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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age/polyadenylylation, export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intron을
미리 제거함으로써 DNA에 실린 유전정보를 mRNA의 형태로

진핵세포에서 단백질 유전자는 RNA polymerase II에 의해

전환하고 이를 여행 기간 동안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다른 용도

전사된다. 유전자 전사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첫 번째 단계

의 RNA와 구별하기 위해 mRNA 특징적인 tag (capping,

이면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프로모

poly(A) tail)을 붙여 놓고 ribosome 결합이 용이하도록 준비

터를 인지하여 Preinitiation complex (PIC)를 형성 하는데 만

를 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단계들은 RNA가 전사되어 만들어진

도 기초 전사 인자를 구성하는 단백질들이 100여 가지 이상 동

후 각 단계를 촉매하는 효소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원되니 PIC 형성 단계 (전사 개시, transcription initiation)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효소들이 직접 전사가 일어나는 부위에 위

전사의 유무를 결정하는 결정적 단계라 할 수 있으며 또 이를

치하여 전사와 동시에 모든 작업을 유기적으로 수행한다는 증

조절하는 많은 전사 활성 및 억제 인자들이 알려져 있다. 이렇

거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 (1, 2, 3). 이처럼 RNA 합성과 다

게 시작된 전사는 전사 진행단계 (transcription elongation)로

양한 RNA processing 작업을 coupling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RNA 합성이 시작된다. 크로마틴을 이동

은 RNA 전사를 수행하는 RNA polymerase II 그 자체이다.

하는 RNA polymerase II의 진행과 RNA 합성을 조절하는 많

본 원고에서는 유전자 발현의 한가운데에서 RNA 합성과 RNA

은 elongation factor들과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단계이다.

processing을 조절하는 RNA polymerase II의 역할과 그 예에

유전자의 coding region을 모두 RNA로 전사한 RNA poly-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merase II는 일정 지역에서 DNA로부터 떨어져 나와 전사를 종
결 (transcription termination) 한 뒤 다시 프로모터로 진입하

본론

여 전사를 반복한다.
DNA의 유전정보는 mRNA의 형태로 전환되어 실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세포질로 이동하는데, 최초 합성된 RNA는 최
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다양한 공정작업 (mRNA processing)을 거친다. RNA 5’ capping, splicing, 3’ cleav-

RNA polymerase II carboxy terminal domain (CTD)
RNA polymerase II는 다른 종류의 RNA를 합성하는 RNA
polymerase I, III, 또는 박테리아의 RNA polymerase와 기본
적으로 유사한 subunit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다른 polyme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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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다른 단백질에는 전혀 없는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 즉, 12

다는 것은 그 만큼 여러 종류의 단백질 partner와 결합할 수 있

개의 subunit 중 Rpb1의 C 말단 부위에‘Y1-S2-P3-T4-S5-

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합에 의해 새로운 안정된 구조를

P6-S7’라는 heptapeptide가 여러번 반복되는 C-terminal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2-3 repeat을 갖는 pep-

4,5

domain (CTD)라는 부위가 그것이다 (그림 1) . 이 hep-

tide를 이용하여 CTD와 Pin1, Ceg1, Pcf11등과의 복합체 구

tapeptide는 사람의 경우 52회, yeast의 경우 26-27회 반복되

조가 결정되었으나 특이하게도 이러한 구조에 나타나는 CTD의

고 있으며 CTD가 절단된 돌연변이는 생존할 수 없으므로 생명

구조가 모두 동일하지 않다16,17,18.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현상에 필수적인 부위이다. yeast의 경우 최소한 8 copy는 생

RNA polymerase II active site에서 RNA가 합성되어 밖으로

6,7

존에 필수적이다 . yeast에서 다양한 길이를 갖는 CTD mutant

빠져나오는 출구 쪽에 CTD가 위치한다는 사실로 이것은 RNA

가 제조되어 CTD의 역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processing에서의 CTD 역할을 추측해 볼 수 있다10.

Yeast conditional CTD mutant 분석에 의하면 CTD는 in vivo

세포에서 분리한 RNA polymerase II는 SDS-polyacrylamide

에서 전사 활성을 조절하거나 RNA 대사에 관계하는 반면 in

gel 상에서 두 가지 형태로 얻어진다4,5. 즉 CTD가 인산화 되

vitro reconstituted transcription system에서는 RNA 합성(전

어 있는 형태 (pol IIo)와 인산화 되어 있지 않는 형태(pol IIa)

8,9

이다. CTD heptapeptide YSPTSPS 중 두 번째 S(S2)와 5번

사) 그 자체에는 꼭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CTD는 어떤 구조를 갖을까? Kornberg의 yeast RNA poly-

째 S(S5)에 집중적으로 인산화 되어 있는 것이 pol IIo 이다.

merase II의 X-ray 결정구조에서 CTD는 보이지 않는다10,11.

