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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에서 Long Non-coding RNA의 적용
이상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Application of Long Non-coding RNAs in Gastric Cancer
Sang Kil Le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Gastric cancer remains a big problem in terms of incidence or mortality; various mechanisms to explain its development and progression have been studied. Recently, long non-coding RNAs (lncRNAs) have been spotlighted in the epigenetic mechanism of cancer development. Although lncRNAs have been consistently reported to be involved in the development and progression of various
cancers, there is still a lot more to be studied about them. In this article, we would like to introduce lncRNAs related to gastric cancer
in order to encourage gastroenterologists to study them.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18;18:174-179)
Key Words: Neoplasms; Non-coding RNA; Stomach

서

론

위암의 원인과 발생기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아직
까지도 주요한 기전 외에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최근
들어서 The Cancer Genome Atlas (TCGA) 프로젝트에 의한
1
결과로 위암을 분류하는 방법이 소개되었고, 이를 통해서 위암
의 분자유전학적 특징을 임상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좀 더
근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후로 위암의 발생에 관여
하는 분자유전학적 기전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임상적으로 사용
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암 발생은 대부분 유전학적 변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나, 인간 게놈에서 단백질을 형성하는 유전자는 전체 게
놈에서 약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서 단백질을 형
성하지 않는 non-coding RNA는 인간 게놈의 약 70∼80%를
차지면서 생물학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알려졌
2
다. 또한 비번역 RNA의 변이나 과발현이 암을 비롯한 다양한
인간 질환의 발생에 관여함이 알려졌다. 이 중에서 long noncoding RNAs (lncRNAs)는 광범위한 질환의 발생에 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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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고되었고, 그 작용기전이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다양성 등으로 인하여 임상의사가 lncRNA를 정
확히 이해하고 연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저자는 본 리
뷰에서, 상부위장관을 다루는 임상의사가 lncRNAs의 기본적인
개념과 위암의 발생에 관여하는 기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작성하였다.

본

론

1. lncRNAs의 기본적인 특징
1) 게놈 위치에 따른 분류와 의미
비번역 RNA는 단백을 생성하지 않는 RNA를 통틀어서 지칭
한다. 이 중에서 크기가 200 nt 이상인 것을 lncRNAs라고 한
다. 현재까지 ENCODE 프로젝트(GENCODE v26)는 인간에 약
16,000개의 lncRNAs가 보존되어 있으며 28,000개 이상의 전
사체가 존재할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볼 때에 기
능을 가지는 새로운 lncRNAs는 앞으로도 계속 발견될 것이다.
크기를 바탕으로 비번역 RNA를 나누는 방법을 적용하면,
non-coding RNA는 microRNA (miRNA)를 포함하는 200 nt
이하 크기의 short non-coding RNA와 200 nt 이상의 lncRNAs
로 분류된다. lncRNAs는 miRNAs와는 달리 생성과 프로세싱
과정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lncRNAs는 한 가지의 경로를 통
해서 생성 및 활성화가 되는 miRNAs와 다르게 다양한 경로를
2,3
통해서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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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cRNAs를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고,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세포 내 생성 및 활동 위치(핵내, 세포질내, 양쪽 모두),
게놈 내의 위치, 기전에 따른 분류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게
놈 위치에 따른 분류이고 5가지로 나누어진다. (1) sense
lncRNAs는 알려진 단백형성 유전자의 strand의 sense 방향으
로 중첩되는 위치에서 발현하는 lncRNAs이고 (2) antisense
lncRNAs는 알려진 단백형성 유전자의 strand의 anti-sense 방
향으로 중첩되는 위치에서 발현하는 lncRNAs이다. (3) bidirectional lncRNAs는 알려진 단백형성 유전자의 프로모터 부위
에서 반대로 전사되는 lncRNAs이고 (4) intergenic lncRNAs는
알려진 어떤 단백형성 유전자와도 연관되지 않은 intergenic
area에 위치한 lncRNAs이며 (5) intronic lncRNAs는 알려진
단백형성 유전자의 엑손(exon)부위가 아닌 인트론(intron)에 있
4
는 어떤 방향으로도 전사되는 lncRNAs로 분류된다. 이렇게
lncRNAs를 분류하는 것은 lncRNAs의 기전이나 연구에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sense lncRNAs나 antisense lncRNAs
는 필연적으로 호스트인 단백형성 유전자의 염기서열과 유사성
을 갖기 때문에 연구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Bidirectional
lncRNAs도 마찬가지로 인근 단백형성 유전자의 프로모터에 연
관을 갖기 때문에 작용기전에 있어서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
Intergenic lncRNAs는 근처에 존재하는 단백형성 유전자와는
연관성이 없는 것이 많고, intronic incRNAs는 호스트 단백형
성 유전자와 연관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어떤
lncRNAs를 연구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까지 알려진 다양한 분
류법에 의해 연구하고자 하는 lncRNAs가 어떤 부류로 분류되
는지를 미리 확인하는데, 이는 이런 분류에 따라서 lncRNAs의
기전을 예측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기능
lncRNAs의 기능은 매우 다양하여 생명 현상 거의 모두에 관
여한다고 봐도 무관하다. 특히 lncRNA는 길이가 길고 다양한
결합 능력과 motif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RNA, DNA, 단

