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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romatin is an instructive DNA structure that can

widely respond to external signals. An important change of

chromatin is the modifications of histone for this regulation. There

are accumulating lists of these modifications and the complexity

of their action is gradually understood. It is evident that histone

modifications play important roles in most biological processes

that are involved in the expression or repression of DNA. The

surface of nucleosomes is susceptible to multiplicity of modifications.

Chromatin modifications can play either by eliminating chromatin

contacts or by recruiting non-histone proteins to chromatin. Many

of these regulations seem to be epigenetically inherited. Thus,

histone modifications are closely correlated with many fundamental

biological processes in animal, plant and microbial kingdoms.

Failures of histone modification lead, in general, to defective

chromosome condensation or decondensation, impeding many

biological functions including development, maturation, and

protection against various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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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 종류의 생물체내에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두 같은 genome

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결국 서로 다른 phenotype으로 발현

이 된다. 따라서 같은 유전자의 발현의 변화는 서로 다른 기능

과도 연관이 된다. 세포들의 서로 다른 형상은 특히 발생 동안

에 고유의 유전자 발현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 Chromatin 구조

는 유전자 발현에 상당히 깊은 영향을 미치며 고유의 세포 형

태의 유지에 기여한다.

실제 식물체 또는 동물체의 각각의 발생단계는 chromatin 상

태의 구조적 변화와 같이 이루어 진다(Kumar와 Rao, 2013;

Zachary와 Alexander, 2013).

후생유전학은 DNA의 공유결합 및 chromatin의 단백질 구성성

분의 변화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진핵생물의 경우에는 히스톤은

100–200 가량의 base로 이루어진 DNA와 히스톤 octamer 등으로

이루어진 nucleosome 핵심입자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Histone

연결체인 H1은 nucleosome core 입자 사이에서 DNA와 연결될

수 있으며 따라서 chromatin 구조를 단단하게 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히스톤은 수축된 형태 또는 덜 수축된 형태로 구분이 된다.

전자의 경우는 유전자 발현이 멈추고 있는 heterochromatin이며

후자는 발현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euchromatin이다. 생체내의

다수의 DNA는 heterochromatin의 형태이며 이들은 telomere,

pericentric 부위, 및 repetitive sequenc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Core histone은 N-말단 꼬리 부분과 둥근형의 C-말단 부위로 구

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여러 형태의 히스톤 변이가 히스톤 단백질 전체

에 걸쳐 일어나지만 대부분의 변이는 N-말단 꼬리 부분에서 관

찰되고 있다. 이러한 많은 변이들은 효소학적으로 가역반응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이의 생물학적 의미가 충분

히 이해되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변이 들은 유전자 발현, DNA

손상회복, 및 chromatin 의 응축 등에 영향을 미친다. 히스톤의

N-말단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염기성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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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들 자신의 nucleosome으로부터 밀어내는 작용이 일어나

며 따라서 인접한 nucleosome에 다시 결합을 할 수가 있다. 꼬

리 부분의 구조 변경은 nucleosome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

치는 것 같으며 따라서 chromatin의 전체구조에도 영향을 미친

다. 히스톤 변이는 chromatin의 구조 조절에 관여하는 역할 이

외에도 chromatin을 재구성하는 효소들의 집합에도 관여를 한

다(Bannister와 Kouzarides, 2011). 이러한 경우에 효소들은

nucleosome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ATP 를 분해시킨 에너지를 사

용하게 된다.

히스톤 변이에 의해 유도되는 chromatin 구조의 변화는 직접

이루어지거나 chromatin을 재구성하는 요인들의 활성화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히스톤 변이는 유전자 발현을 제어하기

위하여 세포 신호전달 회로에 간섭하게 된다. 히스톤은 효소활

성을 가지는 단백질 복합체들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고 따라서

서로 다른 변이 사이 또는 서로 다른 후생유전회로들(예.

Noncoding RNAs 및 DNA methylation 등)과 서로 신호를 주

고 받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히스톤 변이의 역할은 서로 다

른 형태의 세포 분화 등과 관련하여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Castel과 Martienssen, 2013; Pastor 등, 2013; Skene과 Meissner,

201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최근에 이루

어지고 있는 각종 히스톤 변이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역할 등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히스톤 변이의 기작

Chromatin 구조의 변화와 단백질의 재집결(recruitment)에 의하

여 히스톤 변이는 세포 신호 전달, 발생, 성장 및 손상된 유전

자 교정 등에 관여하는 수많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중 하나는 히스톤 변이에 의하여 chromatin 구

조가 짧거나 또는 긴 거리에서 전체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또 다른 기작은 chromatin에 결합하는 effector 분자들이 관

여하는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서 유전자를 발현시키거나 억제를

시킬 수 있다. 히스톤의 번역후(post-translation) 변이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히스톤 변이와 관계가 되는 chromatin 구조의 연

구는 nucleosome에 대한 X-ray 구조에 대한 고해상도 능력에

힘입어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Chromatin 상태의 조절, 즉 chromatin 의 수축 상태 등은 수

많은 종류의 DNA 변이 등에 의해 조절 되는데 다음과 같은

것 들이 있다. Methylation, hydroxymethylation, histone들의

번역 후 변이(예, acetylation, phosphorylation, methylation, 및

ubiquitylation 등) 및 ATP와 관련되어 작용하는 chromatin 재정

립(remodeling) 등이다. 이외에도 non-coding RNA에 의해 유도

되는 chromatin의 재정립 등이 연구되고 있다. Acetylation (Fig.

