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성유전학(Epigenetics) 동영상 강의 해설과 요약 

 

영어를 좀 해야 한다. 유전학이라고 쓰지 말고 Genetics로 영어로 써야 좋은 많은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된다. 

 

다른 참고, 인용 자료가 표시되지 않으면 위키피디아를 참고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너무 많은 내용이 나오나 맨 첫 문장만 읽어본다. 

Genetics is a branch of biology concerned with the study of genes, genetic variation, 

and heredity in organisms. 

가 다음에 죽 글을 내려가면 멘델 이야기고 나오고 계속 죽 내려가면 … 찾는 것이 나왔다! 

첫 수업, 다양한 생물학에서 많은 생물 분야를 다루다가 다음의 원형 그림이 나왔습니다. 

다시 보도록 합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Biology
https://en.wikipedia.org/wiki/Gene
https://en.wikipedia.org/wiki/Genetic_variation
https://en.wikipedia.org/wiki/Heredity
https://en.wikipedia.org/wiki/Organism


 

 

여기서 유전학 이야기에 혈액형의 우열법칙 이야기(AO x AO = AA, AO, OA, OO) 하고 지나간 듯

한데… 아 키 크기 유전자를 T로 하고 작은 키 유전자는 t라고 할 때 Tt x Tt는 TT, Tt, tt = 1:2:1 

큰 키 유전자가 T1, T2, 작은 키 유전자가 t1, t2로 2개의 대립 유전자가 있다면 숫자를 뺀 결과는 

T1t1 T2t2 x T1t1 T2t2 = TTTT, TTTt, TTtt, Tttt, tttt = 1: 4: 6: 4: 1 로 나타나서 중간 키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아주 키가 크거나 작은 경우는 적게 나나난다. 이제 큰 키 유전자와 그 대립 유전자(작

은 키) 수가 증가하면 키의 분포는 정규분포에 가깝게 될 것이다. 한 형질 결정하는 환경 요인도 

많고 연관 유전자도 많을 수록 그 형질은 정규분포곡선에 가깝게 분포할 것이다. 

 

별안간 유전법칙 이야기가 나온 것은 유전자 → 단백질(효소) → 어떤 기능, 작용으로 분자생물학

과 생화학을 거쳐 어던 유전자가 어떤 기능과 연관되었는가를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아직 밝

혀지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러나 유전학은 이러한 멀고 긴고 복잡한 길을 버리고 유전자 → 기능, 

작용을 바로 연결하는 관찰, 연구, 생각이다. 이를 조금 보충 설명한다고 형액형이나 키 이야기가 

나왔다. 

 

본론인 Epgenetics 를 알아보려면 역시 구글에서 ‘epigenetics’를 때리고 찾으면 역시 위키피디아

가 나온다. 

맨 위 연결은 ‘What is Epigenetics?’ 한 말로 시작되는 쉬운 책으로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교육용 

책인 듯하다. 영어로 되어 있어 그렇지 영어도 쉬운 영어와 전문 용어를 피하고 있고 내용도 쉽

다. 기회가 되면 한번 살펴보도록 한다. 

그 사이트(책)을 위키피디아 설명 뒤에 올려 놓았다. 

  



 

 

Wikipedia 를 열어본다. 

 

먼저 오른쪽 그림을 설명하는 강사 말이 나온다. 



핵 안에서 이중나선 DNA 의 길고도 긴 분자는 히스톤 단백질 실패에 2.5 바퀴씩 감기며 서로 

뭉치며 이제 염색질(Chromatin)로 나타나 보이고 이 염색질을 서로 더욱 꼬이고 뭉쳐 눈에 

보이는 염색체(Chromosom) 형태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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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DNA sequence. 맨 첫 줄 후성유전학 정의를 살펴본다. 

생물학에서(후성유전학은 생물학 - 유전학 - 후성유전학으로 이어지는 생물학 분야이다. 조금 안심이다. 

(생)화학에서 화학 분야라고 할까봐) 후성유전학이란 유전되는 표현형의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DNA 

염기서열의 변화 없이. 즉, 유전자 염기서열 변화(돌연변이) 없이 표현형이 변화된다는 것인데 

이는 유전자 스위치(라고 쉽고 편하게 이 말을 쓴다)를 끄고 키는 방식으로 유전자가 직접적으로 

변화하지(바뀌지) 않고 표현형이 바뀌는 것인데 이러한 유전자 스위치를 키고 끄는 방식이 

유전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뒤에 나오지만 간단히 여기서 먼저 이야기하면, 환경영향, 독극물 노출 등으로 유전자가 변화되지 

않고도 유전자를 끄고 켜는 방식이 변화되어 유전자 발현을 바꾼다는 것으로 요즘 떠오르는 

분야이다. 

