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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관상용으로 잘 알려진 코이(Koi)라는 물고기는 매우 특

이한 형질을 가지고 있다. 실내에 있는 작은 어항에서 키

우면 약 5~8cm까지 자라고, 조금 더 큰 수족관에서 키우

게 되면 약 25cm까지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강에서는 약 1m이상의 크기로 자라게 된다. 또한 최근 많

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줄기세포의 경우, 하나의 세포가 서

로 다른 자극이나 환경변화에 의해 다양한 형태 및 기능을

가진 세포들로 분화하게 된다. 코이라는 물고기와 줄기세

포는 각각 동일한 DNA 염기서열을 가지고 있지만 자라는

환경의 변화 혹은 외부 자극에 의해 다른 형태 및 기능을

가진 개체 및 세포들로 변화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DNA

염기서열로 이루어진 유전자의 기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후성유전학(Epigenetics)이란 앞서 언급한 예와 같

이 DNA 염기서열과는 상관없이 나타나는 유전자 발현 조

절, 그로 인한 세포의 형태 및 기능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

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그 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

만 후성유전학에서 주로 연구되고 있는 분야는 크게 두 가

지로 나눌 수 있다. DNA methylation과 같이 DNA 자체에

나타나는 변형, 그리고 DNA가 둘러싸고 있는 히스톤 단

백질의 변형이다. DNA methylation은 주로 유전자 발현

억제와 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히스톤 변형은 그 위치

와 형태에 따라 유전자 발현 조절에서 매우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핵세포의 DNA는 히스톤 단백질들과 함께 크로마틴

구조를 형성한다. 이 크로마틴 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는 약 146bp의 DNA와 히스톤 단백질들로 구성된 뉴클레

오좀으로 알려져 있다. 뉴클레오좀을 구성하는 히스톤 단

백질에는 히스톤 H2A, H2B, H3 그리고 H4가 있으며,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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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히스톤 단백질이 모여 히스톤 octamer를 형성한다 (1).

히스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을 살펴보면 약 20%

이상이 Lysine이나 Arginine으로 이루어져 있고, DNA와

이들 아미노산과의 결합에 의해 매우 안정한 뉴클레오좀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크로마틴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길이가 긴 DNA를 크기가 작은 핵 내로 패키징하

는 것이다. 인간 DNA의 길이가 약 2m이지만 인간 세포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약 100㎛이하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크로마틴 구조는 길이가 긴 DNA를 크기가 매우 작은 핵

내로 패키징하여 안정한 상태로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크로마틴 구조의 또 다른 기능으로는 DNA 상에서 일어

나는 전사나 복제를 조절하는 것이다 (1,  2). DNA가 히스

톤 단백질에 감겨 있는 경우 RNA polymerase에 의한 전

사가 억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RNA

polymerase에 의해 전사가 일어나는 동안 유전자로부터

히스톤 단백질들이 빠르게 제거되고 RNA polymerase가

지나간 자리에는 히스톤 단백질들이 다시 삽입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전사가 활발히 일어나는 유전자의 경우 상대

적으로 적은 양의 뉴클레오좀이 존재하며 이와 반대로 전

사가 억제되어 있는 유전자의 경우 많은 양의 히스톤 단백

질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히스톤 단백질의 제

거 및 삽입은 히스톤 단백질에 나타나는 acetylation,

methylation, phosphorylation, ubiquitination 등과 같은

다양한 변형에 의해 조절된다. 각 변형들은 서로 다른 기

전을 통해 크로마틴 구조를 변화시켜 유전자 발현을 조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4) (그림 1). 특히 히스톤

acetylation은 DNA와 히스톤 단백질 사이의 결합력을 감

소시켜 유전자 발현의 활성화을 유도한다. 히스톤

methylation은 크로마틴 구조를 직접 변화시키지는 않지

만 히스톤 acetylation을 조절하는 acetyltransferase나

deacetylase들의 binding site로 작용함으로써 크로마틴

구조를 변화시킨다. 또한 히스톤 ubiquitination은 히스톤

methylation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4-6).

