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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후성유전은 DNA 염기 서열이 변화하지 않고 DNA의 메틸화(methyaltion) 및 히스톤 단백질의 변형(modification)등의 후천적 과정

에 의해 유전자 발현이 조절되는 현상이다. 특히 DNA 메틸화 정도에 대한 패턴 분석은 후성유전을 이해하는 중요한 접근방법중 하

나이다. DNA 메틸화 패턴 분석을 위해 발생에 관련된 123개 유전자들의 -5000bp ~ +200bp사이에 있는 DNA 염기 서열 정보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염기 서열 정보를 기반으로 기존에 알려진 메틸화 경향성 모티프와 메틸화 저항성 모티프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발생관련 유전자들의 메틸화 모티프 패턴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메틸화 저항 모티프만이 발견되었고 따라서 메틸화 저항 모티

프 패턴과 발생관련 유전자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I. 서론

  유전학에서의 핵심이 되는 메커니즘이 DNA에서 염기서

열의 변화로 인한 것이라면, 후성유전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DNA 염기에 메틸기(-CH3)가 붙는 메

틸화(methylation)이다. 게놈의 염기서열 중 시토신(C)과 

구아닌(G) 두 염기가 나란히 존재하는 것을 CpG라 하는

데, 여기서 시토신(C)이 메틸화가 될 수 있다. 특히 인간

을 포함한 포유동물의 염기서열에는 CpG가 밀집돼 있는 

부위가 존재하는데, 이런 영역을 CpG island 라고 부른

다. CpG island 유전자의 상위 부위, 즉 유전자의 전사를 

조절하는 영역인 프로모터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CpG 

island에 메틸화가 일어나게 될 경우, 저해가 일어나게 된

다. [1]

  발생은 다세포생물의 난자가 수정하여 배(胚)·유생(幼
生)을 거쳐 성체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은 관련 유전자들에 의해 조절되어지며, 훗날의 질병

과도 연관되어진다. 따라서 이미 성장한 성체에서 발병되

어지는 질병 차원이 아닌 그러한 질병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발생단계에서의 관련 유전자들의 조절제어가 질병 

예방에 도움일 될 것이다.

  후성유전학 연구에 있어서 대표적인 메틸화 패턴 분석

은 암과 같은 질병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pG섬에서의 메틸화 모티프 서

열을 토대로 기존에 많이 연구되어지고 있는 질병 분석에

서 벗어나 질병의 시작이 될 수 있는 발생 과정에 관여하

는 유전자들의 메틸화 패턴을 분석하였다. 

Ⅱ. 본론

1. 발생 관련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발생관련 유전자 선정은 발생생물학과 Wikipedia에서 

제공하는 developmental genes 정보를 기초로 하여 123

개의 유전자를 선택하였다 [2, 3].  UCSC와 Entrez 데이

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인간 전체 유전자의 upstream 

-5000∼1000bp의 서열과 CpG island를 모아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하였다(그림 1).

▶▶ 그림 1. Upstream -5000~1000bp서열과 

CpG island를 모아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123개  발생관련 유전자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였다. 

  메틸화 패턴 분석에 앞서서 upstream -5000∼1000bp 

서열과 CpG island를 모아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

한 발생에 관련 123개의 유전자를 기능 별로 분류하였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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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발생 관련 유전자의 기능별 분류 

2. 발생관련 유전자의 메틸화 모티프 패턴 
분석

  표 1의 바탕으로 각각의 나눠진 유전자들이 어떠한 메틸

화 패턴으로 되어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축된 데이

터베이스에서의 유전자 서열 정보와 CpG island 정보, 모

티프 서열 정보를 모았다 [4]. 

표 2. 경향성 모티프(MP)와 저항성 모티프(MR)의 

서열 

  123개의 유전자들에 표 2의 모티프들이 얼마나 있는지

를 알기위해 유전자서열과 각각의 모티프들의 서열을 

BLAST한 결과 저항성 모티프들만이 현저히 많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발생 유전자 upstream -5000~1000 bp에

서 추출한 유전자의 start site와 end site의 중간 값으로 

모티프 패턴과 유전자에 있는 CpG island site를 표시하

였다 (그림 2). 발생관련 유전자 123개 중에서 CpG island 

site가 존재하는 유전자는 93개였으며 그중 모티프를 가지

고 있는 유전자들은 50개였다. 이 모티프와 CpG island 

site를 가지는 50개의 유전자들 을 유전자 기능별로 나눈 

표 1를 바탕으로 대표되는 몇 가지만 선정하여 나타내었

다.

  Transcription regulation 에 관련된 유전자들의 모티

프들은 주로 promoter가 위치한 CpG island site 위에 또

는 근처에 위치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으며, cell 

signaling과 growth/differentiation에 관련된 유전자들

은 promoter 부분에서 upstream으로 갈수록 모티프들의 

수와 다양성이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림 2. 메틸화 모티프 패턴 분석 

Ⅲ.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발생 관련 유전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여 기능별로 분류한 발생관련 유전자들의 메틸화 모

티프 패턴을 확인함으로써 각각의 기능별로 분리된 유전

자들이 가지고 있는 메틸화 모티프 패턴이 어떠한 차이와 

유형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알아내고자 하였다. 

  모티프 패턴은 후성유전학적으로 동일한 메틸화 모티프

가 발생에 관련된 여러 유전자들의 활성에 관련되었을 것

으로 추측되어지며, 메틸화 모티프 패턴 분석을 토대로 발

생이후 성체에 생길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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