 이루어진 단일 염기가닥의 작은 RNA로서 mRNA 상동염

왔으며[1], 몇몇의 최근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질대사 조절에

기서열과 결합하여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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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초기에는 선충 모델계를 이용해 많이 연구되었는데,

면 mRNAs의 불완전한 상보적 서열에 의해 이차구조가 형

사람세포에도 약 720개의 miRNA가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

성되고(Pri-miRNA), Pri-mRNA 형성 이후에 핵 내부에서

져 있다. miRNAs가 발견되기 이전까지 RNA의 역할은

일부 염기서열이 절단되어 pre-miRNAs가 생성된다. 이 절

DNA에 포함된 유전정보를 단백질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단단계는 “microprocessor” 효소중합체에 의해 매개되는데,

DNA의 유전정보를 전달하거나 리보솜을 구성하는 등의 기

이 효소중합체는 RNASEN(DORSHA)와 DORSHA의 역할

능이 주요기능으로 알려져 왔다. 즉, DNA 염기서열의 유전

을 도와주는 RNA 결합 단백질인 DGCR8(DiGeorge

정보가 mRNA 염기서열로 전사된 후, 다시 tRNA를 통해

syndrome critical region gene8)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로 해독되고, 또한 이 과정에 관여하

RNAaseⅢ가 포함되어있다[5]. 이후에 pre-miRNA가

는 리보솜의 주요 구성분으로RNA의 주요기능이 알려져 왔

exportin5라는 단백질에 의해 ATP 가수분해 에너지를 이용

다. 이에 반해, miRNAs는 단백질 합성 과정에서 mRNA와

하여 세포핵 밖으로 전달되는데[6], 세포질로 전달된 pre-

상보적인 결합을 통해 세포 내 유전자 발현을 저해하는 조절

miRNA는 가위역할을 하는 효소인 DICERⅠ로 이뤄진

인자로 작용하므로, 이전에 알려진 방법과는 전혀 새로운 기

RNAseⅢ 효소 복합체와 결합한다. 즉, DICERⅠ은 pre-

전에 의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는 새로운 RNA의 기능이

miRNA 이중가닥을을 인지하고 비고리형 말단에서부터 22

밝혀졌으며 이러한 miRNA 발현이나 역할에 문제가 생기면

개의 염기쌍으로 절단하며, 절단된 이중가닥 RNA는

당뇨병이나 암과 같은 대사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이 알

RISC(RNA-induced silencing complex)에 의해 이중가닥

려지면서 신약개발을 위한 새로운 표적으로서 중요성이 커

이 풀리게 되고, 복합체를 형성한다[7] (Fig.1). 흥미롭게도,

지고 있다.
miRNAs는 1993년 Victor Ambros박사 연구실에서 처음
으로 발견되었는데 선충의 발생 시기를 조절하는 일련의 유
전자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단백질을 생성하지 않는 작은
RNA들도 발견되면서 그 기능연구가 진행 되었으며[3], 미국
과 독일의 연구팀이 2000년대 초반에 각각 초파리와 사람의
세포 내에서 122개에 이르는 새로운 작은 RNA를 찾아냈고,
이 때부터 miRNAs라는 이름이 사용되면서 miRNAs는 모
든 동물세포에 존재하는 새로운 종류의 유전자 발현 조절물
질 이라는 사실이 규명되었다.
인간 게놈에는 약 720개의 miRNA 유전자들이 염색체 전
반에 분산되어 존재하는데, 이중 70%는 단백질-암호화 유
전자의 빈 공간에, 30% 정도는 단백질-암호화 전사체의 인
트론에 위치해있다. 어떤 miRNAs들은 독립적인 전사체에
위치해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다수가 miRNAs 클러스터를
포함한 전사체나 유전자의 인트론으로부터 합성된다.
miRNA는 일반적으로 RNA polymeraseⅡ가 결합하는 프
로모터 염기서열을 포함하고 있다[4]. 따라서 전사가 일어나