본지에서는 다양한 히스톤 변형 중 RNA polymerase에

의해 전사가 일어나는 동안 나타나는 히스톤

methylation(co-transcriptional methylation)과 유전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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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다양한 히스톤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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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조절기전에 대한 연구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본론

2-1. 히스톤 methylation/demethylation

히스톤 methylation은 주로 lysine이나 arginine 잔기에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히

스톤 단백질들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약 20% 이상이

lysine과 arginine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하나의 lysine

잔기의 경우, mono, di, 그리고 tri-methylation 형태로 존

재할 수 있기 때문에 세포 내에서 히스톤 methylation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히스톤 methylation은 유전자 발현과 매우 접한 연관성

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히스톤 H3 K4 methylation과

H3 K36 methylation은 유전자 발현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유전자들에서 높게 나타나며, 이와 반대로 H3 K9

methylation, H3 K27 methylation, 그리고 히스톤 H4 K20

methylation들은 유전자 발현이 억제되어 있는 부위에서

높게 나타난다 (4). 또한 동일한 lysine 잔기의 methylation

이라고 하더라도 mono, di, 혹은 trimethylation은

genome 전체에 서로 다른 위치에 분포하고 있으며, 그 기

능 또한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히스톤 methylation은

비가역적인 반응으로 생각되어져 왔다. 그러나 2005년에

histone H3 K4의 methyl group을 제거할 수 있는

LSD1(Lysine Specific Demethylase 1)이라는 단백질이 처

음으로 분리되었고, 최근 들어 Jmjc domain을 가진 많은

단백질들이 histone demethylase 활성이 있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 (7, 8). 따라서 히스톤 methylation은 특정 히스

톤 methyltransferase와 히스톤 demethylase간의 상호작

용을 통해 조절되는 매우 dynamic한 변형으로 생각되고

있다. 

2-2. 히스톤 methylation의 기능

히스톤 methylation은 RNA polymerase에 의한 전사 조

절 이외에 X-chromosome inactivation, heterochromatin

formation, DNA repair 그리고 gene silencing등 다양한

세포 내 대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히스톤

methylation은 크로마틴 구조를 직접 변화시키지 않으나

다양한 활성을 가진 단백질들이 결합할 수 있는 binding

site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발표된 많은 논문들

에서 chromodomain, tudor domain, PHD finger, 혹은

WD-40 repeat domain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들이 히스톤

methylation에 직접 결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5). 이러한 domain을 가진 단백질들은 일반적으로 히스

톤 acetyltransferase, 히스톤 deacetylase, 혹은 크로마틴

리모델링에 관여하는 효소들과 결합하여 단백질 복합체를

형성하게 된다 (4) (그림 2). 따라서 히스톤 methylation은

히스톤 변형이나 크로마틴 리모델링에 관여하는 단백질들

을 recruit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히스톤 변형 및 크

로마틴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전사 조절을 포함한 다양

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3. H3 K4 methylation 조절및그기능

Co-transcriptional methylation인 H3 K4 methylation은

히스톤 methylation과 유전자 발현 조절▶▶▶

그림 2. 히스톤 methylation에 결합하는 단백질



생화학분자생물학회소식·4월호70

Set1 methyltransferase에 의해 유도된다. Set1 단백질은

RNA polymerase와 직접 결합하여 전사가 일어나는 동안

유전자 내 특정위치에 methylation을 유도한다. 특히,

RNA polymerase의 가장 큰 subunit인 Rpb1 단백질은 전

사가 일어나는 동안 다양한 인산화가 일어나는데

promoter 부위에서 높게 나타나는 serine 5 인산화에 Set1

단백질이 직접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H3

K4 trimethylation은 유전자의 promoter 부분에서 높게 나

타나게 된다. 하지만 이와 달리 H3 K4 dimethylation은 유

전자의 5' end에서 그리고 H3 K4 monomethylation은 유

전자의 3' end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

그러나 어떤 기전에 의해 이러한 분포가 나타나는지에 대

해서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Promoter에서 높게 나타나는 H3 K4 trimethylation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히스톤 acetyltransferase(NuA3,

SAGA, NuA4 히스톤 acetyltransferase)들을 recruit함으로

써 히스톤 acetylation을 촉진시키며 유전자 발현의 활성

화에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이와 반대로

유전자의 5́ 부분에서 높게 나타나는 H3 K4 dimethylation

은 히스톤 deacetylase(Set3, HDAC3 히스톤 deacetylase)

를 recruit하여 히스톤 deacetylation을 유도하고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3). 

