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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Barker found associations between low birth weight and several chronic diseases later in life, the hypothesis of

fetal origins of adult disease (aka, Barker Hypothesis) and epigenetics have been emerging as a new paradigm for gene-

environment interaction of chronic disease. Epigenetics is the study of heritable changes in gene silencing that occur

without any change in DNA sequence. Gene expression can be regulated by several epigenetic mechanisms, including

DNA methylation and histone modifications, which may be associated with chronic conditions, such as cancers, car-

diovascular disease, and type-2 diabetes. One carbon metabolism which involves the transfer of a methyl group cat-

alyzed by DNA methyltransferase is an important mechanism by which DNA methylation occurs in promoter regions

and/or repetitive elements of the genome. Environmental factors may induce epigenetic modification through production

of reactive oxygen species, alteration of methyltransferase activity, and/or interference with methyl donors. In this

review, we introduce recent studies of epigenetic modification and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heavy metals, envi-

ronmental hormones, air pollution, diet and psychosocial stress. We also discuss epigenetic perspectives of early life

environmental exposure and late life disease occu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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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태아와 신생아때 겪는 환경이 어른이 되어 비전염성

질병에 걸릴 확률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가

설이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1,2) 여기서의 환경은

인간의 생명 발생초기부터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

해서 필요한 것으로 유전자들을 제외한 모든 공간적 범

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공기, 물, 토양 등의 자연

및 사회환경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섭취되는 음식 및

영양, 그리고 임신 중 태아가 머무는 곳인 엄마의 자궁

등을 포함한다. 태아는 이러한 외부 환경에 적응하게

되는데 (developmental plasticity), 예를 들어 영양분이

나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그에 맞게 세포나 조직의 구

조 그리고 대사 기능 등이 변화되어 태어나게 된다.3)

이러한 생명의 초기단계에 일어나는 영구적인 반응을

태아 프로그래밍(fetal programming)이라 하는데, 프로

그래밍은 발달하는 세포들이 생명 초기단계에서 자주

일어나는 환경에 적응하는 잠재된 능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태아기에 받는 영향으로 인해 질병이 프로그램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낸 역학연구들은 “성인병의 태아(발달)

기원설(Fetal(developmental) origins of adult disease

hypothesis)”, 혹은 “바커 가설(Barker hypothesis)”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바커(David Barker)는 저체중으

로 태어난 사람이 심장질환과 당뇨병 위험성이 높다는

연구결과4-6)를 바탕으로 이 가설을 발전시켰으며, 이후

여러 동물실험7-10)을 통해 “성인병의 태아(발달) 기원설”

은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발달기에 프로그램된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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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이후 유년기에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외부

환경 자극을 계속 받게 되면 발현(expression)하거나 잠

묵(silencing)하여 성인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유전자 발현의 생물학적 기

전을 연구하는 에피제네틱스(epigenetics)가 생물학-보건

의료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11-13) 암,14-16) 제 2형

당뇨,17) 비만,18) 치매,7,10,19) 자페증,20) 그리고 천식 및

알러지21) 등 많은 환경성 질병의 발생 기전을 이해하는

데 에피제네틱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에피제네틱

변형(epigenetic modification)에서 환경이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음이 알려지면서 에피제네틱스가 유전자-환

경 상호작용(gene-environmental interaction) 연구의 중

요한 한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에피제

네틱스의 개념과 기전 등을 알아보고 특히 최근에 문

제가 되고 있는 중금속, 환경호르몬 및 대기오염을 중

심으로 환경오염 물질의 에피제네틱 영향을 고찰하고

자 한다.

2. 에피제네틱스의 개념

전통적인 개념으로써 질병발생의 개인적 차이에 관한

환경과 유전의 종합적 연구는 환경에 대한 노출 차이,

질병에 대한 취약성, 그리고 분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변형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다.22) 이와 같은

연구들은 인간의 질병에서 유전자형(genotype)의 변화,

즉 돌연변이(mutation)의 역할에 대해 주로 관심을 가

져왔다. 하지만, 게놈(genome)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피제네틱 기전에 대

한 이해가 필요하다. 태아와 신생아기에 노출된 환경이

나중에 질병 등 표현형(phenotype)에 변화를 주는 기전

중 하나가 에피제네틱 표지자(epigenetic markers)의 변

화이다. 에피제네틱 표지자는 게놈에 저장되어 있는 정

보가 어떤 형식으로 발현되는지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하기 때문이다.