Fig1. The miRNA biogenesis path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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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pre-miRNAs 이중가닥 모두가 RISC와 결합해서 표

CoA(HMG-CoA)를 암호화 하는 유전자의 전사를 활성화시

적유전자 발현억제를 유도하는데, RISC와 결합되면,

킨다. 흥미롭게도, 최근에 SREBF1과 SREBF2, 두 개의 유

miRNAs는 표적 mRNA를 절단하거나 표적 mRNA의 단백

전자들이 miRNAs를 생성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17번

질 형성을 억제, 또는 세포질 P-body의 메시지를 분해하는,

염색체의 SREBF1유전자는 17번 인트론에 miR-33b가, 22

이 세가지 메커니즘 중 하나 이상의 방법에 의해 표적 유전

번 염색체의 SREBF2는 16번 인트론에 miR-33a가 위치한

자의 발현을 억제시킬 수 있다[8].

다. 활성형 miR-33a와 miR-33b는 두 개의 염기서열만 다
르고, 다수의 표적 유전자군을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miR-33의 기능
Sterol regulatory element-binding proteins
(SREBPs)는 세포 지질대사 조절의 핵심 전사 조절인자이다.
SREBPs는 류신 지퍼계열 전사조절인자로서 유전자 프로모
터에 결합해서 지질 대사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표적 유전자
들의 전사를 조절한다. SREBPs는 스테롤 조절요소 결합인
자(SREBF) 유전자에 의해 생성된다. 척추동물은 SREBF1

다[12]. 인간에서 miR-33a과 miR-33b가 여러 조직세포에
서 SREBF2와 SREBF1과 공동발현 된다는 사실은 이러한
miRNA-33a, -33b가 SREBF의 같은 1차 전사물로부터 유
래한다는 것을 나타낸다[13].

콜레스테롤 항상성을 조절하는 miR-33에
의한 콜레스테롤 항상성을 조절

과 SREBF2 두 가지 유전자를 가지며, 이들은 각각

최근 몇몇의 연구에서는 miR-33a가 SREBP2 콜레스테

SREBP-1과 SREBP-2 단백질을 암호화 한다. SREBF1 암

롤 생합성 관련 전사요소와 함께 작용하여 세포 내 콜레스테

호화 부위에서 두 주요 mRNA인 SREBP-1a와 SREBP-1c

롤 농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고했다. HDL 생성과정에서

가 전사되는데[9], 이들은 각각 다른 프로모터터를 이용하는

세포 내 콜레스테롤은 ABCA1(ATP-binding cassette

alternate splicing에 의해 전사가 일어나게 된다. SREBP-

transporter subfamily A member1) 수송체를 통해 조직

1a, SREBP-1c, SREBP-2는 전사적 활성, 조직분포, 조절

세포에서 HDL 지단백으로 이동하는데[14], miR-33a와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SREBPs는

miR-33b는 ABCA1 유전자의 전사 후 억제에 중요한 역할

콜레스테롤, 지방산, 인지질 합성과 관련된 거의 모든 유전

을 한다[15]. 혈장의 HDL 콜레스테롤 수준은 심혈관계 질환

자 전사과정을 조절할 수 있다.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의 발병률과 높은 역상관관계를 보인다. 따라서 이를 높이기

SREBP-1a와 -1c는 주로 지방산 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들

위한 효과적인 약물학적 접근법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

의 전사를 활성화하는데 반해, SREBP-2는 콜레스테롤 생

울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부작용 없이 HDL 콜레스테롤을 효

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을 특이적으로 활성화 시킨다고

과적으로 상승시키는 약물은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다.