H3 K4 monomethylation의 기능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지지 않았으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전자 발현조절

에 중요한 enhancer 부위에서 H3 K4 monomethylation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H3 K4

monomethylation은 enhancer의 기능 조절을 통해 유전

자 발현에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4. H3 K36 methylation 조절및그기능

H3 K36 methylation에 관여하는 Set2 methyltransferase

도 RNA polymerase와 직접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그러나 Set1과 달리 Set2는 Rpb1의 인산화 중 유전자

의 3́ end에서 높게 나타나는 serine 2 인산화에 직접 결

합한다 (10). 따라서 Set2에 의한 H3 K36 methylation은

일반적으로 유전자의 3́ end에서 높게 나타난다. 

현재까지 알려진 H3 K36 methylation의 기능 중 하나는

Rpd3라는 히스톤 deacetylase를 recruit하여 유전자의 3́

end에서 acetylation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Rpd3

deacetylase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단백질 복합체에 속해

TiBMBTiB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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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히스톤 H3 K4와 K36 methylaiton에 의한 히스톤 acetylation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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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Rpd3 small 복합체(Rpd3S)는 Ume1, Eaf3, Rco1,

그리고 Sin3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달리

Rpd3 large 복합체(Rpd3L)는 약 10개의 단백질을 포함하

며 일반적으로 유전자의 promoter부분을 deacetylation

시켜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11). Rpd3

small 복합체의 Eaf3 단백질은 chromodomain을 통해 H3

K36 methylation을 인식한다. 또한 Rco1 단백질은 뉴클레

오좀에 결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PHD finger

domain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Eaf3와 Rco1 단백질이

Rpd3 small 복합체를 recruit하여 유전자의 3́ end에 있

는 히스톤들을 deacetylation시키게 된다 (12) (그림 3).

Set2-Rpd3 small 복합체는 coding region의 acetylation을

감소시켜 전사 단계 중 elongation을 억제한다. 또 다른 기

능으로는 RNA polymerase에 의한 cryptic initiation을 억

제하는 것이다. 많은 유전자들이 알려진 promoter 이외에

유전자 내부에 RNA polymerase가 결합하여 전사를 개시

할 수 있는 cryptic promoter를 가지고 있다. Rpd3 small

복합체는 coding region에서 히스톤 deacetylation을 유도

하여 cryptic promoter로부터 전사 개시를 억제하는 역할

을 한다 (12-14).

이외에도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H3 K36 methylation

에는 다양한 전사인자들이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splicing에 관여하는 단백질들이 H3 K36

methylation에 결합하여 splicing 효율을 조절하기도 하

며, 또한 전사 단계 중 elongation에 관여하는 Spt6 같은

단백질이 결합하여 elongation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5. non-coding RNA 전사와히스톤methylation

최근 많은 genome wide transcripts 분석을 통해 다양한

non-coding RNA(ncRNA)의 존재가 밝혀졌다. ncRNA는

miRNA를 포함한 비교적 길이가 짧은 RNA들과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long ncRNA로 분류된다. 인간의 경우

약 90% 정도의 genomic DNA에서 전사가 일어나지만 그

중에서 약 2%만이 단백질을 coding하는 mRNA로 알려져

있다 (15). 따라서 대부분의 RNA는 ncRNA이며 많은 연구

자들이 ncRNA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효모에서도 1000개 이상의 long ncRNA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 60% 이상의 ncRNA가 mRNA와

overlap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ncRNA를 포함하

는 유전자들 중 상당수가 특정 환경에서 그 발현이 증가되

는 inducible 유전자로 ncRNA가 이러한 유전자의 발현 조

절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17). 