백과 결합하려는 경향이 매우 높고, 이를 통해서 다른 여러 물
질들과 결합하여 활성을 조절하는 경우가 많다.
그 기전들 중에 가장 많이 연구되고 보고된 것은, 크로마틴
조절 효소(chromatin-modifying enzymes)와의 연관 작용을
통한 경로이다. 크로마틴 조절 효소는 히스톤이나 크로마틴의
DNA의 공유결합 변화를 촉매하여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게 된
5
다. LncRNAs는 polycomb repressive complex, myeloid/lymphoid or mixed-lineage leukemia/trithorax group
6
complex, lysine-specific histone demethylase 1A, DNA
1,7
methyltransferase (DNMT), growth arrest and DNA-dam8
age-inducible protein 45a 를 비롯한 많은 히스톤이나 DNA
조절효소의 발현을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자의 연
구에서도 식도암의 발현에 관여하는 lung cancer associated
transcript 1 (LUCAT1)은 다양한 식도암세포에서 식도암의 발
생을 억제하는 종양억제유전자(tumor suppressor gene)의 발
7
현을 억제하였다. LUCAT1은 특이적으로 종양억제유전자의 메
틸화를 조장하여 암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
고, 추가 실험에서 LUCAT1이 유전자 메틸화 조절의 중심 요소
인 DNMT1의 ubiquitination을 조절하여 종양억제유전자의 메
7
틸화에 의한 불활성화를 조장하는 것을 발견하였다(Fig. 1).
lncRNAs는 DNA나 히스톤의 공유결합 변화를 통한 변화뿐
만 아니라, 뉴클레오솜의 성분이나 위치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통해서도 유전자 발현을 변화시킨다. 한 연구에 의하면 Myheart
lncRNA는 Brg1의 크로마틴 내의 기능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
려졌으며, 이를 통해서 뉴클레오솜의 성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
9
으로 보고되었다.
lncRNA의 작용기전 중에서 비교적 초기에 알려진 것으로는
생명조절현상이 알려진 miRNA와의 결합을 통한 기전이다. 본
연구자의 연구에서도 N-BLR lncRNA가 대장암의 전이, 침윤을
조절하는 mir-200 family에 대한 스폰지작용을 하는 것을 보
10
고하였다. 대장암에서 N-BLR의 발현은 의미 있게 증가되어

Fig. 1. LUCAT1 regulated the
expression of tumor-suppressor genes
by modulating DNMT1 expression.
(A) Effects of LUCAT1 on the stability
of DNMT1 and the expression of
tumor-suppressor genes. (B) Effects of
LUCAT1 on ubiquitination of DNMT1.
Data from the article of Yoon, et al.
Cancer Lett 2018;417:47-57, with
permissio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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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증가된 N-BLR은 mir-200 family의 활성화를 저하시
10
켜 대장암을 진행시켰다. 최근에는 heterogeneous nuclear
ribonucleoproteins (hnRNPs)를 비롯한 RNA결합 단백질과의
11
결합을 통한 작용기전이 알려지고 있다. 예를 들면 lnc13
lncRNA의 locus에는 정상인보다 celiac disease에서 많은 single-nucleotide polymorphisms (SNP)이 관찰되었고, 이에 근
거한 연구에서 lnc13이 hnRNPD와 결합을 하여 정상인에서 항
염증작용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그러나 celiac disease
가 있는 환자에서는 SNP에 의해서 lnc13과 hnRNPD의 변형된
11
결합이 초래되어 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소화기질환에서 lncRNAs의 SNP를 통해서 질환이 발생함을 보
여준 의미 있는 연구이고, 앞으로도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질환
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lncRNA는 많은 단백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 중 대
표적인 것이 전사인자(transcription factor)이다. 이들 중에서
RNA 및 DNA에 모두 결합할 수 있는 DNA-and RNA binding
proteins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고, lncRNA를 비롯한 다양한
12
RNA에 결합하는 기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lncRNA
10,13-45
의 기전에 따른 분류를 Table 1
에 정리하였다.

