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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pigenetic is defined as any reversible and heritable change in phenotype or gene expression caused by
mechanisms other than changes in the underlying DNA sequence. Several epigenetic mechanisms,
including DNA methylation and histone modifications, can change genome function under exogenous
influence. Our gene directly control approximately 30% of the disease we eventually will acquires, 70% of
these conditions can be prevented or remarkably delayed by direct choices we make in our nutrition,
activity level, environmental factors and emotional health. It means that 70% can be positively impacted
through proper epigenetics. Epigenetic regulation plays a critical role in normal growth and embryonic
development by controlling the transcriptional activities of several genes. A growing number of epigenetic
changes have been reported in the regulation of key genes involved in cancer and aging. Drugs with
epigenetic modulatory activities, mainly histone deacetylase and DNA methyltransferase inhibitors, It have
received wider attention in aging and cancer research. Recently dietary compounds have been shown a
number of evidences on therapeutic potential of nutritional epigenetic modulations and provide a
convincing support to its future clinical use in modern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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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B12, 베타인, 콜린이 많이 든 먹이를 먹였다. 그 결과 정

론

상먹이를 먹은 어미는 자신을 닮은 노랗고 비만인 딸을
후성유전학은 1940년에 처음 소개되었지만 최근에 들

낳았으나, 메틸기가 많이 첨가물에 들어있는 먹이를 먹

어서야 그 생물학적 의의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학

은 어미는 밤색 털을 가진 날씬한 몸을 가지게 되었다.

문으로서, 후성유전학(Epigenetics)이란 DNA상의 염

이러한 털의 색깔, 체중 등의 표현형차이는 유전자의 활

기서열에는 아무런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유전자

성화와 관련이 있다. 즉, 아구티 유전자의 프로모터부위

발현에 영향을 주는 유전적 변화이며, 이는 가역적으로

가 과메틸화되어 발현이 억제되면 생쥐의 새끼들은 갈

조절되고, 다음 세대로 유전되는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

색털빛을 갖게 되고 정상체중과 질병에 잘 걸리지 않으

이다. 이러한 후성유전학 분야는 DNA염기서열만으로

며, 반면 아구티 유전자의 프로모터에 저메틸화가 되면

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인간의 질병연구의 해석에 많은

노란털의 생쥐가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질병에 취

도움이 되고 있다. 최근 ‘You are what you eat’이라는

약할 수 있다(Richardson, 2002). 최근 제 2형 당뇨 및

말에서 보여주듯 우리가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

비만, 암에서 많은 후성유전체변화 오류가 발견되고 있

하느냐에 우리는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태

고 이를 통해서 genome을 통해서만 이해가 되지 않았

어날 때 부모로부터 얻은 DNA와 유전자도 어떤 환경

던 많은 부분에서 이해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질환발생

에서 살고 어떻게 생활하였느냐에 따라 다른 유전형질

에 관련된 이러한 후성유전체 변화는 세포 분열에 따라

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이런 후성유전체 요인에

후세에 대물림되고 세포의 형태와 기능 유지에도 작용

의한 발현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체를 이루고 있는 다

하게 된다. 즉, 후성유전체변화 통해서 좋지 않은 유전자

양한 조직 및 기관의 세포는 동일한 유전자 정보를 가짐

의 분자스위치를 끄고, 좋은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서 좀

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 및 형태에 대해 특정 조합의 유

더 건강한 삶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다

전자 발현이 일어난다. 생물학적 또는 비생물학적 스트

(Lin, 2008; Lousia, 2010).