CTD의 인산화 형태는 RNA polymerase II의 전사 주기와 밀

일정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반복

접한 관계가 있다. 즉, 전사를 개시하기 위해 promoter에 진입

부위를 펼쳤을 경우 ~650Å의 길이에 이를 것이나 실제로 solu-

하는 polymerase는 CTD가 인산화 되어 있지 않으며 전사를

tion 상태에서 이처럼 완전히 펼쳐져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

진행 중인 polymerase는 CTD가 다량 인산화 되어 있다. 그 인

된다 (RNA polymerase II의 직경은 ~150Å)10,12. 초기 NMR

산화 위치는 더욱 세분된다 (그림 2). RNA polymerase II가

연구에 의하면 heptapeptide repeat 내에서 β-turn 구조가 관찰

전사 개시 후 전사 진행 단계에 진입하기 시작할 때 S5가 인산

되므로 이를 토대로 repeat 1개 또는 2개당 1개의 β-turn 을 고

화 되고 유전자 coding region의 RNA 합성을 진행하면서 이

려 할 경우 좀 더 뭉쳐진 구조를 (~100Å) 예상 할 수 있으며

어 S2의 인산화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S2와 S5가 동시에 인산

13,14,15

.

화 되어 있는 polymerase는 S5를 탈인산화 시키는 효소에 의

즉, CTD의 serine이 인산화 되므로 인산화된 CTD는 좀 더 펼

이 또한 CTD의 공유 변형에 따라 바뀔 수 있을 것이다

해 S5 인산화 수준이 감소하는 것과 동시에 S2의 인산화는 계

쳐진 구조를 갖을 수 있을 것이다. 일정한 형태를 갖고 있지 않

속 증가한다. 하지만 이 또한 S2 탈인산화 효소에 의해 balance
를 이루다가 유전자의 3‘ processing region
을 지나면서 peak를 이루었던 S2의 탈인산
화가 이루어지고 전사가 종결된다. 전사 종
결 (termination) 후 재전사를 하는 polymerase의 경우 CTD가 전혀 인산화 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완전 S2, S5 탈인산화
가 polymerase로 하여금 두 번째 전사를 진
행할 수 있도록 한다 (CTD 회로)19,20.
각 전사 단계별 특징적 CTD의 패턴은 S2

그림 1. RNA polymerase II CTD
Kornberg 그룹에서 발표한 RNA polymerase II와 extended CTD. YSPTSPS의 반
복으로 이루어진 CTD는 세포 내에서 여러 단백질 인자와 결합할 수 있다. (adapted
from Cramer et al. 2001, referenc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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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S5의 인산화가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CTD의 인산화 위치,
인산화 정도는 CTD와 상호결합 하는 다른
단백질에 대한 결합 신호로 작용하여 각 전

전사인자로 10여개의 subunit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Kin28/Ccl1이 각각 kinase/cyclin pair를 이룬다23. 종 간에 보
존이 잘 이루어져 있어 인간 TFIIH의 Cdk7/cyclinH 가 같은
역할을 수행 한다. Kin28(Cdk7)은 프로모터에서 전사개시 복
합체 형성 후 CTD의 S5를 인산화시켜 전사 진행 단계로의 이
행을 도와준다24,25. S5가 인산화됨으로써 전사 개시 복합체내의
결합을 약화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in vitro와 in vivo
결과에 의하면 TFIIH의 CTD 인산화 기능은 RNA 합성 자체
에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CTD나 Kin28 자체는 essential
하지만 인산화 활성이 저해된 Kin28 (in vivo) 또는 CTD가 절
단된 RNA polymerase (in vitro)도 RNA 합성 능력은 있다
그림 2. CTD 회로
전사 시작, 진행, 종결 과정을 거치는 동안 CTD는 YSPTSPS의
S2와 S5가 역동적으로 인산화된다.

26,8

. Kin28에 의한 CTD 인산화 기능은 RNA 합성 이외의 기

능에 필요한 데 그것이 다음에 소개될 capping 효소의 recruitment 기능이다.