“에피제네틱스(epigenetics)”라는 용어는 발생생물학자

인 웨딩턴(Conrad Waddington)이 그의 연구를 소개하

기 위해 그리스 용어 후성설(後成說)(epigenesis: 수정란

이 발생하고 있는 동안에 점차 몸의 각 부분이 특정한

조직이나 기관이 되도록 결정된다는 학설(네이버 백과

사전에서 인용), 후생설(後生說)로도 쓰임)을 변형시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이후 생물-유전학

의 많은 발전과 더불어 최근에는 “DNA 염기서열의 변

화없이 발생하는 유전자 발현의 유전 가능한 변화를 연

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한다.11,13,22,23) (“후성학 (後成學)”

또는 “후생학(後生學)”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보다 정

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후성(생)학 대신

영단어의 발음인 “에피제네틱스”로 표기함.) 에피제네

틱 변화들은 DNA와 염색질(chromatin)의 분자단위의

변형을 포함하는데, 이 중 제일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시토신(cytosine) 5번 탄소의 메틸화(methylation)

에 의한 DNA 변형인 DNA 메틸화이다. 이밖에 유전

자 발현을 조절하는 에피제네틱 기전으로 히스톤 변형

(histone modification)에 의한 염색질 구조의 변형과

microRNA에 의한 전사후 조절(post-transcriptional

control) 등이 있다.11) 

3. 에피제네틱 기전과 특징

앞서 얘기한데로 DNA 메틸화와 히스톤 변형 등의

에피제네틱 기전에 의해 유전자 발현이 조절이 되는데,

여기서는 잘 알려져 있는 DNA 메틸화와 이와 관련된

히스톤 변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24) 

DNA의 각 뉴클레오티드(nucleotide)를 구성하는 4개의

염기, 아데닌(adenine, A), 티민(thymine, T), 구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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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4)에 의해 A-T, C-G 형태로 서로 쌍을 이루어 존재

한다. 고등 진핵세포에서 DNA 메틸화는 대부분 CG

다이뉴클레오티드(CG dinucleotide, CpG)에서 일어나는

데, DNA 메틸기 전달효소(DNA methyltransferase,

DNMT)에 의하여 메틸 공여자인 S-아데노실 메티오닌

(S-adenosylmethionine, SAM)으로부터 시토신의 5번

탄소위치로 메틸기가 전달되는 반응을 DNA 메틸화라

한다(Fig. 1-A). 유전자의 전사(transcription)가 시작되

는 DNA 프로모터(promoter) 지역의 CpG가 저메틸화

(hypomethylation) 되어 있을 때 RNA 중합효소 (RNA

polymerase) 등 전사에 필요한 요인들이 문제없이 결합

하여 전사가 시작된다(Fig. 1-B). 하지만, CpG가 과메

틸화(hypermethylation) 되어 있을 경우, 전사 요인들이

제대로 결합하지 못해 결국 전사가 개시되지 못한다

(Fig. 1-C).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또 다른 기전으로,

DNA 메틸화에 의해 유도된 메틸기 결합 단백질

(methyl-binding protein)과 히스톤 탈아세틸효소(histone

deacetylase)가 복합체를 이루어 전사를 방해한다(Fig.

1-D). 일반적으로 저메틸화는 전사를 방해하지 않아 유

전자 발현을 증가시키는 반면, 과메틸화는 반대로 유전

자 발현을 억제한다. 아세틸화된 히스톤을 가진 염색질

에서는 활발히 전사가 진행하지만, 시토신의 메틸화로

인해 탈아세틸화된 히스톤을 가진 염색질은 히스톤이

촘촘히 연결된 형태로 변하여 전사가 진행되지 않고 결

국 유전자가 발현이 되지 못한다(Fig. 1-E). 

일반적으로 프로모터 위치의 CpG가 밀집되어 있는

곳, 즉 CpG 섬(CpG island)이 과메틸화될 경우(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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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특이적 과메틸화(gene-specific hypermethylation)

라 함), 종양 유전자(oncogene)는 전사를 방해받아 종

양이 발달되지 않는 반면, 종양억제 유전자(tumor

suppressor gene)는 필요한 종양억제 단백질이 발현되지

않아 발암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 CpG 섬이 아닌

곳, 즉 유전자 발현과 관련없는 전위 요소(transposable

element, 또는 transposon) 지역은 저메틸화될 경우(이를

글로벌 저메틸화(global hypomethylation)라 함) 원생-

종양 유전자(proto-oncogene)를 활성화시켜 염색체 안정

성을 저하시키고 질병을 유발한다.25,26) 