두번째 문장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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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성유전학은 ‘유전학의 경계’ , ‘ 다른 유전학’, ‘유전학의 주변’ 등의 뜻 이된다. 원래 유전학은 

유전자, 유전자의 변화와 표현형과의 연결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휴성유전학이 

떠오르고 있는데는 암 치료와 발생학적 고찰과 관련된 질병의 치료 등 여러 본질적인 

결함과 병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후성유전학의 기작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가 가장 핵심으로 이야기 된다. 하난 DNA 

메틸화이고, 

다음은 히스톤 단백질 수정이다. 

DNA 메틸화는 메틸기(CH3-) 

메탄을 연결하는 화학반응으로 

원핵세포 같으면 프로모터 부위 

염기에 메틸화를 시켜 관련 

유전자를 침묵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나쁜 것만을 아니고 예를 

들어 과발현되는 유전자를 

조절하는 뜻이 될 수도 있다. 

https://en.wikipedia.org/wiki/Biology
https://en.wikipedia.org/wiki/Heritable
https://en.wikipedia.org/wiki/Phenotype
https://en.wikipedia.org/wiki/DNA_sequence
https://en.wikipedia.org/wiki/Ancient_Greek
https://en.wiktionary.org/wiki/epi-
https://en.wiktionary.org/wiki/%E1%BC%90%CF%80%CE%B9-#Ancient_Greek
https://en.wikipedia.org/wiki/Genetics
https://en.wikipedia.org/wiki/Heredity


히스톤 단백질 수정(Histone 

Modification)은 대부분 히스톤 

단백질의 아세틸화로 이루어 진다. 

히스톤 단백질에 에세틸기가 붙으면 

풀어진 히스톤 단백질과 DNA 

이중나선이 다시 곰꼼히 감기기 

어렵게 된다. 즉, 유전자 발현이 

억제되지 않고 촉진되게 된다(물론 

억제되는 기작도 있다). 

옆 그림은 히스톤 단백질 단위체가 

6 개 뭉쳐 완전한  DNA 실패를 

만드는 것을 보여준다. 

 

 

 

 

위의 두 그림은  DNA 메틸화와 히스톤 수정이 후성유전학에서 가장 중요한 기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강조하려고 하는 행동이므로 그 안의 내용에 괴로워하거나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히스톤 실패에 감져 있는 DNA 가 표현되려면 먼저 뭉쳐있던 히스톤 실패들이 떨어져 나가고 

실패에 감가져 있던 DNA 이중가닥이 풀려나와야 한다. 이러면 이제 DNA 이중나선이 

풀리고(이를 푸는 효소는 Helicase) 특정 유전부위에 RNA 중합효소가 달라붙으면서 전사(즉 

DNA 한 가닥을 본으로 해서 상보적인 RNA 가닥을 만든다)가 일어나고 mRNA 는 리보솜에 

가서 그 유전정보대로 단백질을 합성하고 만들어지 단백질 효소가 일을하여 결국 유전자가 

표현되는 것이다. 

화면 저 아래로 내려가 히스톤 단백질의 아세틸화를 다시 잘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있는데, 히스톤 단백질 실패에 DNA 가 두바퀴 반 감긴 것이 보이고, 

히스톤 단백질 꼬리에 아세틸기(CH4-CH3-)가 붙으면 풀린 DNA 가 다시 실패에 감겨 꼬이기 

힘들게 된다. DNA 메틸화는 유전자 억제, 스위치 끄기로, 히스톤 아세틸화는 유전자 활성화, 

스위치 켜기로 대응될 수 있다. 



수업 동영상에서는 다음에 후성유전학 전학기 강의 

요약(워드 또는 PDF)으로 넘어갔는데 여기서는 

Wikipedea 의 다음을 같이 읽어 보도록 한다. 이는 

결국 후성유전학의 중요한 변화(정의나 쓰임새)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A consensus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epigenetic 

trait as a "stably heritable phenotype resulting from 

changes in a chromosome without alterations in the 

DNA sequence" was formulated at a Cold Spring 

Harbor meeting in 2008, … 

전에는 여러 뜻으로 쓰였다가 2008 년 

콜드스프링하버 회의에서 지금으로 전해졌는데 … 

 

although alternate definitions that include non-heritable 

traits are still being used. 

유전되지 않는 (염기 변화없이 표현형이 바뀌는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것도 포함되고 있다. 