레스, 화학물질, 의약품, 노화등과 같은 환경에 노출되었
을 때, 특별한 DNA 염기서열의 변이화(돌연변이화) 없
이 후성유전체 구조의 변형에 의해 표현형의 변이가 초
래될 수 있는 현상을 후성 유전적 조절이라고 한다
(Grunstein, 1997; Lin, 2008).
환경적 변화, 특히 식이의 변화로 인해서 후성유전학
적 변화를 가져오고 동일한 DNA서열을 가지고 있으나
개체들 사이에서 표현형변화를 나타 낼 수 있다. 즉, 먹
이가 유전자조절을 바꾼 대표적인 예가 아구티 생취
<그림 1> 당대사질환에서의 후성유전체 조절

(Agouti mice)이다. 이러한 생쥐는 아구티(agoutti)라
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고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갈색빛의 털과 날렵한 몸매의 건

근래에 많은 연구에서 in vitro, in vivo, 인체적용의

강한 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유전자의 스위치가 고

실험을 토대로 식이인자를 이용한 질병치료/예방의 후

장이 나서 아구티 유전자가 과도하게 발현이 되면 털색

성유전체변화의 연구를 다각도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깔이 노랗게 변하고 체중이 늘면서 비만해지고 당뇨병,

국내의 경우 후성유전체 연구개발은 아직 초기단계라고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리고 되어 수명이 2년을 넘지 못하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질병 치료 타

는 쥐가 된다. 이것은 쥐의 아구티유전자의 탈메틸화

겟으로 후성유전체 지식의 활용은 낮은 수준이며 개념

(unmethylation)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털이 노랗고

의 정립 상태이다. 여러 만성질환의 활성성분의 작용기

비만인 아구티 어미 집단 중 한 집단은 엽산, 비타민

전에 대해서 새로운 예방/치료 타켓인 후성유전체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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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조절에 대한 기전 연구를 통해서 질병을 예방할 수

활성화하는 후성유전체 발생기전은 크게 다음과 같은

있는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세 가지 기전으로 설명된다. 즉 DNA 메틸화(DNA
Methylation), 히스톤 변형(Histone modification),
non-coding miRNA에 의한 전사 후 발현 조절 등으로
설명된다. 앞서 얘기한데로 DNA 메틸화와 히스톤 변형

Ⅱ. 후성유전학의 기전과 특징

등의 후성유전체 기전에 의해 주로 유전자 발현이 조절
DNA는 실타래처럼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히스
톤에 잘 감겨진 형태를 지니고 있다. 염색질의 히스톤은
앞에서 말한 중요한 후성유전체의 변화의 핵심이 된다,

이 되는데, 여기서는 잘 알려져 있는 DNA 메틸화와 히
스톤 변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Richardson,
2002).

DNA가 히스톤에 잘 감겨져 있고, 이를 어떻게 잘 풀어
서 필요할 때 DNA에 저장되어있는 유전정보를 잘 꺼

1. DNA 메틸화 (DNA methylation)

내 와서 RNA로 만들어 오는 것은 모든 생명현상을 조

DNA의 각 뉴클레오티드(nucleotide)를 구성하는

절하는 기본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크로마

4개의 염기, 아데닌(adenine, A), 티민(thymine, T),

틴형태로 묶어져 있는 DNA중에서 좀 더 쉽게 풀 수 있

구아닌 guanine, G), 시토신(cytosine, C)은 인산기

는 형태(Open chromatin)로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phosphate)에 의해 A-T, C-G 형태로 서로 쌍을

않고 빽빽하게 존재하는(Closed chromatin)부분이 있

이루어 존재한다. 고등 진핵세포에서 DNA 메틸화는

다. 이런 것을 크로마틴 응축(chromatin condensation)

대부분 CG다이뉴클레오티드(CpG)에서 일어나는데,

이라고 한다. 즉, 히스톤에 생성된 여러 가지 화학적 변

DNA 메틸기 전달효소(DNAmethyltransferase,

형의 종류는 염색질 구조에 영향을 주고, 염색질 구조의

DNMT)에 의하여 메틸 공여자인 S-아데노실메티오닌

응축정도가 염색질의 열린 구조 또는 닫힌 구조로 전환

(S-adenosylmethionine, SAM)으로부터 시토신의 5

될 수 있고 이러한 구조형태는 RNA중합효소를 포함

번 탄소위치로 메틸기가 전달되는 반응을 DNA 메틸

하는 전사 관련인자 들의 접근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전

화라한다. 유전자의 전사(transcription)가 시작되는

사를 조절하게 되는 것이다. 유전자조절의 분자스위치

DNA 프로모터(promoter) 지역의 CpG가 저메틸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거나