에피제네틱 기전에서 중요한 것이 메틸기의 공여이

다. 1-탄소 대사(one-carbon metabolism)는 DNA 합성과

수리, 그리고 메틸기가 제공되는 필수적인 경로이다.27)

앞서 말한 메틸기 공여자인 SAM이 유도되는 경로가 바

로 1-탄소 대사이다(Fig. 2: 메티오닌(methionine)에서

SAM이 유도됨). 엽산(folate) 역시 중요한 메틸기 공여

자로 호모시스틴(homocysteine)이 메티오닌으로 재-메

틸화(remethylation) 될 때 작용한다. Tetrahydrofolate

(THF) 형태로 섭취된 엽산은 5,10-methyleneTHF을 거

쳐 methyleneTHF 환원효소(methylenetetrahydrofolate

reductase)에 의해 5-methylTHF로 변하는데, 이 5-

methylTHF이 호모시스틴에 의한 메티오닌 생합성의 필

수 기질로 결국 SAM 합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다른 메틸기 공여자는 콜린(choline)이다. 콜린이 산

화되어 생성되는 베테인(betaine) 역시 호모시스틴이 메

티오닌으로 전환될 때 메틸기 공여자 역할을 하며(베테

인 호모시스틴 메틸기 전달효소(betain homocysteine

methyltransferase, BHMT)에 의해 촉매됨), SAM 생성

에 기여한다. 따라서 메티오닌과 엽산, 콜린의 식이 섭

취, 특히 임시기간 동안의 섭취가 DNA 메틸화 등의

그림 1. 에피제네틱 기전. (A) DNA 메틸화: DNA 메틸기 전달효소 (DNA methyltransferase)에 의하여 메틸 공여자인

S-아데노실 메티오닌(S-adenosylmethionine, SAM)으로부터 시토신의 5번 탄소위치로 메틸기가 전달되고

부산물로 S-아데노실 호모시스틴(S-adenosylhomocysteine, SAH)이 생성. (B) DNA 프로모터 지역의 CpG 저

메틸화는 전사에 필요한 요인들이 문제없이 결합하여 전사가 시작. (C) CpG 과메틸화는 전사 요인들의

결합을 막아 전사를 방해. (D) DNA 메틸화에 의해 메틸기 결합 단백질 (methyl-binding protein)이 유도되고

히스톤 탈아세틸효소(histone deacetylase)가 복합체를 이루어 전사를 방해. (E) 시토신의 메틸화로 인해 탈

아세틸화된 히스톤을 가진 염색질은 히스톤이 촘촘히 연결된 형태로 염색질이 압축(chromatin compaction)

되어 전사가 진행되지 않고 유전자가 잠묵함 (gene sile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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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제네틱 반응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

근 많은 연구에서 이와 같은 에피제네틱 변형의 가역

성(reversibility)이 보고되고 있다.8,28,29)

포유동물에서 에피제네틱 변형은 배우자형성과정

(gametogenesis)과 초기 배형성기(embryogenesis)에 주

로 일어나며 이때 유전체 전체적으로 탈메틸화

(genome-wide demethylation)가 진행되고 수정 후 점

차 다시 메틸화가 진행된다.30) 하지만 부모로부터 각인

된 유전자(imprinted gene)는 탈메틸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유지되어 부모로부터 받은 두개의 대립유전자

(alleles) 중 1개만이 나중에 발현되게 되는데, 이를 단

일-대립유전자성 발현(mono-allelic expression)이라고

한다.31) 즉, 한쪽 부모로부터 받은 대립유전자는 과메틸

화되고 다른 대립유전자는 저메틸화되는 형태로 각인

이 되어 유전자 발현이 조절된다. 이와 같은 에피제네

틱 표지자는 세대를 거쳐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heritable).32) 조부모 세대의 영양 섭취가 손주 세대

의 당뇨병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가 그 좋은 예이다33).

