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KAU 생물학의 이해 – Epigenetics(후성유전학) 

Epigenetic(후성유전학) : 유전자(염기서열) 변화 없이 유전되는 형질이 바뀌는 현상(Epigenomic 

Phenomena)을 연구. 주로 DNA 메틸화 등으로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여 나타난다. 현재는 유전되

지 않는 표현형 변화에도 사용된다(X 염색체 불활성화, Genome Imprinting 등). 

유전자(DNA) 프로모터 부위 시토신(Cytocine) 염기에 메틸기(-CH3)를 붙여(Methyl-transferase) 유

전자 발현을 억제하거나 히스톤 단백질에 아세틸기(-C2H5)를 붙여 DNA를 응축시키거나 푸는 기

작을 제어하여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것이 잘 알여진 기작이다. 

 

주요 예 

(1) Genome Imprinting(유전체 각인) – 부계 또는 모계 유전자에 따라 다르게 유전자에 화학변화를 

준다. 흔히 어느 쪽에서 유전자가 왔는지를 구별하게 만든다는 개념. 정상적인 발생과정 중에서 

일어나며 생식세포를 만들 때 초기화 된다(유전자에 붙인 화학적 표지를 모두 제거). 

15번 염색체의 같은 부위가 떨어져 나간 경우에도 전혀 다른 유전병이 발생하는데 이는 정상 유

전자가 부계 또는 모계에서 유래했는지에 따라 다른 과정을 거쳐 다른 유전병이 나타난다. 

손상된 염색체가 부계이면 Prader-Willi 증상이 나타나고 부계이면 Angelman Syndrome이 나타난

다. 프라더윌리 증후군은 한 쌍, 두 개 유전자 중에서 부계는 없고(손상) 다른 모계 유전자는 

DNA 메틸화로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유전병이다. 반면 안젤만 증후군은 모계 유전

자는 없고 부계 유전자가 메틸화 되어 나타난다. 

손상된 염색체 일부에는 프라더윌리 증후군과 안젤만 증후군에 연관된 유전자가 모두 들어있다. 

그리고 유전자에 따라 부계, 모계를 구분하여 Genome Impringtin(유전제 각인)이 되어 있다. 

진화론적 추론으로는 Sex Conflict(성충돌)가 있다. 남성은 자신의 태아가 최대한 잘 자라도록 하고

(엄마의 자원으로) 여성은 태아를 위하지만 또한 다음 태아를 위해 엄마의 자원을 남기도록 후성

유전적 진화를 각각하여 현재 타협점에 이른 것으로 본다. 

(2) X 염색체 불활성화 – 모든 여성은 XX 염색체로 남성의 XY 염색체에 비해 2배의 X 염색체(즉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2 배의 유전자가 활성화 되어 2 배 많은 효소 단빅질이 생산

되고 1 배 많은 생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자연은(자연진화, 아님 

신?)은 한 쪽의 X 염색체(에 있는 모든 유전자)을 불활성화시켜 이 문제를 해결했다. 

(3) 배아 발생(세포분화)에서 조직과 기관에 필요없는 유전자는 각인되어 발현되지 못하게 된다. 

나아기 듦에 따라(시간에 따라) 메틸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도 확인되어진다. 

(4) 임신 중 굶주림이 태아와 그 후손에게 영향 



생쥐 실험은 가능하나 인간을 대상을 실험할 수 없으나 자연재해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잘 관찰하여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태아의 굶주림 연관 유전자에 화학 표시를 하여 태

어날 태아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태어나 마주칠 환경에 대응하도록 한다. 이러한 유전자 표식이 

다음 대에도 이어지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인간은 2대, 쥐는 4대에 걸쳐 유전자 표식이 유전된다

고 한다. 

 

(5) 쌍둥이 실험 

똑 같은 유전자를 지닌 쌍둥이가 아주 다른 결과(암 발생 등)를 보이는 경우 유전자 각인 조사한

다. 