1) 또는 phosphorylation은 히스톤의 양성전하를 감소시키게 된

다. 따라서 전하의 변화는 히스톤과 DNA 사이에서 정전기적

균형을 파괴시키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chromatin을 보다 덜

수축된 형태로 만들게 되며 따라서 전사에 관여되는 단백질들

이 목표로 하는 DNA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Acertylation

은 H3K9, H3K14, H3K18, H4K5, H4K8, 및 H4K12들을 포

함하는 수많은 히스톤 꼬리의 lysines 상에서 발생하고 있다

(Chen 등, 2006). 이러한 부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히스톤 꼬

리 부분의 전하는 genome의 hyperacetylation 된 부위에서 쉽게

중성화되어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양한 히스톤

acetylation은 유전자의 프로모터 부위 enhancer 부위에서 자주

발견되며 따라서 이러한 변이는 전사조절인자(transcription

factor)의 접근에 영향을 미친다(Wang 등, 2008). 이러한 기능과

는 반대로 H4K16의 경우는 in vitro 실험결과 상당히 발현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Shogren 등, 2006). 히스톤의 phosphorylation

은 DNA 서열 등에 대해 상당히 특정 부위 등에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acetylation되는 부분에 비해 상당히

적은 부위가 발견되고 있다. H4K16ac의 경우에는 오직 하나의 부

위만이 변이가 일어나지만 chromatin의 전체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감수분열 동안에 발생하는 H3S10의 phosphorylation은

chromatin 의 수축과 연관이 된다(Wei 등, 1998). 또 다른 종류

의 변이인 ubiquitylation 은 히스톤에 큰 분자를 결합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변이는 nucleosome 의 전체적 구성에 변화를 야

기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ubiquitylation은 nucleosome

사이의 관계 및 chromatin 결합 복합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히스톤 꼬리가 꼬이게 되면 H3의 첫 번째 21 아미노산

이 손실되는 꼴이 된다. 그렇지만 히스톤 methylation을 포함하

는 중성 변이는 히스톤 구조를 심하게 변경시키지 않는 것 같

다. 이상의 연구 결과 보고 등과 관련하여 Table 1은 히스톤에

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변이 형태들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1 Different types of modifications observed on histones

Chromatin modifications Residues modified Functions

Methylation (lysines) K-me1 K-me2 K-me3 repair, transcription

Methylation (arginines) R-me1 R-me2a R-me2s transcription

Acetylation K-ac transcription, repair, replication, condensation

Phosphorylation S-ph T-ph transcription, repair, condensation

Ubiquitylation K-ub transcription, repair

Sumoylation K-su transcription

ADP ribosylation E-ar transcription

Proline isomerization P-cis P-trans transcription

Deimination R-cit transcription

Fig. 1 Acetylation of lysine and its related enzy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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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톤 변이에 관련되는 효소들

히스톤 변이에 관련되는 효소들은 acetylation (Sterner와 Berger,

2000; Hodawadekar와 Marmorstein, 2007), methylation (Zhang

과 Reinberg, 2006; Bedford와 Clarke, 2009), phosphorylation

(Dawson 등, 2009; Hu 등, 2009), ubiquitination (Shilatifard,

2006; Kim, 2009), sumoylation (Nathan 등, 2006), ADP-

ribosylation (Cohen-Armon, 2007), deamination (Cuthbert 등,

2004; Wang 등, 2004), 및 proline isomerization (Nelson 등,

2006) 등에 관하여 알려지고 있다.

대부분의 히스톤 변이들은 lysine의 methylation과 같이 가역

적으로 일어나며(Fig. 2) 따라서 이들 변이들을 제거시킬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하나의 예는 아르기닌의 methylation인데 현재

까지도 이에 대한 demethylation 작용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

렇지만 deamination 작용은 잘 알려지고 있으며 이는 methyl-

arginines의 소멸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는 deamination이 arginine methylation에 대하여 길항작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현재까지도 많은 효소들이 이

러한 변이에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은 lysine

methylstransferases, lysine demethylases (KDMs), histone

acetyltransferases (HATs), lysine acetyltransferases, histone

deacetylases (HDACs), lysine deacetylases, ubiquitylation

enzymes (E1, E2, 및 E3 enzymes) 및 deubiquitylases 들이다.

이러한 변이관련 효소들은 다수의 subunit 을 갖추는 복합체로

나타나고 있으며 변이가 되는 부분은 N-말단의 꼬리 및 히스톤

의 구형 부위 등(H2A, H2B, H3, 및 H4)이 포함된다. 모든 히

스톤 변이관련 효소 들 중에서 methyltransferase와 kinase들은

가장 기질 특이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methylation이 지금까지 많이 연구되어온 이유이기도 하

다. 일부의 경우 히스톤 변이 효소들의 기질특이성은 여러 요

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이들 단백질들은 변이를 시킬

아미노산 잔기 또는 methylation을 시킬 정도 등에 대하여 특이

성을 보이고 있다(Metzger 등, 2005; Steward 등, 2006).