 

이는 중요한 내용으로 ‘유전자 변화 없이 유전되는 

것’이 대단한 것이라 이목이 집중되었는데, 

처음에는 유전되지 않는 분야, 세포분화, 

발생과정에서 분화되어 가는 세포 유전자에 염기 

메틸화와 히스톤 수정(주로 아세틸화)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용어가 만들어지고 

사용되었다. Epigenesis 는 나중에 자라나는, 나중에 

이루어 지는 뜻이다. Epigenetics 의 번역인 후성(後成)과는 딱 들어맞는 표현이다. 

The term epigenesis has a generic meaning of "extra growth", and has been used in English since 

the 17th century. 

 

British embryologist C. H. Waddington invented the term epigenetics in 1942 as pertaining 

to epigenesis, in parallel to Valentin Haecker's 'phenogenetics' (Phänogenetik).[11] Epigenesis in 

the context of the biology of that period referred to the differentiation of cells from their 

initial totipotent state during embryonic development. 

https://en.wikipedia.org/wiki/Cold_Spring_Harbor_Laboratory
https://en.wikipedia.org/wiki/Cold_Spring_Harbor_Laboratory
https://en.wikipedia.org/wiki/Embryologist
https://en.wikipedia.org/wiki/C._H._Waddington
https://en.wikipedia.org/wiki/Epigenesis_(biology)
https://en.wikipedia.org/wiki/Valentin_Haecker
https://en.wikipedia.org/wiki/Epigenetics#cite_note-waddington-11
https://en.wikipedia.org/wiki/Cellular_differentiation
https://en.wikipedia.org/wiki/Totipotent
https://en.wikipedia.org/wiki/Embryonic_development


1942 년 영국 발생학자가 표현유전학에 대응하여 후성유전학이란 말을썼는데 이 시대에는 

바아세포의 발달과정(세포분화, 발생)에 따라 전분화능인 상태가 세포분화되어가는 과정을 

후성발생(Epigenesis)라고 쓰인 것이다. 

 

그래서 하여튼 결국 Epigenetics 는 유전자 변화 없이 표현형이 유전되는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되었지만 그 훨씬 전에 유전되지 않는 후성 현상(발생, 세포분화)을 말하는 것으로, 

지금을 이 둘 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둘을 다 포함한다는 이야기. 

다음은 앞에 말한 교욕 목적 사이트/책을 보여주려고 한다. 

 



이제부턴 (전학기) 강의요약 워드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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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분화 등에서 후

성유전적 변화가 다음 세포에 전달되기에 세포수준에서는 유전되는 것이다. 이는 임신 중 환경(영양 등)이 

배아(와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바로 후성유전에 의한 메커니즘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후성유전의 기작에는 DNA 메틸화, 히스톤 단백질 아세틸화 이외에도 ncRNA Silencing 도 있다. 

At least three systems including DNA methylation, histone modification and non-coding 

RNA (ncRNA)-associated gene silencing are currently considered to initiate and sustain epigenetic 

change(Whatisepigentics 사이트 인용) (2020-11-04, 추가) 

‘세포 수준의 유전’ 이거 강사가 새롭게 생각해낸 표현인데 매우 만족스럽고, 

(The standard definition of epigenetics requires these alterations to be heritable in the progeny of 

either cells or organisms. Wikipedia 설명이 바로 각 세포 수준의 유전 이야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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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진 기작이다. 

발생과정이나 세포분화 과정은 초기 하나의 배아세포에서 2세포기, 4세포기, 8, 16, 64세포기를 거

치며 세포분열해 나가는데 모든 세포의 유전자는 또 같다. 그러나 어떤 시기부터 서로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한다.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으로 세포가 나뉘어 분화해 나가는 것을 잘 알려졌다. 외배

엽 세포 중 일부는 최종적으로 뇌세포로 분화해 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유전자가 DNA 메틸

화 등으로 필요한 유전자 외에는 스위치를 영구히(한 세대 안에서) 끄게 된다. 이 과정이 바로 

Epigensis 이고 그럼 이를 연구하는 것이 Epigenetics 가 되어야 한다. 

 

 

유전체 각인(Genome Imprinting) 

유전되지 않는 Epigenetics 분야로는 유전체 각인(Genome Impringting)이 유명(?)하다. 