Table 1. The Action Mechanisms of LncRNA
LncRNAs

Function

lncRNAs interacting with chromatin complexes
Fendrr
Differentiation of tissues derived from lateral mesoderm
HOTTIP
Homeotic gene activation at the homeobox (HOX)A locus
DBE-T
Epigenetic regulation of the facioscapulohumeral muscular dystrophy gene
Kcnq1ot1
Lineage-specific imprinting at the Kcnq1 locus
pRNA
CpG methylation of ribosomal RNA genes
Morrbid
Survival control of myeloid cells
Linc-Pint
Epigenetic regulation of p53 response
Chaer
Epigenetic regulator in the development of cardiac hypertrophy
PINC
Pregnancy-induced, regulates mammary epithelial differentiation
HOTAIR
Silencing of the HOXD locus
Braveheart
Activation of cardiovascular progenitor
ANRIL
Transcriptional silencing to control cellular senescence
lncRNAs as modulators of proteins and enzyme cofactors
NKILA
NF-κB inactivation by inhibition of IκB phosphorylation
lnc-DC
Regulate genes involved in dendritic cell differentiation
ncRNA-a
Enhancer-like functions on the neighbouring genes
CONCR
Involved in DNA replication and sister-chromatid cohesion
Lethe
Prevents DNA binding of the RelA subunit of NF-κB
lncRNAs binding DNA/RNA-binding proteins
linc-YY1
YY1-mediated regulation of myogenesis
RMST
Sex determining region Y-box 2-mediated regulation of pluripotency and neuronal differentiation
GAS5
Regulation of the glucocorticoid response
DINO
Regulation of the DNA-damage-induced p53 response
linc-p21
Repressor in p53-dependent transcriptional response
SAMMSON
Regulation of mitochondrial
LUNAR1
Enhancing of insulin-like growth factor 1 signalling
lncRNAs forming R-loops and triple helixes
TERRA
Maintenance of the telomeric structure
VIM-AS1
Promotion of transcriptional activation of the vimentin gene
COOLAIR
Negative regulation of flowering locus C expression and flowering
Khps1
Transcriptional activation of sphingosine kinase 1
MEG3
Transcriptional regulation of genes of the transforming growth factor-β pathway
lncRNAs in higher-order structures
Xist
X chromosome inactivation
Firre
Role in adipogenesis; mediates inter-chromosomal interactions
NEAT1
Nucleation of paraspeckles
MALAT1
Formation of nuclear speckles
lncRNAs acting as miR sponge
N-BLR
Sponge to miR-200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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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암에서의 lncRNAs
앞서 기술한 lncRNA에 대한 연구가 위암에서도 시도가 되
었고, 그 결과들이 다양한 논문에 게재되었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암에서 lncRNA에 대한 연구 보고는 2012년부터
시작되었고, 2015년부터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연구자의 분포
로 보면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연구자가 많
고, 이 중에서 중국의 연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연구결과들은 위암과 정상의 세포나 조직을 microarray나 RNA sequencing을 이용해서 분석하여 이상발현을 보
이는 lncRNA를 찾아내는 연구방법을 이용하거나, 혹은 다른
암에서 발현이상을 보인 lncRNA를 위암에서 검증하는 방식으
로 진행되었다. 2012년 H19 lncRNA가 위암 발생에 관여한다
46
는 연구가 보고되었고, 이 연구에서 H19의 이상발현은 세포
증식을 증가시키고, p53의 불활성화를 유도하였다. HOX transcript antisense intergenic RNA (HOTAIR)는 유방암에서 전
13
이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lncRNA로 보고가 되었다. 그
이후로 많은 암에서 암 전이나 암 발생에 관여하는 것이 추가
적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자의 연구에서도 HOTAIR의 이상발
현 증가는 위암세포의 증식을 증가시키고, apoptosis를 억제하
47
였다. 최근에는 TUSC7, MEG3, MALAT-1 등의 lncRNA가
위암의 증식, apoptosis, 침윤, 전이 등에 관여함이 보고되었
48-50
다.
위암에 관여하는 lncRNA의 기전은 다양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lncRNA의 밝혀진 기전이나 예상 기전이 모두 가
능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최근에는 lncRNA를 위암 진단이나 예측을 위한 바이오마커
51
로 활용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이 중 혈액을 이용한 연구
가 대다수이며, 최근의 연구에서는 비록 area under the curve

Fig. 2. Yearly status of lncRNA-related articles in gastric cancer
retrieved from Pubmed.

(AUC) 값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세 개의 다른 lncRNA를 이
용하였을 때에 AUC가 0.764로 기존의 바이오마커인 CEA,
51
CA19-9보다 우세한 결과를 보였다.

결

론

lncRNA는 다양한 암 발생의 기전에 관여하고 있다. 특히
lncRNA는 후성적(epigenetic) 기전에 관여함이 밝혀지고 있다.
위암의 발생에서 후성적 기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암에서 lncRNA의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
다. 위암에서 lncRNA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다양한 lncRNA
가 위암의 발생기전에 관여하고, 실제 환자의 조직에서 발현이
위암의 임상경과와 연관이 있다는 것들이다. 최근에 혈액에서
의 lncRNA 발현이 측정가능하고, 임상경과와 연관된다는 보고
가 조금씩 나오고 있으나 기대한 속도만큼 빠르지는 않다. 이를
종합해 볼 때에, lncRNA는 위암의 발생 기전에는 다양한 정도
로 관여하나, 이를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는
아직도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lncRNA 연구의 대부분이 진행된 위암의 예후를 예측하거나,
그 기전을 보는 것에 집중이 되어있어 소화기내과 의사와 연구
자들이 관심이 있는 조기 진단이나 발병 모델에 대해서는 연구
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고려할 때에 lncRNA를 이용해
서 소화기내과 영역 질환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화기
연관 질환을 다루는 학회에서 주도적으로 연구 진작을 위한 투
자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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