따라서 태아나 신생아에게 있어 수정단계부터 젖을 땔

때까지 전달되는 정보는 엄마나 할머니가 일생동안 경

험한 모든 것의 집합체라 할 수 있다.11) 또한 중금속34)

이나 환경호르몬35) 등 여러 환경오염물질의 노출이 F1

세대 뿐 아니라 세대를 거쳐 후세대에서도 질병민감성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 환경오염 물질의 에피제네틱 영향

환경오염 물질에 의한 생명초기의 에피제네틱 변화는

이후 성인기의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서 매우 중요하다. 많은 실험 연구들을 통해 중금속, 환

경호르몬, 대기오염 물질 등이 활성 산소를 증가시킬 수

있고36-38) 이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oxidative stress)는 글

로벌 저메틸화와 유전자-특이적 과메틸화를 유발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19,39-42) 또한 환경오염 물질은 메틸기

전달 효소의 활성을 변화시키며10,43-45) DNA 메틸화에 필

요한 메틸기 공여자의 유효성에도 영향을 미친다.44,46-48)

본 장에서는 최근 보고된 여러 환경오염 물질의 에피제

그림 2. 1-탄소 대사(one carbon metabolism). 식이에 의한 메틸기 공여자는 네모 상자, 대사 과정 중 생성되는 메틸기

공여자는 동그라미, 보조인자는 마름모, 대사과정에 참여하는 효소는 굵은 이탤릭체로 표시되어있다.

DNA 메틸화(DNA methylation) 반응에서 메틸기 공여자 역할을 하는 S-아데노실 메티오닌(S-adenosyl-

methionine, SAM)은 명암을 넣어 표시하였다. 메틸기 공여자 및 보조인자: B2, vitamin B2; B6, vitamin B6; B12,
vitamin B12; CpG, cytosine and guanine linked by a phosphate molecule; 5meCpG, 5-methyl-CpG; DMG, dimethylglycine;

GSH, glutathionine; MTHF, 5,10-methylenetetrahydrofolate; SAH, S-adenosylhomocysteine; THF, tetrahydrofolate; 5meTHF,

5-methyltetrahydrofolate; Zn, zinc. 효소: BHMT, betaine-homocysteine S-methyltransferase; DNMT, DNA methyltransferase;
MAT, methionine adenosyltransferase; MS, methionine synthase; MTHFR, 5,10-methylenetetrahydrofolate reductase ;

MTRR, 5-methyltetrahydrofolate-homocysteine methyltransferase reductase; SAHH, S-adenosylhomocysteine hydrol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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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틱 영향에 관한 연구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각 환경

오염 물질의 에피제네틱 영향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1) 중금속

카드뮴(Cadmium): 이따이 이따이 병의 원인 물질로

잘 알려진 카드뮴은 또한 발암물질로도 알려져 있다.49)

카드뮴은 DNA 부가체(adduct)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비유전독성 발암물질로 인식되며 따라서 에피제네틱 기

전을 통해 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측된다.50) 하지만

에피제네틱 영향은 카드뮴 노출 기간에 따라 다른 결

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단기간 카드뮴에 노출시켰

을 때는 세포 증식이 일어나고 글로벌 DNA 저메틸화

와 DNA 메틸기 전달효소 활성이 억제되었지만45,51) 장

기간 노출이 지속된 경우 글로벌 DNA 과메틸화와

DNA 메틸기 전달효소 활성이 증가하고 고농도에서는

DNA 메틸기 전달효소(DNMT1, DNMT3a, DNMT3b)

의 전령 RNA(messenger RNA)가 증가하였다.45,52) 또

한 인간 전립선 암세포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장기간 카

드뮴 노출로 유전체 DNA 과메틸화와 DNMT3b의 발

현이 증가하였으며 종양억제 유전자, RASSF1A(Ras-

association domain family 1)와 p16의 프로모터 위치

의 과메틸화가 발견되었다.53) 이 연구는 종양억제 유전

자의 과메틸화에 의한 발현 억제가 카드뮴에 의해 전

립선 암이 발생하는 중요한 기전임을 보여주었다.