(hypomethylation) 되어 있을 때 RNA 중합효소

<그림 2> 후성유전체의 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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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Apolymerase) 등 전사에 필요한 요인들이 문제

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암과 같은 만성질환

없이 결합하여 전사가 시작된다. 하지만, CpG가 과메

이 유발될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히스톤 변

틸화(hypermethylation) 되어 있을 경우, 전사 요인

형은 lysine acetylation반응이다. 이 반응은 histone

들이 제대로 결합하지 못해 결국 전사가 개시되지 못

acetyltrasnsferase(HAT) 혹은 histone deacetylase

한다. 최근 질병분야에서 많이 연구되는 에피제네틱

(HDAC) 의해 lysine(K) residue에서 발생한다. HAT

메커니즘은 promoter에 있는 CpG island에 DNA

는 lysine에 acetyl group을 붙여 유전자 발현을 촉진시

hypermehtylation의 유전자 발현의 억제를 연구하는

키고 HDAC는 lysine tail로부터 acetyl group을 제거

것이다. 예들 들어, 프로모터 지역에서 DNA 과메틸

함으로써 유전자 발현을 억제한다. 아세틸레이션 뿐만아

화는 암억제유전자의 발현 저해를 초래하고 DNA 저

니라 메틸레이션도 histone modification에 관여하고

메틸화는 발암유전자의 과발현을 일으킬 수 있음이

있다(Gregory et al., 2001, Cheung et al, 2000).

알려져 있다. DNA 메틸화는 DNA메틸화효소(DNA
methyltransferase; DNMT)에 의해 주로 시토신의 5
번탄소위치에 일어나며 5-메틸시토신으로 전환시키게
된다. 기본적으로 DNA메틸화는 전사억제와 관련되며
메틸화된 CpG에 결합하는 MeCP(methly -CpG
binding protein)dp 의해 인식된후 HDAC과 HKMT
등과 상호작용을 통해 염색질을 닫힌 구조로 전환시키

<그림 4> 히스톤 변형

게 되며 결국 해당유전자의 전사억제를 유도한다
(Richardson, 2002).

Ⅲ. 치료 타겟으로서의 후성유전학
인간은 후성유전체 변화를 일으키는 환경적인 요인에
일상생활에서 거의 매일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인 요인은 매일 먹는 음식물, 특히 인공 조미료나 화학

<그림 3> DNA 메틸레이션

물질과 담배 연기 그리고 직장이나 생활 스트레스 등을
포함한다. 그 외에도 거의 매년 겪고 있는 감기나 병원

2. 히스톤 변형(histone modulation)

체 감염, 호르몬 변화, 약물 등도 후성유전체 변화를 일

인간의 염색체를 구성하는 DNA는 체세포의 핵 안으

으킬 수 있는 환경적 요인에 포함된다. 또한 나이에 따

로 들어가기 위해서 고도의 응축된 구조인 염색질을 구

른 노화, 계절에 따른 기온변화나 중금속 혹은 방사선

성하게 된다. DNA는 염색질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노출 등도 중요한 환경적인 요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

뉴클레오좀(Nucleosome)으로 응축되게 되는데 뉴클레

간은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되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 후

오좀은 히스톤 단백질 꼬리(N-말단부)의 히스톤 변형

성유전체 변화의 환경적인 원인에 노출되고 있다. 이렇

이 일어나며 아세틸화, 리신과 아르기닌의 메틸화, 유비

게 여러 환경 요인에 따라 다른 종류의 질병이 발생하는

퀴틴화, 인산화, 수모화, ADP ribosylation, 탈아미노화,

원인을 후성유전학의 개념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은 최근

proline isomerization 등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미국과 유럽, 일본 및 중국에서 게놈시대 이후(post