알려져 있다[10]. 하지만 SREBP-1a도 콜레스테롤 합성에

ABCA1가 miR-33 isoform의 3’UTR (confirming ABCA1

중요한 유전자를 활성화하고, SREBP-2 또한 지방산 합성

as a direct miR-33 target)을 통해 조절됨에 따라서

에 관련된 유전자의 전사를 조절하기 때문에 표적 유전자들

miR-33a 수준이 변하게 되면 동맥에 축적된 대식세포에서

을 공유하는 것도 있다[11]. 예를 들어, SREBP-1a와

콜레스테롤의 배출 제거가 유도된다. 이는 15-20개의 뉴클

SREBP-2 모두 지방산 합성에 필수적인 지방산 생성효소와

레오티드로 이루어진 합성 DNA를 이용하여 miR-33과 상

acetyl-CoA carboxylase를 암호화하는 유전자의 전사를

보적 결합하여 그 기능을 억제시키는 안티센스 접근법이 아

활성화시킨다. 마찬가지로, 두 인자들 모두 콜레스테롤 합성

테롬 유발 대식세포로부터 간조직으로의 콜레스테롤 역수송

의 율속단계 효소인 3-hydroxy-3-methylglutaryl-

을 증가시키고 아테롬성 동맥 경화증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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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즉, 마우스 모델에서 miR-33a가 저해되거나 제
거됨에 따라 간과 대식세포의 ABCA1 발현과 혈중 HDL 콜
레스테롤 농도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또한, 고콜레스테롤혈
증이나 심혈관계 질환의 모델로 사용되고 있는 LDL 수용체
결핍 마우스에서 miR-33a의 안티센스 접근법에 의해 아테
롬성 플라그의 크기와 혈중 지질농도의 감소, 콜레스테롤 역
수송이 증가했다는 점은 miR-33이 심혈관계 질환 치료제의
새로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16].
최근 연구에서 고탄수화물 식이를 한 영장류에서 간조직의
miR-33b의 발현이 증가했는데, 이를통해 miR-33a와 miR33b를 표적으로 하는 안티센스 접근법에 의해 HDL농도를 높
이고, VLDL 중성지질의 농도를 저하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17]. 또한, ABCA1가 세포의 콜레스테롤 배출 조절에 관여하
는데 앞서 언급한 miR-33a 이외에 miR-758이나 miR106b 등 다른 miRNAs의 표적으로 발현이 조절된다는 사실
이 밝혀져[18] miRNAs에 의한 ABCA1과 HDL의 조절이 복
합적이며 복잡한 조절 메카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질대사의 항상성에 관여하는 여러
miR-33 표적 유전자들
miR-33a와 SREBP2 유전자의 생성물이 공동으로 콜레
스테롤 농도를 조절한다는 사실은 SREBP 유전자와 그들의
intronic miRNAs가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지방산과 지질
대사의 항상성 조절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
며, 실제 연구결과 miR-33a와 miR-33b가 SREBP 생성물
과 함께 작용하여 세포 내 지방산과 지질의 농도를 조절한다
는 것이 밝혀졌다[19].
첫째로, 지방산은 β-산화를 통해 미토콘드리아와 퍼옥시
좀에서 분해되어 시트르산회로와 ATP합성을 위한 acetylCoA 및 환원형 전자전달체인 FADH2, NADH를 생성하는데,
miR-33a와 miR-33b는 지방산의 β-산화에 관여하는 몇몇
의 단백질 발현을 직접적으로 조절하여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이러한 단백질에는 퍼옥시좀에서 탄소수 20
개 이상의 긴 사슬 지방산을 분해하는 CROT, 지방산을 미토
콘드리아로 이동시키는 수송체인 CPT1A, 미토콘드리아에서

Fig2. Model of the SREBP and miR-33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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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의 β-산화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HADHB 유전자가

염증작용과 혈전생성 작용을 촉진한다[24]. 최근 혈관형성

miR-33의 표적 유전자들이다.