비소 (Arsenic): 비소와 암 발생에 있어서도 에피제네

틱 변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

표 1. 환경 오염 물질의 에피제네틱 영향

물질 대상 세포/기관 노출 기간/평가 에피제네틱 영향 참고문헌

카드뮴 쥐 간세포, 
K562 cell line

단기 글로벌 저메틸화; DNMT 활성 억제
45

51

쥐 간세포, 

HLF 세포
장기 글로벌 과메틸화; DNMT 활성 증가

45

52

CTPE 세포 장기 글로벌 과메틸화; p16, RASSF1A 과메틸화 53

비소 인간 keratinocytes 단기 글로벌 저메틸화 44

인간 PBL (인도) 음용수내 비소 p16, p53 과메틸화 46

인간 PBL (중국) 만성비소중독 p16 과메틸화 60

인간 PBL (방글라데시)소변, 혈장 비소 글로벌 과메틸화 62

간암세포 단기 히스톤 과아세틸화 61

납 생쥐 뇌 신생아기 APP mRNA 발현 및 Sp1 활동 증가 66

원숭이 뇌 신생아기 APP mRNA 발현 및 Sp1 활동 증가 10

제대혈 (멕시코) 산모 골중납 글로벌 저메틸화 (Alu, LINE-1) 67

니켈
HBE cell line 단기

MGMT 잠묵, DNMT1 발현 증가, 글로벌 과메틸

화, 히스톤 (H4) 저아세틸화
68

햄스터 cell line (G12) 단기 gpt 서열의 DNA 메틸화 및 염색질 압축 70

BPA Agouti 생쥐 산모 노출 (발달기) 글로벌 저메틸화 8

DES 생쥐 신생아기 글로벌 저메틸화 78, 79

생쥐 신생아기 Nsbp1 저메틸화 81

빈클로졸린 쥐 발달기 유전자 특이적 과메틸화; 세대전이 영향 35, 83

POPs 인간 PBL (이뉴잇족) 혈장 POPs 글로벌 저메틸화 (Alu, LINE-1) 85

다이옥신 생쥐 태아 단기 H19, IGF2 과메틸화 88

대기오염 인간 PBL (이태리) 개인 PM10 (장기) 글로벌 저메틸화; iNOS 저메틸화 92

인간 PBL (미국) 자동차배기먼지(단기) 글로벌 저메틸화 (Alu, LINE-1) 90

제대혈 (미국) 임신기간 PAH ACSL3 과메틸화 91

ACSL3, acyl-CoA synthetase long-chain family member 3; APP, amyloid precursor protein; BPA, bisphenol-A; CTPE, cadmium-

transformed prostate epithelial; DES, diethylstilbestrol; DNMT, DNA methyltransferase; gpt, guanine phosphoribosyl transferase;

HBE, human bronchial epithelial; HLF, human embryo lung fibroblast; IGF2, insulin-like growth factor 2; iNOS,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LINE1, long interspersed nuclear element-1; MGMT, O6-methylguanine DNA methyltransferase; Nsbp1,

nucleosomal binding protein 1; PAH,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 PBL, peripheral blood leukocyte; 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RASSF1A, Ras-association domain famil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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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세포내 실험에서 비소에 의한 글로벌 저메틸화가 발

견되었는데 이는 비소에 의해 메틸기 공여자인 SAM이

고갈되면서 유발되는 것으로 보인다.44,54-56) 또한 몇몇

연구에 의하면 비소는 종양억제 유전자(p16, p53,

DAPK(death-associated protein kinase), RASSF1A) 프

로모터 지역의 DNA를 과메틸화시켜 결국 종양억제 유

전자가 잠묵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46,57-60) 이러한 유

전자-특이적 과메틸화는 SAM이 고갈되기 전 DNA 메

틸기 전달효소의 활성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47) 최근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비소는 히스톤

탈아세틸효소의 활성을 감소시켜 히스톤 아세틸화를 증

가시키고 염색질 개방을 유도한다.61) 앞의 에피제네틱

기전에서 설명한데로 염색질 압축(chromatin compac-

tion)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전이므로 이

연구는 비소에 의한 에피제네틱 변형, 그리고 발암 과

정의 일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비소에 의한 글로

벌 DNA 저메틸화가 일반적인 에피제네틱 변형으로 알

려졌지만 최근 연구는 반대의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다.

매우 높은 농도의 비소에 노출된 방글라데시아인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소 노출은 양-반응 형태로 글로

벌 DNA 과메틸화를 유발하였다.62) 이 연구에서 비소-

메틸화 연관성이 혈장내 엽산 농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

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비소에 의한 에피제네틱 변형이

엽산 등 메틸기 공여자의 섭취에 의해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같은 연구팀은 또 다른 연구에서 비슷한 정

도로 비소에 노출되었지만 DNA 과메틸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에게서 피부암 위험성이 높음을 발견하였는

데, 비소에 의한 DNA 과메틸화는 적정량의 엽산 섭취

에 의해 적응하여 생긴 변화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63)

