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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 noncoding RNA 예측을 위한 실험적-전산학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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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인간게놈프로젝트가 끝나고 인체 내에서 모든 생물
학적 기작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무산되었
고, 이는 곧 게놈 상의 모든 기능적 요소들을 찾으려
는 ENCOCE project [1] 으로 이어졌다. ENCODE
project는 junk DNA로 불리던 게놈 상의 서열들 대부
분이 실제로 전사가 되어 RNA로서 기능을 한다는 놀
라운 결과를 발표하였고 [2], 그 이후로 가히
non-coding RNA (ncRNA)의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ncRNA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졌다. MicroRNA, PIWI-interacting RNA를 비롯해
다양한 ncRNA의 종류가 밝혀져 연구가 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단백질 코딩 유전자와 유사한 성질을 가
지는 long non-coding RNA (lncRNA)에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lncRNA는 앞서 나열한 ncRNA와 다르게
200nt 이상의 긴 RNA로 분류되며, 단백질을 코딩하
는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RNA polymerase Ⅱ에 의해
전사되어 5’ cap과 3’ polyA tail을 갖는다 [3,4]. 기능
적으로는 비록 정확한 분자적 기작이 확인되지는 않
았지만, 많은 수의 lncRNA 들이 다른 유전자들의 전
사를 조절하거나, 다른 RNA들의 양을 조절하는 등의
조절인자 (regulator)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5].
이렇게 lncRNA가 직접 관여하는 생물학적 프로세스
는 매우 다양하며, 세포 주기, 세포 분화, 전사, 번역,
splicing, 그리고 후성유전체적 변화에 관여하고 있다
[6-10] (그림 1). 더불어 기능이 알려진 lncRNA들은
각종 질병과의 연관성을 보이며, 특히 암에 있어서는
단순한 연관성에 그치지 않고 바이오마커로 활용될
수 있음이 알려졌다 [11].
lncRNA의 생물학적 중요성과 시공간 및 세포주 특
이적으로 발현되는 성질 때문에 lncRNA를 동정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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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연구사업 (NRF-2013R1A1A1010185)와 농촌진흥청 연구사
업(세부과제번호: PJ01045303)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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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표 1). FANTOM project
[12]에서 full-length cDNA sequencing을 이용하여 미
보고된 많은 ncRNA를 보고하였고, 2000년 중반 들어
대규모 exon-array 또는 tiling-array 방식을 이용하여
많은 ncRNA를 발굴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에는 히
스톤 단백질의 메틸화 패턴을 그린 chromatin state
maps로 새로운 ncRNA 유전자를 대규모로 동정한 사
례가 있었다 [6]. 또한 lncRNA 역시 RNA polymerase
Ⅱ에 의해
전사되기 때문에, RNA polymerase의 occupancy도
lncRNA의 동정에 사용되었다 [13-15]. 그러나 RNA-seq
을 이용하면 고해상도의 전사 신호, exon-junction 정
보, 전사 방향 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이소체를 갖는 새로운 전사물을 찾아낼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에는 이를 이용한 동정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RNA-seq 기반 lncRNA 동정의

그림 1 lncRNA의 다양한 기능 [31]

표 1. lncRNA 데이터베이스 현황
Database
VEGA
NONCODE
LNCipedia

Version (year)
55 (2014)
4 (2013)
2.0 (2013)

lncRNA
13,349
95,135
32,183

Web Link
http://vega.sanger.ac.uk/index.html
http://www.noncode.org
http://www.lncipedia.org