사 단계별로 서로 다른 단백질들이 역동적으로 recruit되어 기

TFIIH의 Kin28(Cdk7)외에 S5를 인산화시키는 효소가

능을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러한 신호로 작용하기 위해

Srb10/Srb11, kinase/cyclin pair이다. Srb10은 원래 RNA poly-

필요한 CTD 인산화 repeat의 수, CTD 내에서의 인산화 repeat

merase II holoenzyme의 구성성분으로 mediator라는 단백질

의 분포에 대한 정보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한 가지 중요한

complex의 일부이며 CTD의 S5를 인산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실험적 한계는 현재로선 CTD의 인산화 여부를 각 serine의 인

하지만 TFIIH와는 그 기능이 확연히 구별되는데 그 이유중의

산화 epitope을 인지하는 단일 항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가 Srb10은 TFIIH와 달리 polymerase가 전사 개시 복합

즉 S2와 S5의 인산화를 우선적으로 인지하는 단일 항체를 사

체를 형성하기 전에 CTD를 인산화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하는데, 이 항체가 인지하는 epitope가 주변 환경에 따라 다

27,28

른 반응성을 보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제하는 기능이 있다. 또한 CTD외에 Gal4등 전사 활성인자와

역동적 인산화 패턴은 여기에 관계하는 여러 인산화, 탈인산

. 결과적으로 프로모터 진입을 방해하여 유전자 발현을 억

같은 다양한 단백질을 기질로 사용한다29,30.

화 효소의 역동적 상호 작용에 의한 결과이다. 즉 인산화 효소

CTD의 S2를 인산화 시키는 대표적 효소는 yeast CTDK1

및 탈인산화 효소의 기질 특이성과 작용시기에 따라 결정된다.

복합체의 Ctk1 kinase이다31,32. Ctk1은 Ctk2, Ctk3와 결합을

이러한 특이적 CTD 인산화 패턴은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단백

하고 있어 전형적인 two component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

질에 대한 결합 신호로 작용한다. 따라서 CTD의 인산화 패턴

Ctk1이 결손된 세포에서는 CTD의 S2의 인산화가 감소해 있다

에 의해 여러 핵 내 대사의 coupling이 결정되므로 CTD의 인

31

21

. in vitro에서는 Ctk1이 S2 또는 S5가 이미 인산화 되어 있

산화 패턴을“CTD code”라고 한다 . 이제, CTD code를 결

는 CTD pepetide 기질을 선호하여 S2 또는 S5를 인산화 시키

정하는 단백질들(인산화, 탈인산화 효소)과 CTD code를 해독

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33. CTD의 인산화 회로에서 S5 인산화

하는 단백질 (CTD 결합 인자)들에 대한 소개로 이어지겠다.

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에 S2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Ctk1
은 S5가 인산화 되어 있는 CTD에 결합하여 S2를 인산화시키

CTD 인산화 효소/ 탈인산화 효소
CTD를 인산화시키는 효소들은 대부분 cyclin-dependent
kinase (Cdk) family에 속하는 단백질들로 인산화 활성을 갖는
22
kinase와 이를 조절하는 cyclin 인자로 구성되어 있다 . S5를
인산화시키는 대표적 인산화 효소는 TFIIH이다. TFIIH는 기초

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Ctk1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
이 고등 진핵 생물의 P-TEFb의 Cdk9/cyclin T pair이다34. PTEFb는 HIV1의 Tat에 의한 유전자 발현에 필수적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즉 HIV TAR에 recruit된 Tat은 표적 유전자
의 전사 활성 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Tat의 기능 중 한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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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진행을 활성화시키는 P-TEFb를 recruit하는 것이다. P-

CTD의 S2와 S5의 인산화를 조절한다. 또한 다른 여러 인자들

TEFb는 여기서 CTD를 인산화시킴으로써 전사초기 arrest를 극

과의 상호결합에 의해 효소 활성과 특이성이 조절되고 있으니

35,36

. P-TEFb의

매우 다양한 조절 작동 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의

경우, S2를 인산화 시키며 Tat와의 결합에 의해 기질 특이성이

활성과 그 조절 기전, 또 그 외 다른 여러 후보 인산화/탈인산

복하고 RNA 합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준다
37

S5 쪽으로 변한다는 보고가 있다 .

화 인자들에 대한 많은 연구가 기대되는 이유이다.