납(Lead)과 기타 중금속: 납에 의해 쥐의 간세포

DNA의 저메틸화가 유발된 연구64,65)가 발표된 이후 납

노출이 만성 질환을 일으키는 기전으로 에피제네틱스

가 최근 주목받고 있다. Zawia 연구팀은 갓 태어난 쥐

와 원숭이에게 일정 기간 동안 식이를 통해 납을 섭취

시키고 납에 노출되지 않은 대조군과 함께 장기간 관

찰하여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과 관련된 병

리현상을 살펴보았다.10,66) 신생아기 때 납에 노출된 쥐

와 원숭이는 대조군에 비해 노년기에 뇌에서 납의 농

도가 높았으며, 산화 스트레스 증가와 DNA 메틸기 전

달효소 활성 감소가 관찰되었고, 이와 동시에 알츠하이

머병과 관련된 아밀로이드 전구 단백질(amyloid precur-

sor protein, APP)과 베타-아밀로이드(β-amyloid, Aβ)가

상승하였다. 본 연구는 발달기 납노출이 알츠하이머 발

생에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임을 보여주는 소중한 예

이다. 아직까지 인간에서 발달기 납 노출과 에피제네틱

변형 그리고 성인병의 관련성을 증명한 연구는 없는 것

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의 한 연구는 그 가능성을 제시

하고 있다. Hu 연구팀은 멕시코의 신생아 코호트를 통

해 임산부의 골중납 농도가 높을 수록 재태혈의 DNA

가 저메틸화됨을 밝혔다.67) 하지만 재태혈의 납농도는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골중납은 긴 반감기로 인해

장기 노출 지표로 사용되므로, 이 연구는 아이가 수정

후 태반에서 자라는 동안의 납노출이 이후 성인기에 발

현될 유전자의 프로그래밍 등 에피제네틱 변형에 중요

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밖에, 니켈 (Nickel)은 DNA

메틸화와 히스톤 아세틸화 등 에피제네틱 기전을 통해

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인식된다.68-70) 크롬(Chromium)

또한 에피제네틱 변형을 유발하고,71,72) 부모가 노출될

경우 에피게놈(epigenome)과 게놈을 변형시키고 다음

세대로 발암위험을 전달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

며, 자손의 종양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34) 

2)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 (Bisphenol-A): 비스페놀-A는 폴리카보네

이트 플라스틱과 에폭시 수지 생산에 쓰이는 내분비 교

란물질로 체내 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하여 내분비계

를 교란시키는 물질 중 하나이다.73) 성장 중 비스페놀-

A에 노출되면 남성과 여성의 성기, 젖샘의 생김새와 기

능에 변화가 오며, 이는 불임, 유방암과 전립선암 발병

률의 확률을 높인다.74,75) Ho 등은 처음으로 신생아기에

비스페놀-A를 노출하면 전립샘의 에피게놈을 변형시킨

다고 보고했다.76) 최근 Dolinoy 등은 메틸화 정도에 따

라 털 색깔이 변하는 Agouti 생쥐를 이용한 연구에서,

유전적으로 동일한 쌍둥이 Agouti 생쥐가 초기 발달기

동안 서로 다른 비스페놀-A 농도에 노출되었을 때 메

틸화 정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털 색깔이 다른 생쥐

로 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8) 또한 이 연구는 비스페

놀-A에 의해 유발되는 저메틸화가 엽산과 식물성 에스

트로겐인 genistein에 의해 예방됨을 발견하였다. 임신

초기 메틸기 공여자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

요함을 시사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디에틸스틸베스트롤 (Diethylstilbestrol, DES): DES는

유산을 막기 위해 여성에게 처방되었던 약으로, 사람과

실험동물에서 성장 초기 DES 노출은 생식기의 분화를

교란시키고 구조적, 기능적 이상, 그리고 호르몬에 민

감한 장기의 암발병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77) 발달기 동안 생쥐에 DES를 노출할 경우 생쥐 자

궁에서 발암유발 종양 유전자인 c-fos와 에스트로겐에

민감한 lactoferrin 유전자가 탈메틸화 되었다.78,79) 게놈

전체에서 일어나는 DNA 메틸화를 분석한 연구는 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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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발생한 생쥐의 부고환 기형이 DNA 메틸기

전달효소 발현 증가와 DNA 메틸화와 관련있음을 발견

하였다.80) Tang 등은 생쥐에 DES나 genistein을 처리

했을 때 염색질 재구성(chromatin remodeling)에 중요

한 뉴클레오솜 결합 단백질-1(nucleosomal binding

protein 1, Nsbp1)의 프로모터 지역이 저메틸화되고

Nsbp1 유전자가 전 생애를 통해 과발현되는 것을 발견

하였다.81) 일반적으로 사춘기 이후 난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estradiol)에 의해 Nsbp1 발현이 억제되지만 신