일반적인 과정은 (1) 먼저 RNA-seq으로 전사체 재 구
성을 하여 얻은 전사물 모델들 중 알려지지 않은 새
로운 전사물을 분리해내고; (2) Ensembl이나 RefSeq
과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단백질 코딩 유
전자와 위치와 구조 등을 비교하여 알려진 유전자의
새로운 isoform 들을 제거한 후; (3) 발견된 전사물의
단백질 코딩 가능성 (coding potential)을 측정하여
lncRNA와 단백질 코딩 유전자를 분리해낸다. 결국 알
려지지 않은 전사물의 coding potential을 정확하게 예
측하는 것이 lncRNA 동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단순히 여러 세포주에서 lncRNA를
동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coding potential 예측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에 주력한 연구들도 다수 진행되었다.
본 리뷰 논문에서는 기계학습 기법을 적용한 다양한
lncRNA 분류 알고리즘들을 소개하며, 특히 ribosome
신호를 이용한 다양한 lncRNA 분류 기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2. lncRNA 동정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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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얼마나 다른지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1) 단백
질 코딩 유전자들의 ORF 길이; (2) ORF가 전체 전사
물에서 차지하는 비율; (3) 염기서열에서 각 염기가
차지하는 비율; (4) 사용되는 코돈의 빈도수; (5) 코돈
의 변이율 (codon substitution frequency); (6) 인접하는
코돈 쌍의 빈도수; (7) 전사물의 2차원적 구조 등의
분포를 미리 계산하여, 새로운 전사물에서의 각 수치
가 그 분포와 얼마나 다른지를 측정한다. 이 중, ORF
길이와 같은 몇몇 분류자들은 상당히 정확하게
lncRNA를 분리하는 강력한 분류자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그러나 기본적으로 분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성질만으로는 적절한 수준의 정확성에까지 도
달하지는 못하며, 따라서 여러 성질의 조합으로 최적의
해를 찾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구성을 필요로 한다.
lncRNA 분류를 위해 사용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support vector machine (SVM), random forest, logistic
regression 등의 여러 기계학습 방법이 존재하지만, 다
양한 regression 방법을 제공하는 kernel 개념의 도입 후
생명정보학 분야에서는 SVM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CPC (Coding Potential Calculator) [16]가

2.1 lncRNA 예측을 위한 다양한 연구 분류
전사물의 coding potential을 예측하는 데에는 그 시
점에서 알려진 전사물의 거의 모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전사물의 염기서열 정보와 유전체 상에서의 위
치, 그리고 다른 연구에서 제공되는 각종 전사체 데이
터도 적용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정보 보다는 여러 가지의 정보를 조합하여 사용하며,
선택하는 정보의 조합은 lncRNA 동정에 대한 접근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산학적인 접근 방식에
서는 전사물의 길이나 염기서열 자체, 진화적인 염기
변이, 코돈 사용률 등의 정보를 사용하여 확률적인
분류를 하며, 실험적인 접근 방식에서는 실험에서 얻
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번역율을 직접 계산한다.

2.2 전산학적 접근 방법
전산학적인 lncRNA 동정은 단백질 코딩 유전자들
의 일차원적인 성질들을 조사하여 이들의 분포가
lncRNA로 의심되는 전사물에서 구한 수치와 확률적

그림 2 lncRNA (GENCODE version 12) 와 단백질 코딩 유
전자 (Protein-coding gene, RefSeq 2013.09.09)
의 최장 ORF 길이의 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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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lncRNA를 동정한 연구 논문들
연구 논문
[18]
[19]
[20]
[21]
[22]
[23]

사용된 특질
Peptide length, amino acid composition, secondary structure content, and protein
alignment information
PhastCons score, ORF length, ORF proportion, frequencies of seven di- or trinucleotide sequences (GC, CT, TAG, TGT, ACG and TCG)
Length, S-score, length-percentage, score-distance, codon-bias
Sequence length, CPC, minimum free energy (MFE), frequency of three neighboring
bases, content G and C, frequency of a single base, MFE/length, MFE/GC-content
TE, inside versus outside, fraction length, disengagement score
Maximum length of ORF, ORF coverage (proportion), Fickett TESTCODE score,
hexamer score

널리 쓰이는데, 이 역시 전사물의 정보를 받아서 ‘nr’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서열 정렬 방식 (tBlastX)으로
얻은 결과를 SVM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한 단백질 코
딩 점수로 반환한다. 그러나 사용하는 ‘nr’ 데이터베
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새로운 단백질 코딩 유전자는
lncRNA로 잘못 분류되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코돈
의 변이율을 기반으로 coding potential을 예측하는
phlyoCSF [17]가 개발되어 lncRNA 예측에 적용되었
지만, 기본적으로 서열의 진화적 보존성에 기반 하기
때문에, 진화상에서 새롭게 도입된 단백질 유전자를
lncRNA로 분류하거나 잘 보존된 lncRNA를 단백질
코딩 유전자로 분류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전산학
적 접근법이 위와 같이 그 한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 비용이 적고, 많은 오류를 선 제거
할 수 있으며, 전사체 재구성에서 얻은 전사물의 기본
적인 주석 정보 이외에 별도의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
고 속도가 빠르다는 점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과 개
발이 되고 있다 (표 2).
2.3 실험적 접근 방법
실험적 접근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전사물의 분류
에 생물학적 중요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험
으로 생산된 데이터를 이용하면, 전사물이 실제로 세
포 안에서 어떤 단백질과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알 수 있다. 특히, 단백질 코딩 유전자라면
세포 안에서 반드시 ribosome이 결합하여 번역이 일
어나기 때문에 ribosome과의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한
분류 기준이 된다. Ribosome과 전사물의 연관성은 최
근 ribosome profiling 데이터, 또는 줄여서 Ribo-seq이
라고 불리는 프로토콜이 개발되면서 활용이 가능해졌
다 [24] (표 3). Ribo-seq은 cyclohexamide와 같은 약물
로 번역을 억제시킨 다음, cold condition에서 세포에
RNase를 처리 한 후 ribosome과 결합에 의해 분해되
지 않은 RNA 조각들을 클로닝하여 시퀀싱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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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학습 알고리즘
SVM
SVM
SVM
Genetic Algorithm and SVM
combined (GA-SVM)
Random Forest
Logistic Regression