Genomic imprinting is an epigenetic phenomenon that causes genes to be expressed in a 

parent-of-origin-specific manner.[1][2][3][4][5] Genes however, can also be partially imprinted. Partial 

imprinting happens when alleles from both parents are differently expressed rather than complete 

expression and complete suppression of one parents allele.[6] Forms of genomic imprinting have 

been demonstrated in fungi, plants and animals.[7][8] As of 2014, there are about 150 imprinted 

genes known in the mouse and about half that in humans. 

https://en.wikipedia.org/wiki/Epigen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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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n.wikipedia.org/wiki/Genomic_imprinting#cite_note-7
https://en.wikipedia.org/wiki/Genomic_imprinting#cite_note-Feil_and_Berger_2007-8


 

사람은 약 70개 정도의 유전자에서 유전체 각인이 확인되었으며 부모에서 유래한 유전자가 

다르게 각인되어 있다(Sex-Specific-Epigentics) 예를 들면 아빠 유전자에서는 성장 억제(조절) 

유전자가 각인되어 성장 촉진하게 하며 엄마 유전자에서는 성장 유전자가 각인되어 성장이 

억제(조절)되도록 되어 있다. 이를 두고 성충돌 진화론이 나왔다. 아빠는 태아가 크도록만 하

고 엄마는 태아 성장이 조절되도록 한다(너무 크면 난산에 엄마가 죽기도. 또 다음 애기를 

위해 엄마 자원을 보존). 

이러한 서로 다른 입장이 서로 다른 유전체 각인을 만들고 서로 중재된 결과가 현재 사람의 

유전체 각인이다. 

이러한 유전체 각인은 유전병으로 크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 15번 염색체의 일부가 결손된 

유전병에서 그 유전병을 준 사람이 아빠인가 엄마인가에 따라 다른 유전병을 보이는데, 이는 

아빠와 엄마의 각인된 유전자 부위가 서로 근접해 있기에 나타난 일이다. 

조금 길게 써보면 Algelman Syndrom(천사가 아니라 발견한 사람 이름)은 15번 염색체의 

UBE3A 유전자가 표현되지 않아 나타나는데, 이 유전자는 부계 유전자가 각인되어 있다. 따

라서 모계 염색체 중 이 부위가 결손된 유전병에서는 모계 유전자는 결손으로 없고 부계 유

전자는 각인으로 표현되지 못해 항상 웃고 다니는 앤젤말 유전병 증상이 나타난다. 반면 유

전병이 아빠한테서 물려받으면 부계 유전자는 없고 모계 유전자는 UBE3A 유전자는 각인되

지 않으므로 앤젤만 병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SNRNP와 NDN 유전자가 각인되어 있다

(부계 각인). 그래서 다른 유전병인 프레이더 윌리 병이 나타난다. 이는 당뇨, 비만 등으로 

쉽게 알 수 있다. 

 

왼쪽이 프레이더 윌리 증후군, 오른쪽이 앤젤만 증후군이다. 

 

 



X 염색체 불활성화(X chromosome Inactivation) 

모든 여성은 XX 염색체로 남성의 XY 염색체에 비해 2 배의 X 염색체(즉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2 배의 유전자가 활성화 되어 2 배 많은 효소 단백질이 생산되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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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염색체에는 약 800 여개의 유전자(단백질 합성)가 Y 염색체에는 약 70 여개의 유전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10 년 전만해도 Y 염색체에는 3 개 유전자 밖에 없다고 하였다. 하난 성 

결정 유전자(SRY) 다른 하는 키 크는 유전자(평균적으로 남자가 여자보가 큰 이유), 다른 하난 

생각나지 않고 지나간다(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모양).  

이는 X 염색체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중요한 많은 유전자가 있는데 이것이 과발현되면 하는 

이야기이다. Y 염색체 유전자가 없어도 여성은 완벽한 완전한 인간이므로 Y 염색체 유전자는 사실 

별게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남성이 더 불완전한 인간으로 이야기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The X-inactive specific transcript (Xist) gene 

encodes a large non-coding RNA that is 

responsible for mediating the specific 

silencing of the X chromosome from which it 

is transcribed. The inactive X chromosome is 

coated by Xist RNA, whereas the Xa is not. 

(이 문구와 사진은 2020-11-04 추가) 

 

 

 

Epigenesis, Epigen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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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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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biology, epigenesis (or, in contrast to preformationism, neoformationism) is the process by 

which plants, animals and fungi develop from a seed, spore or egg through a sequence of steps 

in which cells differentiate and organs form. 