 

(6) 쥐의 Agouti 유전자 발현 

 

 

2019-11-10, 곽노태 



후성유전학 : Epigenetic 

   후성유전학은 분자생물학 분야에서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분야이다. 유전적 배열의 변화를 

포함하지 않는 유전형질에 대한 연구를 후성학이라고 하는데 유전자의 발현은 DNA 배열이 

동일하여도 유전적 양식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이유는 메칠화 혹은 염색질 구조의 차이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른 기작 또한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식물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후성유전학적인 현상은 중요한 경제적, 약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인간 질병 증후들은 DNA배열과는 독립적으로 유전자 활성의 부성-특이적 

패턴의 유전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물, 효모, 파리 등에서는 유전자 이외의 정보들이 유전된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러한 현상이 포유 동물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적어도 생쥐에서는 

멘델이 생각한 것 이상의 유전 정보들이 부모로부터 유전된다. 백년 전에는 고전적인 유전 

패턴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용되었던 생쥐가 지금은 유전자 서열 외의 무엇인가가 유전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이용되고 있다.최근 연구에서는 생쥐에서 어떤 유전자가 발현될 지, 

발현되지 않을 지에 관한 정보가 유전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종류의 정보가 바로 후성유전학이 다루는 것이다. 포유 동물의 거의 모든 세포들은 

발생 과정에서 유전자와 함께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포유동물의 생식 

세포에는 이러한 정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후성학적인 정보가 생식 세포에서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팀이 이용한 생쥐에서 털 색깔 유전자의 염기 서열은 털 

색깔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다. 하지만, 노란 털을 가진 어미는 노란 털을 가진 새끼를 많이 

낳으며, 갈색 털을 가진 어미는 갈색 털을 가진 새끼를 많이 낳는다. 

   이는 문제의 유전자에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주는 후성유전학적 징표가 있기 때문이다. 이 

징표는 유전자와 함께 모계(母系)를 통해서 유전된다는 사실을 연구팀은 발견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유전과 유전자를 통한 유전을 구분하기 힘들지만, 이러한 후성학적 유전은 매우 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연구팀은 자신들이 발견한 현상이 epigenetics에 의해서 일어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사를 하였다. 예를 들면, 수정란을 대리모에 착상시켜 자궁의 영향을 배제하기도 

하였다. 

   외부 환경에 의해 유전자와 유전자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구하는 후성학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선충의 경우 1만 8천개의 유전자 가운데 40%만 발현되고 나머지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며 "유전자가 어느 시기에 발현되고 어떤 환경의 영향아래 변화하는지를 찾는 연구가 

앞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보는 모두 후성학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에 대한 참여도 매우 

중요하며 결코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4년 정도에 쓴 글임, 곽노태 



 

인간 질환에서 후생유전학과 후생유전 치료의 전망

(Epigenetics in human disease and prospects for 

epigenetic therapy) 
• 등록일자 

2004-12-30 

• 초록 

□ 지놈 프로젝트를 통해 밝혀진 인간 유전자의 개수는 삼만 개 정도로, 예상되었던 십만 

개보다 훨씬 적었다. 그 이유는 DNA 염기서열의 변화와 재조합에 의해 형질의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후생유전학은 이러한 현상, 즉 DNA 염기서열의 변화 

없이 유전발현과 같은 기능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아내는 새로운 영역의 학문이다. 

 

□ 유전자 이외의 정보가 유전되는 현상은 식물, 효모, 파리 등에서 먼저 알려졌으며, 

포유동물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1999 년에 발견되었다. 후생유전 

돌연변이는 진화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 후생유전은 표현형이 외부 영향에 의해 변화될 수 있으며, 완전히 분화된 세포에서는 

높은 안정성을 갖지만 분화가 일어나는 동안의 유전자 표현이 급격히 변한다는 점에서, 

DNA 에 의한 유전과 다른 특성을 갖는다. 