ncRNA에 의한 유전자 발현 조절 기전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되어진다. 첫째로, ncRNA 자체가 직접 유전자 발현

조절에 관여하는 것이다. ncRNA는 다양한 크로마틴 인자

들과 직접 결합하여 genome상의 특정위치로 targeting하

거나 이와 반대로 DNA 결합 단백질들이 DNA에 결합하는

것을 억제하기도 한다 (15, 18, 19). 이 경우 ncRNA는 매

우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한 핵 내에 지속

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둘째로, ncRNA가 전사되는 동안

나타나는 다양한 히스톤 변형, 특히 히스톤 methylation에

의한 것이다. 많은 ncRNA가 유전자와 overlap이 되어 있

는데, ncRNA 전사가 일어나는 동안 유전자의 promoter부

위에 히스톤 변형이 변화되고 그로 인해 target 유전자의

발현이 조절된다 (20, 21). 이러한 기전은 ncRNA의 안정

성과 존재하는 위치에 상관없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히스톤 methylation은 다양한 활

성을 가진 단백질들이 결합할 수 있는 binding site로 작용

한다. 특히, 유전자 발현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히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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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tylation을 조절하는 단백질들, 그리고 크로마틴 리모

델링에 관여하는 단백질들이 히스톤 methylation에 결합

함으로써 유전자 발현을 활성화시키거나 억제하게 된다.

이와 같이 히스톤 변형과 유전자 발현 조절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최근까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히스

톤 변형에 관여하는 많은 단백질들이 특정 유전자들의 발

현을 억제하거나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

고되었다. 그러나 최근 발달된 기술을 이용하여 genome

전체의 유전자 발현을 비교한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예상

과는 달리 이러한 단백질들이 몇몇 알려진 유전자들 이외

에 다른 많은 유전자들의 발현 조절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따라서 크로마틴 구조 및 변형에 관여하는 단백질들은

유전자 발현 조절에 있어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매우 특

이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까지 전사 조절 연구에서는 대부분 steady-state 조건에서

그 발현 변화를 조사하 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서 크로

마틴 구조 및 변형에 관여하는 단백질들이 유전자 발현에

큰 향이 없기 때문에 좀 더 dynamic한 조건에서 유전자

발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최

근 결과에 따르면 H3 K4 methylation에 관여하는 Set1, 그

리고 H3 K4 dimethylation에 결합하는 Set3 히스톤

deacetylase 복합체는 유전자 발현이 dynamic하게 변하는

조건에서 특이적으로 유전자 발현 속도를 조절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0, 23, 24). 또한

최근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다양한 크로마틴 인

자들은 줄기세포의 자가증식에는 큰 효과가 없으나 어떤

자극에 의해 줄기세포들이 다른 세포들로 분화되는 과정

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25). 따라

서 그 기능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크로마틴 관련 단백질

들은 유전자 발현 속도 조절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이라 예상된다 (그림 4). 그리고 크로마틴 인자들에 의한

유전자 발현 속도 조절은 새로운 환경이나 자극에 대한 세

포들의 적응 속도 조절 및 지속적인 생존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히스톤 methylation/demethylation에 관련

된 단백질들은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과 매우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26, 27). H3 K4를 methylation시키는

MLL1은 tumorigenesis와 관련되어 있으며, NSD1에 의한

H3 K36 methylation은 leukaemogenesis와 매우 접하

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히스톤

methylation은 암 발생에 직접 관여하는 다양한 히스톤

acetyltransferase나 히스톤 deacetylases들을 recruit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28, 29). 따라서 히스톤

methylation에 의한 유전자 발현 조절 기전을 이해함으로

써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의 발병 과정을 이해하고 새로

운 치료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사사

TiBMBTiBMB
Epigenetics

그림 4. 크로마틴 관련 인자에 의한 유전자 발현 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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