연구과정에서 내피 세포작용에 대한 miRNAs의 역할이 밝

이 밖에도 miR-33a와 miR-33b는 지방산과 지질대사의

혀졌다. 내피세포를 이용한 연구를 통해 let-7, miR-221,

항상성 조절자들을 증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

miR-222가 내피세포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타났다. 예를 들어 포도당 대사의 중요한 조절자로 알려져

을 밝혀냈고, 최근의 연구는 miR-92a가 혈관형성을 억제하

있는 SIRT6는 miR-33a와 miR-33b의 표적유전자라는 사

는 반면에 miR-126은 혈관의 온전성을 유지시키고, 혈관형

실이 밝혀졌다. 흥미롭게도 최근의 연구에서 간조직 특이적

성과 관련된 신호를 촉진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25]. 여기

인 Sirt6 결핍 마우스의 간에서 해당과정, 중성지방 생성, 지

서 주목할만한 점은, 내피 혈관형성의 주요 결정인자들 또한

방질의 합성이 증가했고 그 결과, 지방간이 생성되었다[21].

내피의 유지와 정상기능 유지에 기여한다는 것이다[26, 27].

이는 SIRT6가 지방산 생성과 관련있는 Acc1, Scd1, Fasn과

두 내피상태 사이에서 이 특이적인 miRNAs 들이 어느 정도

같은 SREBP1 표적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조절하는데 이러한

기여를 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체내를 순환하는 내

작용이 사라지면서 당대사 및 지질대사에 이상이 생기는 것

피세포의 모세포들은 손상된 세포나 사멸전 세포를 새로운

으로 보여진다.

세포로 대체해서 내피를 강화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AMPKα1 또한 miR-33a와 miR-33b의 표적 유전자이다.
AMPK는 세포의 에너지 수준을 조절하는 주요 조절자로,

내피의 온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
져 있다[28, 29].

AMP/ATP의 비율이 증가하여 세포 내 에너지 수준이 낮아

최근 연구에서 관상동맥질환인 아테롬성 동맥경화증을 가

지면 단백질이나 지방산, 콜레스테롤을 합성하여 에너지를

진 환자들은 관상동맥질환을 앓고 있지 않는 다른 피험자들

소모하는 작용을 감소시키고, 지방산의 β-산화와 포도당 흡

과 비교했을 때 내피의 모세포에서 miR-221과 miR-222

수를 촉진시켜 ATP를 생성한다[22]. AMPK는 지질과 콜레

모두 높은 발현 정도를 나타냈다[30]. 한편, 관상동맥질환 피

스테롤 합성에 관여하는 ACC1이나 HMGCR과 같은 주요

험자들에게서는 상당히 낮은 농도의 내피 모세포가 관찰됨

SREBP 표적 유전자들을 직접적으로 인산화시키거나 비활

에 따라서 miR-221/222 농도는 내피 모세포의 농도와 역의

성 시킨다. 또한 AMPK는 LXR을 통해 간접적으로 혹은, 인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한편, 스타틴은 HMG-

산화를 통해 직접적으로 SREBPs를 저해시킨다. 결과적으

CoA 환원효소의 억제제로, 관상동맥질환 피험자의 혈중 내

로, miR-33a와 miR-33b는 AMPKα1의 수준을 낮춤으로

피 모세포 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혈중콜레스테

써 SREBPs와 그 표적 유전자의 발현을 감소시켜 세포 내 콜

롤 저해제인 아트로바스타틴을 이용한 실험의 경우내피 모

레스테롤과 지방산의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Fig.2).