그림 3 [25], [28]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로 Ribo-seq reads
의 5‘ 말단이 코돈의 첫 번째 염기에 집중적으로 나
타나는 현상을 관찰한 그래프
표 3 Ribo-seq 데이터를 사용하여 lncRNA 분류를 수행한
연구 논문들
연구 논문
[24]
[25]
[32]
[26]
[27]

사용된 특질
Ribosome association
Translation efficiency
Translation efficiency
Ribosome release score
ORF score

이 데이터를 유전체에 대응시키면 ribosome과 결합되
어 있던 부분을 알아낼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전사
물의 ribosome과의 결합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초
기에는 단순히 Ribo-seq에서 얻은 RPKM만을 측정에
사용했다 [24]. 그러나 곧 세포 내에서의 전사물의 발
현 정도에 따라 ribosome과의 결합 빈도가 달라지는
효과를 없애기 위해 RNA-seq에서 얻은 RPKM으로
보정하였고, 이를 번역 효율 (translation efficiency,
TE)로 사용하였다 [25]. 하지만 알려진 일부 ncRNA
들이 높은 TE 값을 가지는 것이 보고되었고, 특히 몇
몇 lncRNA들이 매우 높은 TE 값을 갖는 것으로 보여
[26-27], ribosome이 번역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전사물

에 결합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추후
의 연구에서는 좀 더 직접적인 번역의 신호를 알아내
기 위해 ribosome과의 연관성을 하나의 염기마다 개
별적으로 관찰하였다 [27]. 그 결과 단백질 코딩 유전
자에서는 ribosome과의 연관성이 3개 염기마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목격하고 이를 이용하여 coding
potential의 계산은 물론이고 짧은 ORF 까지 예측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3개 염기의 주기성은 이미
2010년에 관찰된 바 있으며 [28] (그림 3), ribosome이
번역을 진행할 때 보이는 3개의 염기로 이루어진 하
나의 코돈 단위의 움직임으로 보고되었다.
2.4 전망
현재까지 전산학적 방법으로 분류를 하였던
lncRNA는 대부분 유전자의 사이에 존재하는 long
intergenic ncRNA로서, 주변 유전자와의 구분이 용이
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lncRNA가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와 sense (long intervening ncRNAs), antisense
(antisense ncRNAs) 방향으로 겹쳐져서 존재하며, 심
지어 두 유전자의 exon이 겹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
다. 이러한 전사물은 전산학적 접근 방법에서 활용되
는 여러 특성들이 단백질 코딩 유전자와 유사하거나,
이를 공유하기 때문에 분리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
다. 이러한 한계점은 현존하는 실험적 접근 방법으로
도 완전하게 해소되지는 않는다. 현재로서는 적용 가
능한 실험 데이터가 ribosome과의 연관성 외에는 거
의 전무하지만, 단백질 코딩 유전자에 특이적인 상호
작용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새로운 분류자가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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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lncRNA를 주석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여
전히 잘못 주석된 부분도 존재하며 표준화된 workflow
도 정립되지 않았다. 실제로 발견 당시에는 lncRNA로 분
류되었지만 연구가 진행되면서 단백질을 코딩 유전자
로 밝혀진 전사물도 존재한다 [29-30]. 이러한 lncRNA
의 정확한 동정은 질병의 발생 기작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고, 해당 질병의 바이오마커 및 질병 치료제 타
깃 발굴을 위해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연
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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