CTD 탈인산화 효소로는 yeast와 인간에서 Fcp1이 알려져
있고 최근 들어 새로운 CTD 탈인산화 효소도 보고되고 있다
31,38

. Fcp1은 small molecule phosphotransferase & phos-

phohydrolase family에 속하는 단백질로 탈인산화 활성 도메인
(ΨΨΨDXDX(T/V)ΨΨ, Ψ=hydrophobic residue)을 갖고 있
다40. 특이하게도 기초 전사 인자인 TFIIF와 TFIIH에 의해 탈
인산화 활성이 조절된다. in vivo에서 Fcp1이 결손되면 유전자
의 coding region에서 S2 인산화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Ctk1
과 상보적인 활성으로 S2를 탈인산화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31.
Fcp1의 또 다른 중요한 활성은 전사 종결 동안 또는 종결 후
DNA에서 분리되어 또 다른 전사주기를 개시하기 전에 CTD를
완전 탈인산화 시키는 것이다40,41.
최근에는 yeast에서 Ssu72가 CTD S5 특이적인 탈인산화 기
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2. Ssu72는 RNA 3’processing
복합체와 결합하고 있어 전사 후기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러나 Ssu72의 mutation이 전사 개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Ssu72는 전사 개시와 종결단계 모두에서 역할을
한다. 사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전사 개시와 종결이 DNA loop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모델이 제시
되었다. 즉, 이 모델에 의하면 Ssu72가 전사 개시와 초기 전사
진행단계 및 종결에 동시에 작용하는데 초기에는 S5의 탈인산
화를 촉진하여 전사 진행단계의 이행을 돕고 후기에는 역시 잔

mRNA 5’과 3’Processing
CTD S5 인산화는 상대적으로 전사 진행 초기에, S2 인산화
는 상대적으로 전사 중간 및 후기에 많이 이루어진다45. 중간단
계 어느 시점에는 아마도 S2와 S5가 비슷한 수준으로 인산화
되어있는 polymerase도 존재할 것이다. CTD serine 인산화는
어떤 기능이 있는 것일까? 인산화된 CTD는 이를 인지하는 여
러 단백질들과 결합함으로써 전사와 그들이 관계하는 핵 내의
여러 대사를 연결시키는 연결 고리 기능이 있다. 여기서 CTD
는 이러한 coupling 작업을 위한 단백질들의 결합 발판으로 작
용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 예가 전사 초기단계에서 S5 인산화
에 의한 RNA 5’capping 반응과 전사 후기 단계에서 S2 인
산화에 의한 RNA 3’processing 이다.
RNA polymerase II에 의해 전사되는 RNA는 핵 밖으로 이
동하기 전까지 특이적 processing 과정을 거쳐 성숙된 mRNA
로 전환된다. 그 중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5’capping 반응
이다. 5’capping은 먼저 RNA 5’-triphophatase (Cet1)에 의
해 최초 합성된 RNA의 5’끝에서 탈인산화가 일어나고 guanylyltransferase (Ceg1)에 의해 GMP moiety가 5’-5’방향으로
연결된 뒤 guanine-7 methyltransferase (Abd1)에 의해 G7 또
는 1, 2 번째 RNA에 메틸화가 이루어지는 반응이다 (그림
3A)46.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는 exonuclease로부터 저항성을 갖

존하는 S5의 완전 탈인산화를 이루어 전사 종결이 즉각적으로
전사 개시로 연계될 수 있게 polymerase 재활용(polymerase
recycling)을 촉매한다는 것이다42. S5 탈인산화 효소로 보고된
또 다른 효소가 small CTD phosphatase (SCP) 이다43. SCP
는 S5를 탈인산화 시키며 이러한 효소 활성은 유전자 전사를
억제 하는 기능이 있다44. 이러한 기능은 Srb10이 전사 개시전
S5를 인산화시켜 전사 억제제로 작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SCP
는 전사 초기에 S5의 탈인산화를 유도하여 더 이상의 전사 이
행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CTD 인산화, 탈인산화 효소들은 in vivo에서
특이적인 기질 특이성을 갖고 공간적 시간적으로 서로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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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apping 반응

(또는 CstF, CPSF, CFIm, CFIIm) 등이 RNA를 절단하여 3’
-OH가 드러나면 여기에 polyA polymerase가 결합하여 약 200
여개의 A를 연결하여 poly(A) 꼬리를 형성하는 반응이다.
Poly(A)의 역할은 아직 확실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cap 구
조처럼 일부 mRNA에서 nuclease로부터 RNA를 보호하는 기
능이 있다. RNA capping 반응과 달리 3’processing은 이 반
응을 촉매하는 machinery 들이 결합하는 consensus 염기 서열
이 RNA 자체에 있어 CTD가 아니더라도 polymerase II 특이
성을 설명할 수 있다. 즉 전사기구와 상관없이 RNA에 직접 결
그림 4. CTD 인산화에 의한 Capping enzyme recruitment 모델