세포에서 miR-221/222의 발현이 감소되는 결과를 보였다
[31, 32]. 이 연구는 복합적 효과를 보여주는 스타틴이

miRNAs와 동맥경화증
동맥경화증은 여러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복합적 질병으
로, 일부는 동맥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축적되어서 생기는
만성적 염증에 의해 일어난다[23]. 초기 지질축적에 의한 아
테롬 진행에 있어서 첫 번째 주요 원인은 내피가 정상적 기
능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내피의 기능 장애가 콜레스테롤을
함유하고 있는 지단백을 내피 하부에 축적시키는데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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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NAs를 조절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밝힌 점에서 상당
한 가치가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miRNAs가 아테롬성 플라
그의 생장과 발달의 주요 원인인 혈관형성과 내피 세포의 정
상적 기능 유지에 많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내피
모세포 농도의 증가 및 miR-221/222발현 억제가 내피세포
의 정상적 기능을 촉진할 수 있다.
혈관 손상 후에 일어나는 혈관 세포의 빠른 증식과 성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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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혈관 과혈장증(vascular hyperplasia)과 위내막 병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변(neointimal lesion)이 생기게 된다. 위내막 병변은 무증
상의 아테롬성 동맥경화 부위에서 일어날 수 도 있지만 스텐
트 주입, 혈관 확장술, 동맥 내막절제, 동맥이식 후 재협착의
전형적 특징으로도 발생한다[33, 34].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
르면 심혈관관 수술 후 miRNAs 발현 프로파일을 조사한 결
과, 관상동맥의 급격한 물리적 변화에 의해서 동맥벽의 특정
miRNAs들의 발현이 역동적으로 변화한다고 보고되었다
[35, 36]. 위 내막 형성 모델들에서 특히, miR-125a, miR125b, miR-133, miR-143, miR-145, miR-365 발현이 감
소되었고, miR-21, miR-146, miR-214, miR-352 발현이
증가되었다. 이 결과들에 따르면 miR-21이 상처에 따른 위
내막의 성장과 증식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인다[35, 37].
아테롬성 동맥경화증에 의해 유도되는 기저막 단백질의
세포 침투와 무세포 축적은 내막 하를 두껍게 만들게 된다.
초기 아테롬성 플라그에서 염증성 대식세포는 콜레스테롤
에스테르를 수송하는 변형된 지단백이 내피 하에 축적되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그 결과,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세포들이 이동하여 모이게 되는데, 이로 인해 콜레스테롤로
둘러싸인 대식세포들은 이동성이 감소되어서 거품 세포들의
최종 유전자 상태와 표현형의 변화를 가져온다[38]. 대식세
포가 거품세포로 바뀌는 동안 miRNA 상태의 변화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산화된 LDL이 처리된, 인간의 말
초부분 혈액 내 단핵 백혈구에서 miRNA 발현의 뚜렷한 차

맺음말
조직의 대사적 활성조절 과정에서 miRNAs에 의한 유전
자발현 조절 메커니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miRNAs
는 미세한 조정에서부터 세포 신호전달까지 정교한 제어를
통해서 전사과정을 조절한다. 이 밖에도 miRNAs는 전사적
신호전달 경로에서 여러 작용을 통해 그들을 통합하거나 기
능을 조절함으로써 포도당과 지질의 항상성 유지에 관여한
다.
현재까지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콜레스테롤 대사조절에
있어서 anti-miR-33의 사용 가능성이 실용적 치료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anti-miR-33을 이용하면 ABCA1발현증가
를 통해 혈중 HDL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miR-33을 저해함으로써 지방산의 산화와 간에서의
지방 축적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miR33은 치료제 표적 물질로 중요성이 감소되고 있다. 또한 최
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내피세포의 기능, 산화LDL에 대한
대식세포의 염증반응, 콜레스테롤 합성에 있어서 miRNAs
의 역할이 알려지고 있다. 이 메카니즘은 모두 아테롬성 동
맥경화증과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있어서 중요하다. 한편,
최근에는 동맥경화와 지단백 대사에서도 miRNAs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가 관찰되었다. 특히, mi-125a-5p, miR-146a, miR146b-5p, miR-155, miR-9는 산화 LDL 처리에 의해 발현
이 증가한다. 흥미롭게도, THP-1 세포에서 miR-125a-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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