러한 다양한 chromation remodeling은 유전자의 발현

genome period) 새로운 개념의 의학 연구와 신약 개발

조절, 세포사멸조절, DNA복제와 수선, 그리고 염색체

을 위해 앞 다투어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이고 계획적으

응축 및 분열에 중요하고 이러한 chromatin remodeling

로 지속되고 있다. 즉, 후성유전학 분야는 유전자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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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특히 식이)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함으로써, 질병에

이다. 최근 들어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실험기법들에 기

서의 유전자 발현을 명확하게 규명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반한 연구들을 통하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에 담

컨셉이자 새로운 치료 타켓 기전이라고 본다. 식이에 의

겨진 유전저보가 다양한 후천적 요인들에 의해 다르게

해서 이러한 후성유전체 변형으로 인한 전사조절의 균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형을 잡아주는 것은 질병치료 및 예방에 획기적인 도움
이 된다. 이러한 구조형태는 RNA중합효소 등을 포함하
는 전사 관련인자(TFs)들의 접근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Ⅴ. 식이인자에 의한 후성유전체 조절

전사를 조절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 건강문제를 다루거나 예방하는데 있어서 천
연물에서 유래하는 식이성분을 선호하는 인구가 전 세

Ⅳ. 유전체연구의 최신 연구기법

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식품유래 질병예방 물질은 인
류가 장기간에 걸쳐 섭취해온 것이므로 유기 합성된 약

최근 후성유전체변화는 주로 암세포의 연구에서 이루

물에 비하여 부작용의 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으로 인하

어지고 있다. 프로모터 메틸화방법은 DNA 염기서열분

여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들어 과일, 채

석, 배열법에 기초한 방법, 그리고 qRT-PCR을 이용한

소류의 섭취가 만성염증질환에 효능이 과학적으로 작

방법들이 있다. 즉 bisulfide-modified DNA를 분석을

용 기작이 증명되고 있고, 식물에서 유래한 여러 가지

이용하여 DNA메틸화를 탐지해 낼 수 있으며, 또한

식이성분들은 만성 염증과정을 저해함에 따라서 암, 당

qRT-PCR과 high-throughput microarray를 이용하

뇨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한다고 보고 된다. 지

여 DNA메틸화와 microRNA를 감지해낼수 있는 방법

금까지 보고된 식품유래 주요 항염증 생리활성성분으

이 있다. 특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ChIP방법은 histone

로 녹차의 epigallalocatechin gallate(EGCG), 마늘의

mark 혹은 transcription factor 관련 염증유전자의 발

dially sulfide, 감귤류의 limonene, 강황의 curcumin,

현과의 상호관련성을 판단하는데 아주 유용한 실험기법

콩의 isoflavones, 녹황색채소의 indole-3-carbinol,
sulforaphane, lycopene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힐수
있다(Link2010). 앞서 설명했듯이, 후성유전체 변형은
만성질환에 관련된 유전자 발현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고 보고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다른 식이인자와 만성질병에 관여하는 chromatin
remodeling에 관한 연구는 현재 진행형이고, 현재까지
세포와 동물모델연구에서 식이인자에 의한 암화과정에

<그림 5> 차세대염기서열 분석방법에 의한 후성유전체분석

<그림 6> 후성유전체 변형에 의한 질병 발생 및 식이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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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그림 7> 질병연구에서 후성유전체 변형의 연구 소재가 되는 식이물질

서 종양유전자의 후성유전체 변형(Histone modification,

보건향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본다. 후성

DNA methylation), 식이인자에 의한 당뇨병의 염증과

유전학적인 변화를 탐색하는 등 차세대 맞춤의학에 따

정에서의 후성유전체 변형을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 중

른 신약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지속

이다(Yun, 2011; Yun, 2012).

적인 연구 노력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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