 

□ 최근 암과 관련하여 후생유전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 사람에게는 현재까지 11 개의 HDAC 가 발견되었으며 다른 요소들과 결합하여 특정 

그룹의 유전자들의 발현을 유도한다. 또한 인체의 각 발생단계의 각 HDAC 들의 

발현정도도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현재 히스톤에 대한 아세틸화, 메틸화, 인산화의 조절이 광범위한 유전자 조절을 

유도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HDAC 의 억제제 특이성과 기질 특이성에 대한 연구, 히스톤 

코드 조절에 관한 연구는 유전 질환에 관한 치료제나 항암제의 디자인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출처 

ReSEAT 분석리포트 

  



Epigenetics 

(From Wikipedia) 

In biology, epigenetics is the study of heritable phenotype changes that do not involve alterations 

in the DNA sequence.[1] The Greek prefix epi- (ἐπι- "over, outside of, around") 

in epigenetics implies features that are "on top of" or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genetic basis 

for inheritance.[2] Epigenetics most often involves changes that affect gene activity and expression, 

but the term can also be used to describe any heritable phenotypic change. Such effects 

on cellular and physiological phenotypic traits may result from external or environmental factors, 

or be part of normal development. The standard definition of epigenetics requires these alterations 

to be heritable [3][4] in the progeny of either cells or organisms. 

 

 
 
 

[가디언] 후성유전학의 남용을 경계한다 
2015년 8월 5일  |  By: veritaholic  |  과학  |  댓글이 없습니다 

그럴듯한 어려운 과학 용어를 사용해 사람들을 홀리는 이들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양자(quantum)”라는 단어가 좋은 예일 겁니다. “양자 치료(quantum healing)”라는 단어는 그저 

영기치료(reiki)의 다른 이름에 불과했습니다. 입자 물리학의 용어가 세제의 이름이 되기도 하고, 

뇌를 설명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양자 의식(quamtum consciousness)”이라는 단어는 십여 년 

이상 진지하게 토론되었지만, 내게는 이 단어 역시 “잘 모르는 무언가로 다른 잘 모르는 무언가를 

설명하는” 그런 일의 하나로 여겨집니다. 

“뇌과학(neuro)”이나 “나노(nano)”가 한때 사람들을 유혹했던 것처럼 “후성유전학(Epigenetics)”이 

지금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후성유전학 역시 다른 단어와 마찬가지로 생물학의 매우 중요한 한 

분야입니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를 볼 때, 이 단어는 곧 새로운 “양자”의 위치에 오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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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igenetics studies show some learned behaviours, such as fear or stress, can be passed down the 

generations, but so far only in rodents. Photograph: Bill Cheyrou/Alamy 

인간의 모든 세포에는 동일한 22,000개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전자가 모두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각 유전자는 필요한 시간에, 적절한 세포 내에서 활성화됩니다. 

이는 우리의 게놈 안에는 정밀한 제어 시스템 역시 프로그래밍되어 있음을 말해줍니다. 

후성유전학은 이런 제어 시스템 중의 하나입니다. 어원 그대로 “유전학에 추가된 것들”을 말하며 

유전자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서 DNA에 변화를 일으키는 제어 시스템입니다. DNA를 

오케스트라의 악보로 생각한다면, 후성유전학은 악보에 적힌 음들을 바꾸지 않으면서, 어떤 

소리가 나야 하는지를 여백에 적어놓은 악상 기호와 같습니다. 지휘자와 오케스트라는 

자신들만의 기호를 악보에 적게 되며, 이를 통해 모든 공연은 같은 곡을 연주하더라도 조금씩 

다르게 연주됩니다. 

유전자 역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조절됩니다. 곧, 유전자에 의해 발현되는 특성들이 이 조절 

시스템에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발견한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암컷 

쥐는 새끼들을 핥으며, 어미가 핥아준 쥐는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그리고 이 쥐들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유전자에 후성유전학적 영향을 받습니다. 더구나 후성유전학에 의한 변화는 

성장과 함께 바뀔 수 있습니다. 즉, 환경이 유전자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포유류에 있어 이런 종류의 변화는 대체로 세대를 넘어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서 