합하여 반응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capping 과 마
찬가지로 효율적인 3’processing은 CTD와 coupling을 통해

게 되어 유전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CBP 등에

서 이루어진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50,51,52. 즉, Drosophi-

의해 인지되어 export 및 ribosome 결합을 촉진하는 등 그 이

la의 P-TEFb Cdk9 이 결손되면 S2 인산화 감소를 초래함과

후 일어나는 전반적 RNA 대사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동시에 polyadenylation defect를 보인다53. CTD의 인산화, 특

초기 두 반응, RNA 5’-triphophatase 와 guanylyltransferase

히 S2 인산화가 RNA의 downstream processing 기능과 밀접

반응을 capping 반응이라고 하고 이를 촉매하는 효소가 cap-

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3’processing

ping enzyme이다. yeast의 경우 각각 CET1과 CEG1에 의해

machinery의 한 subunit인 Pcf11은 인산화된 CTD에 우선적

만들어 지며 고등 진핵생물인 경우 두 효소 활성을 갖는 한 개

으로 결합하며 S2를 인산화 시키는 Ctk1이 결손될 경우, 3’

의 polypeptide로 만들어 진다 (그림 3B)47. Ceg1은 CTD의

processing 인자들이 유전자의 3’에서 recruit되는 것과 RNA

S5 인산화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능력이 있다. 즉 프로모터에

poly(A) 위치를 결정하는데 이상을 초래하게 된다20,51. 이러한

서 전사개시 복합체 형성 후 전사 진행단계로 접어들 때 전사

특성은 RNA polymerase II의 CTD가 전사 후기로 접어들수

개시 복합체의 한 구성성분인 TFIIH의 Kin28 (Cdk7)에 의해

록 S2 인산화가 증가하며 이러한 S2 인산화가 3’polyadeny-

CTD의 S5가 인산화 되면 이를 신호로 capping enzyme이 여

lation 위치를 지난 후에 급속히 떨어지는 것과도 상관관계가

기에 결합한다. RNA 합성이 시작되어 RNA가 길어지면 RNA

있다46,54.

출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capping enzyme에 의해 5’capping
이 일어난다 (그림 4)

48,49

. 이러한 모델은 RNA polymerase II

위의 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TD의 인산화는 이를 인지
하는 RNA processing 기구들에 의해 RNA 합성과 RNA 5’

에 의해 전사된 RNA 산물만이 선택적으로 capping이 일어나

및 3’processing을 전사와 동시에 유기적 상관관계로 일어날

며 RNA chain의 길이가 20-30 nucleotides 정도로 길어졌을

수 있게 연결시키는 coupling 기능이 있다. 즉 완성된 mRNA

때 (RNA polymerase의 표면에 노출되는 시점과 유사) capping

는 전사와 RNA processing이 각각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이 일어난다는 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참고로 in vitro에서

아니라 거의 동시에 핵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총체적 시스템

capping enzyme이 RNA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RNA를 cap-

을 통하는 것이다.

ping 반응의 기질로 사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in vivo에서만
관찰되는 polymerase II 특이적 capping이 S5 인산화에 의한

결론

전사 복합체의 직접적 결합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전사 초기에 capping이 이루어진 RNA는 전사 진행을 촉진

“Histone code”모델에 의하면 DNA와 결합하고 있는 히스

하여 RNA chain이 길어진다. RNA는 coding region을 지나

톤 단백질의 N-말단 부위는 다양한 공유 결합에 의해 변형되며

면서 3’processing 신호를 인지하여 3’cleavage/polyadeny-

이러한 고유 변형을 특이적으로 인지 할 수 있는 여러 단백질

lation 이 일어난다. 3’processing은 먼저 CF1A, CF1B, CPF

들이 여기에 결합하여 표적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한다.“C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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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모델도 이와 마찬가지로 CTD의 인산화가 이 패턴을 인
지하는 여러 인자들이 결합할 수 있는 platform으로 작용하여
전사와 핵 내 여러 대사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설
명해 주고 있다. CTD내에 heptapeptide repeat이 여러 번 반

10.

복 되므로 S2, S5의 인산화 뿐만 아니라 이들간의 조합, 인산
화 정도, 인산화된 repeat 부위에 따라 더욱 복잡하게 조절될

11.

것이다. 그렇다면 RNA polymerase II는 단순히 유전자 정보
를 RNA로 전환하는 전사 기능 외에 CTD를 통하여 RNA processing 기능에도 직접 관계한다. 따라서 CTD를 갖는 RNA
polymerase II는 유전자 발현을 총 지휘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

12.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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