전성설(preformation theory, 前成說)은 전개설(展開說)이라고도 하며, 수정란이 발생하여 

성체가 되는 과정에서 개개의 형태, 구조가 이미 알 속에 갖추어져 있어 발생하게 될 때 

https://en.wikipedia.org/wiki/Biology
https://en.wikipedia.org/wiki/Preformationism
https://en.wikipedia.org/wiki/Cellular_differentiation
https://en.wikipedia.org/wiki/Organ_(anatomy)


전개된다는 학설로 발생에 따라 개체가 점차 생겨난다는 후성설(epigenesis)에 대응되는 

말이다. 

원 개념은 원시적인 전성설을 부정하는 의미로 후성설(Epigenesis)가 나타났고 이어 

Phenogenetics 에 대응하는 형용사로 Epigenetic 후성유전의, 유전자가 결정하고 난 다음의 

과정/기작으로 언급되었다(유전자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시기에). 

phenogenetics 

NOUN 

Biology 

• The branch of biology concerned with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genotype and 

phenotype of an organism. 

 

이제는 후성설, 후성유전학(Epigenetics)는 세포분화 과정이 유전(자) 이외의 기작(DNA 메틸화 

등)으로 진행되는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 되었는데 유전자가 밝혀지고 그 기능이 확인되며 

정성설은 사라지고 이에 후성설(epigenesis) 도 의미가 퇴색된 다음에 모두 유전학에 매달리기 

되었다. 그런데 유전적 변화 없이(염기서열 변화 없이) 표현형이 세대를 거쳐(Transgeneration) 

유전되는(heritage) 현상이 나타나서 큰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것이 Epigenetics(유전학을 넘어선, 

유전학의 끝자락 등)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결국 Epigenetics 는 그 기작이 DNA 메틸화(와 히스톤 수정) 등이 주이고 이러한 기작이 

발생과정/세포분화을 이끄는 주 기작이므로 이제는 

Epigentics in Development(발생) and Transgeneration(al) 즉 세대를 이어서(Heritable)로 둘 다 

사용된다. 

 

 

쌍둥이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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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것이야 말로 환경(영양, 환경호르몬 등 포함) 영향이 유전자를 변화시키지 않고 표현형의 변

화에 가져오는 실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발생과정의 연장을 보아도 좋을 것이다(배아에서 개체가 되고 이어 개체가 성장하고 늙고 

죽어가는 과정). 

 



임신 중 굶주림이 태아 DNA 메틸화와 연관되어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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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성인병은 발달 초기단계에서 좋지 않은 환경(영양 등)과 관계가 있고 이는 후성유전학

전 변화를 가져와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차대전 말기인 1944년과 1945년 사이의 겨울에 네델란드(특히 북부)는 엄청난 굶주림을 겪게된

다(Dutch Hunger Winter in 1944-45). 이 시기 임신 10주 동안에 심한 굶주림을 격은 임신부가 출

산한 아이는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IGF2 메틸화가 덜 일어났다. 임신 후기의 영향을 비교적 

적었다.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08/10/081030110959.htm 

 

대기근으로 인한 후성적 영향이 2세대를 거쳐 손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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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표식이 유전된다고 한다. 

가장 자주 인용되는 예는 스웨덴 외버칼릭스(Överkalix)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들은 

지난 10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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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성유전학벅 변화), 또 그 능력이 

유전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쥐의 Agouti 유전자 발현 

환경 호르몬과 먹이(영양)의 영향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실험쥐는 유전조작된 쥐이다.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08/10/081030110959.htm


The ability of environmental factors to shape health and disease involves epigenetic mechanisms 

that mediate gene-environment interactions. Epigenetic gene regulation comprises the heritable 

changes in gene expression that occur in the absence of changes to the DNA sequence itself. 

Epigenetic mechanisms include DNA methylation and histone modification. 

 

Agouti 쥐 실험 간단 설명(임신 중 먹이 실험) 

포유류 털의 색 발현에 연관된 agouti 유전자와 연관된 실험으로 

1) 유전자 메틸화가 많이 되면 검은색 계열로 된다. 

2) Bisphenol A 먹이를 주면 노란색이 증가된다. 

3) Bisphenol A에 노출되어도 메틸 먹이(V12 등)를 같이 주면 메틸화가 증가되어 검은색이 늘어난

다. 

4) 노란색은 비만 유전자와고 연과되어 있어 검은 계열은 건강하고 노란 계열은 비만, 당뇨 위험

이 크다. 

 

 

2020-06-07, 곽노태 

2020년 1학기 온라인 수업(동영상) 내용을 다시 풀어서 쓴 것 

2019년 후성유전학 강의요약에 유전체각인과 X 염색체 불화성화를 다시 쓰고 굶주림 영향 추가 



2020-06-25, 메틸 먹이를 주면 검은색으로 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