아이에게 전달되는 몇몇 흥미로운 예들이 있습니다. 이미 쥐의 경우 여남은 가지가 발견되었고, 

사람에게도 그보다는 적은 수이지만 분명한 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자주 인용되는 예는 

스웨덴 외버칼릭스(Överkalix)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들은 지난 100년 동안 몇 번의 

힘든 기근을 겪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춘기 이전에 기근을 겪고 이를 견뎌낸 

사람들의 손자인 남자들은 평균 수명이 매우 길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그 기근에 

의해 어떤 능력이 생겼으며, 또 그 능력이 유전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세대간 연구의 기준이 되고 

있는 “에이본 모자 종단연구(Avon Longitudinal Study of Parents and Children)”를 조사한 

브리스톨의 과학자들 역시 사춘기 이전에 흡연을 시작한 남자들은 사춘기 이후에 흡연을 시작한 

이들에 비해 더 뚱뚱한 아들을 낳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결과 역시 무언가가 바뀌었고, 

그것이 유전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쥐의 경우, 단순한 관찰이 아닌 직접적인 변화를 가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공포나 스트레스가 

만든 행동 역시 새끼들과 그 후대의 새끼들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We have observed the effects of epigenetics 

in rodents for many decades. Photograph: 

Redmond Durrell/Alamy 

 

 

 

그러나 이런 실험과 그 결과들은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아직은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과학은 안타깝게도 유행에 민감하며 아직 후성유전학이 더 엄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한 세대가 겪은 변화가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면, 그것은 정말 대단한 소식입니다. 

하지만, 아직 쥐 연구는 한 두 세대까지의 전달만을 보여주며, 이 자체로도 흥미로운 것임은 

분명하지만, 이를 혁명적인 발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창조론자들은 후성유전학을 다윈이 

틀렸다는 증거로 이용하며, 후성유전학이 라마르크가 이야기한 “획득 형질의 유전”을 

보여준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후성유전학이 만드는 변화는 자연선택의 기반이 되는 



유전자의 변화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실제로 

후성유전학의 표지가 영원히 유전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도, 이 효과의 크기는 진화의 

바다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후성유전학으로 유전되는 특징의 종류와 

다윈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특징의 종류는 그 수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뉴에이지 전도사인 디팍 초프라는 후성유전학을 삶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유전자를 운명이라고 잘못 전제한 뒤, 명상과 같은 라이프스타일을 통해 후성유전학 변화를 

만들어 “주어진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유전자는 운명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 만으로도 우리가 가진 유전자의 

표현형은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알려진 후성유전학의 몇 안되는 예들을 볼 때, 후성유전학이 

우리에게 좋은 변화만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며, 같은 환경의 변화에 의해 동일한 변화가 항상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외버칼릭스의 후손 중 그 할아버지가 기근을 견뎌낸 남자들은 평균 

수명이 길어졌지만, 할머니가 기근을 견뎌낸 여자들은 오히려 수명이 짧아졌습니다. 아직 우리는 

이 분야에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합니다. 

후성유전학은 흥미로운 분야이지만, 이제 막 시작된 분야일 뿐입니다. 이는 기존의 학설을 뒤엎는 

이론이 아니며, 다윈의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도 아닐 뿐 아니라, 인간에게 초능력을 부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저 인간에게 주어진 끝없는 운명과 같은,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호기심의 여정에 나타난 하나의 이정표일 뿐입니다. 흥분이 아니라 노력이 필요하며, 신비주의는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할 적입니다. 

(가디언) 

원문 보기 

 

후성유전학(Epigenetics) # 

시퀀스 즉 유전서열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크로마틴의 구조 등에 변화를 주어 발현을 조절하는 

것을 연구하는 분야로 유전학의 하위 학문이다. 

그 예로 DNA methylation은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고, 히스톤 단백질의 Acethylation은 발현을 활

성화시킨다. 유전체 DNA의 CpG 섬 또는 식물의 CpG와 CpNpG 서열에 Cytosines(C)에 메틸화가 

https://www.theguardian.com/science/2015/jul/19/epigenetics-dna--darwin-adam-rutherford
http://www.incodom.kr/%ED%9B%84%EC%84%B1%EC%9C%A0%EC%A0%84%ED%95%99#h_56780c9b45a4b4beffbde641cbd01dcf


일어남으로써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게 된다. 