생아 초기 DES나 genistein에 노출되면 에피제네틱 기

전에 의해 염색질을 재구성해 Nsbp1 발현이 증가하고

결국 자궁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흥미로운 것

은 이와 같은 DES의 부정적인 영향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유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82)

농약류와 기타 환경호르몬: Skinner 연구팀은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배아기 생식기가 분화되는 시기에 항

안드로겐성(antiandrogen) 살충제인 빈클로졸린(vincloz-

olin)에 노출되었을 때, F1 세대뿐 아니라 F4 세대까지

생식기 관련 질병과 면역계 이상, 비이상적인 짝짓기

행동을 보였다.35,83,84) 이와 같은 결과는 배계열(germ-

line) 시기의 에피제네틱 변형에 의한 것으로, 환경 요

인에 의해 유발된 질병이 세대를 넘어 유전될 수 있음

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린랜드에 사는 에스키모인 이

뉴잇족(Inuit)을 대상으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과 글로벌 DNA 메틸화의 연

관성에 대한 연구에서 DDT(dichloro-diphenyl-trichloro-

ethane)와 DDE(dichloro-diphenyl-dichloroethylene), PCBs

(polychlorinated biphenyls) 등 내분비 교란물질로 잘

알려진 유기염소계 물질 노출이 글로벌 DNA 저메틸화

와 관련있음이 보고되었다.85) 최기형성(teratogenicity)

물질로 잘 알려진 다이옥신(2,3,7,8-Tetrachlorodibenzo-

p-dioxin, TCDD)은 체내로 유입되면 세포의 아릴기 탄

화수소 수용체(aryl hydrocarbon receptor)와 결합하여

독성을 나타낸다.86,87) 다이옥신을 착상전 배아에 노출시

켰을 때 태반내 성장이 억제되었는데, 이는 H19과 인

슐린 유사 성장인자 2 유전자(insulin-like growth fac-

tor 2 gene, IGF2)와 같은 각인 유전자의 DNA 메틸

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었다.88) 

3) 대기오염

대기오염과 심장 및 호흡기 질환의 연관성은 이제 잘

알려진 사실이며, 특히 민감 집단으로서 노인과 어린이

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확한 발병기전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38,89) 최근 몇몇

연구들은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건강영향이 에피제네틱

기전을 통해 유발될 수 있다는 새로운 가설을 제기하

고 있다.90-92) 먼지는 산화-환원을 통한 촉매반응을 통해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8) 앞서 얘

기한데로 활성산소에 의해 유발된 산화 스트레스는 메

틸기 전달효소의 기능을 억제시켜 글로벌 DNA 저메틸

화를 유발하는데,39,42) Belinsky 등은 쥐를 이용한 실험

에서 디젤 배기가스에 의해 p-16 유전자-특이적 DNA

과메틸화도 일어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93) Baccarelli

연구팀은 금속제련 공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

였는데, 먼지(PM10) 노출에 의해 글로벌 DNA와 유도

성 산화질소 합성효소(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의 프로모터 DNA의 메틸화가 감소하였다.92)

Baccarelli 등은 Schwartz 연구팀과의 공동 연구(Nor-

mative Aging Study)에서 단기간의 자동차 배기먼지

노출에 의해서도 글로벌 DNA 저메틸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였다.90) 같은 연구팀은 이전에 자동차 배기먼

지 노출이 심장병 및 퇴형성 뇌질환과 관련이 있는 호

모시스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는데,94)

이는 부분적으로 메틸기 공여자의 유효성 등이 관련된

에피제네틱 기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Perera

연구팀은 임신기간 동안 노출된 다환방향족탄화수소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와 소아천식

과의 연관성에서 DNA 메틸화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였

다.91) 이 연구팀은 폐와 흉선 조직에서 발현되는 acyl-

CoA synthetase long-chain family member 3(ACSL3)

메틸화가 임신기간 PAHs 노출과 관련이 있고 아이가

5세 이전에 천식 증상을 일으킬 확률이 약 4배에 이르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메틸화된

ACSL3는 환경에 의한 소아천식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

용될 수 있을 것이다.91) 

4) 기타 환경 요인(식이, 영양, 행동양식)