Epigenetics 종류 # 

• DNA 메틸화(DNA methylation) 

• 히스톤 단백질의 아세틸화 (Acethylation) 

후성유전학프로젝트(DNA태그지도작성) # 

미국립보건원 (NIH)는 3 억달러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로드맵 후성유전학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연구진은 100 여개의 상이한 인체세포가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화학태그를 모조리 

밝혀냈으며, 이미 알츠하이머, 암등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는 

최근 2 월 18 일 Nature 를 통해 총 20 여개의 저널에 최종 결과가 공표되었다. 111 개의 조직 및 

세포의 후성유전체를 매핑하고 분석하였으며, 유전체 중 활성화된 부분과 불활성화 된 부분을 

구분하였다. 

후성유전학프로젝트 연구결과의 시사점 # 

로드맵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지만, 연구자들은 향후 몇년간 본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유전자가 제어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폭발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후성유전학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질병을 이해하는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포의 후성유전체를 연구하는 것은 다양한 세포가 각자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과정을 이해하고, 환경에 따라 반응하고 변화해서 세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해 주는 과정을 알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로드맵 프로젝트는 종료되었지만, 이는 연구의 

시작점으로 현재까지 발표된 후성유전체 관련 논문을 취합하고 향후 진행될 천여개의 후성유전체 

분석 또한 숙제로 남게 되었다. 본 프로젝트로 생성된 거대한 데이터 뿐 아니라 관련 정보들의 

빅테이터 분석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로드맵 프로젝트"는 

세포주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라, 인체에서 직접 채취한 샘플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다양한 

종류의 줄기세포, 뉴런 등의 조직 분화과정까지 분석 가능하게 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 

DNA메틸화 부위 분석 방법 # 
1. Bisulfite를 이용한 비메틸화 사이토신(cytosine)의 우라실(uracil) 변환 Bisulfite (HSO3-)를 처리하면 

메틸화되지 않은 cytosine이 Uracil로 변환되지만, 메틸화가 된 cytosine은 변화가 없다. 

2. PCR을 이용한 방법 EpiTaq HS를 이용 클로닝 후 Sequencing하여 Bisulfite sequence를 해석하는 

방법 제한효소를 처리하여 잘린 부위에 대해 전기영동으로 확인하는 방법 

http://www.incodom.kr/%ED%9B%84%EC%84%B1%EC%9C%A0%EC%A0%84%ED%95%99#h_9b544326ff55ca88288ac762c570ddc0
http://www.incodom.kr/DNA_methylation
http://www.incodom.kr/Acethylation
http://www.incodom.kr/%ED%9B%84%EC%84%B1%EC%9C%A0%EC%A0%84%ED%95%99#h_b64aa3a7245c764ae645c8711d783802
http://www.incodom.kr/%ED%9B%84%EC%84%B1%EC%9C%A0%EC%A0%84%ED%95%99#h_a9da9158622fc6f7bde67a7315d31894
http://www.incodom.kr/%ED%9B%84%EC%84%B1%EC%9C%A0%EC%A0%84%ED%95%99#h_518aead900bf492a4b147f0f157855dd


3. MSP (Methylation Specific PCR/qPCR) 방법 메틸화되지 않은 DNA가 주형 가닥일 경우, 우라실로 

변환된 염기부분에 mismatch 가 된다. 이 부위는 증폭이 안되고 methylation 이 되지 않은 

primer에서만 증폭이 일어난다. 

 

출처 # 

http://www.nature.com/news/epigenome-the-symphony-in-your-cells-1.16955 

 

http://www.incodom.kr/%ED%9B%84%EC%84%B1%EC%9C%A0%EC%A0%84%ED%95%99#h_20e87f54826679ae31229283a4cc3c5c
http://www.nature.com/news/epigenome-the-symphony-in-your-cells-1.16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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