환경오염 물질외에 다른 환경 요인, 즉, 식이와 영양,

행동양식 등도 에피제네틱 변형과 관련이 있다. 임신기

간 동안 모체의 영양섭취와 식이요인들이 태아에게 에

피제네틱 프로그래밍을 통해 이후 성인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앞에서 언급하였다. Fig.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1-탄소 대사에 관여하는 엽산, 메티오닌, 콜

린 등의 메틸기 공여자와 비타민 B6와 B12 등의 보조

인자 섭취를 통해 메틸화에 필수요소인 충분한 SAM을

갖게 되고 결국 DNA 메틸화를 촉진할 수 있다. 식이

및 영양에 의한 에피제네틱 영향은 여러 논문에 자세

히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라며,13,95,96) 여기서는

식이 자체가 긍정적인 에피제네틱 변화를 일으킬 뿐 아

니라 환경오염물질의 영향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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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고자 한다. 앞서 소개한 엽산과 genistein에 의해

비스페놀-A의 악영향이 예방될 수 있다는 것이 그 한

예이다.8) 또 다른 예로, Schwartz 연구팀은 미국 보스

톤 지역 재향 군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세먼지

나 자동차 배기먼지에 의해 악화된 심장 기능과 호모

시스틴 농도가 엽산과 비타민 B12, 메티오닌 섭취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94,97) 정확한

기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호모시스틴을 매개로한 대

기오염의 심장질환 영향은 에피제네틱 기전을 통해 일

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엽산 등의 섭취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어미 행동에 따른 심리적 스트레스와 에

피제네틱 변화에 관한 연구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실험

쥐를 이용한 연구는 어미의 보살핌과 사랑의 정도 차

이에 따라 새끼 쥐의 메틸화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98-100) 태어난 새끼를 더 많이 핥아주거나 보살펴

주었을 때 뇌의 해마상 융기(hippocampus)의 글루코코

티코이드 수용체(glucocorticoid receptor, GR) 유전자

프로모터 지역이 메틸화된 반면 어미의 보살핌을 잘 받

지 못한 새끼 쥐는 메틸화가 감소하였다. 흥미로운 것

은 이렇게 메틸화가 감소되어 태어난 쥐가 성장하였을

때 메티오닌을 투여하면 감소된 글루코코티코이드 수

용체 발현이 정상으로 되돌아 온다는 것이다.101) 이러한

연구는 부모 행동에 따른 스트레스 반응에 의해 에피

제네틱 프로그래밍이 이루어 짐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

후 부모의 보살핌과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건강이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2. 요약 및 결론

이제까지 환경오염물질과 기타 환경요인에 의한 에피

제네틱 영향을 살펴보았다. 정확한 기전은 아직 잘 알

려져 있지 않지만 이러한 환경요인들은 DNA 메틸화와

히스톤 변형을 통해 유전자 발현과 표현형을 변화시키

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런 환경이 유도한 에피제

네틱 변화들이 태아기 등 생명의 중요한 시기에 나타

난다면 향후 성인기의 환경 요인에 의해 프로그램된 유

전자가 발현될 수도 또는 잠묵될 수도 있어 질병취약

성 그리고 생존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가설은 환경보

건학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환경오염물질을 감소시키려는 노력과 더불어 가임기 여

성들의 임신과 부모로서의 역할에 관한 건강과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미 태교의 중요성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태반을 둘러싼 모든 환경요인이 태어난 아이가 성장하

였을 때 나타날 질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을 인지하며 임신기를 잘 보낸다면, 그런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

다. 둘째, 환경보건과 관련된 접근에서 장기적인 관점

을 가져야 한다. 만성병에 걸리기 쉽게 프로그램되어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환경요인의 노출을 제한

한다면 프로그램된 유전자의 발현이 억제되어 만성병

발병을 예방할 수도 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는 식이습관을 통해서도 만성병

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려사

항들은 WHO가 최근 발행한 보고서 “식이, 영양, 그리

고 만성질환의 예방”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102) 미국 국

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은 2004년 9월,

향후 보건의료계가 풀어나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하면

서 중점적으로 연구 및 투자할 8가지 새로운 분야를

발표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에피제네틱스이다

(http://nihroadmap.nih.gov/epigenomics/). 이전까지 질병

의 원인을 밝히는 연구들이 유전자와 환경 각각에 집중

되었다면 앞으로는 에피제네틱스를 포함한 유전자-환경

상호작용을 고려한 연구로의 전환이 요구될 것으로 보

인다. 앞으로 질병 발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환경

과 에피제네틱스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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