DNA Methylation

전핵생물과 진핵생물의 DNA는 아데닌 및 시토신의 methylation

에 의해 변이가 될 수 있다. 현재까지 DNA methylation의 역

할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다. 전핵생물체에서 DNA

methylation은 DNA-숙주 특이성 관계, 독성, chromosome 복제,

세포주기 조절, 손상된 DNA의 복구 등 다양한 작용과 관련된

다. 한편 고등의 진핵세포에서 DNA methylation은 여러 유전

자 발현, chromatin 구조, 세포 분화, X-chromosome 불활성화

등과 관련이 되고 있다. 동물체에서 DNA methylation은 히스

톤 변이와 더불어 후생유전 변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식물체에서 DNA methylation은 5-methylcytosine glycosylases

(예. DEMETER)에 의하여 형성되고 chromatin 등에서 폭 넓게

발생하고 있다(Gehring 등, 2006; Hsieh 등, 2009) (Fig. 3).

동물체내에서 5-methylcytosine을 제거하기 위하여 cytosine

deaminases AID (activation-induced cytidine deaminase)들과

apolipoprotein B mRNA-교정 polypeptide1 (APOBEC1)들이

보통 작용한다(Morgan 등, 2004). Bisulphate 염기서열을 이용

한 genome-wide DNA methylation의 분석 결과 DNA는 남성

과 여성 모두의 primodial germ 세포에서 methylation이 소량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Popp 등, 2010). 쥐에서의 DNA methylation

은 정자 세포와 줄기세포 등에서 관찰이 된다.

H3K9me2와 H3K27me3에서 발생하는 DNA methylation과

히스톤 변이는 전사 억제와 자주 연관되며 이러한 부위들은 무

발현 유전자(silenced chromosome)들을 표시하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히스톤 변이들이 서로 연관되어 작용하는 이외에도 DNA

methylation의 재구성은 히스톤 변이하고도 관련되는데 초기의

embryo 단계, germ 세포 및 암세포 들에서 관찰되고 있다

(Golebiewska 등, 2009; Hammoud 등, 2009). H3K9me3와

H4K20me3는 접합자(zygote)에서 덜 발견되고 있다. 부계 전핵

(paternal pronucleus)은 잔여 DNA methylation 을 갖추고 있으

며 H3K9me1은 중심립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Puschendorf 등,

2008). H3K9me3 및 H4K20me3들은 접합자에서는 덜 발견된

다. 그러나 부계전핵은 잔여의 DNA methylation을 함유하고 있

으며 H3K9me1은 pericentromeric 부위에서 유지되고 있다

(Puschendorf 등, 2008). Table 2는 DNA의 methylation 종류,

발견되는 생명체, methylation 되는 염기서열 등을 정리한 것이다.

Fig. 2 Methylation of lysine. Methylation is performed by lysine methyltransferase. This reaction is reversible by the aid of lysine demethylase.

Fig. 3 Methylation of cytosine. SAM is S-adenosyl methio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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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유전체 조절 및 히스톤 변이에 있어서의 non-coding RNA

전체 동물체 genome 의 약 1-2%만이 단백질을 코드하고 있으

며 다른 진핵생물인 C.elegans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Carninci 등, 2005). 따라서, 전사는 단순히 단백질을 코드

하는 차원을 넘어서 non-coding RNA와 같이 광범위한 유전자

들과 관련이 된다. 길이가 긴 non-coding RNA (일반적으로

200 base pair 이상)는 발생, 성장, 방어 및 DNA 손상복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Sone 등, 2007; Mercer 등, 2008).

Homeotic gene들의 발현은 non-coding RNAs의 도움에 의하여

조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sh1 histone methyltransferase

의 chromatin내 출현은 noncoding RNAs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cis-regulatory response elements와 결합하고 따라서 methyltransferase

는 Ultrabithorax 유전자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Sanchez 등,

2006). Ash1은 non-coding TRE 서열 전사체의 도움에 의하여

TRE 쪽으로 재결집 된다. TRE 전사체가 작은 크기의 siRNA

에 의하여 분해되었을 때 Ash1의 TRE 쪽으로의 재결집은 감

소되는데 이는 Ubx의 발현이 non-coding TRE 전사체에 의하

여 상당히 영향을 받음을 나타내는 것이다(Sanchez 등, 2006).

후생 발현 억제(epigenetic silencing) 동안에 길이가 긴 non-

coding RNA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쥐에 존재하는 Xist,

Air 및 Kcnq1ot1 및 인체의 HOTAIR은 여러 유전자들의 후생

발현억제에 필수 불가결하다. 한편 전자의 세 종류의 유전자는

cis-mode로 작동하고 나머지 후자는 trans-mode로 작용한다

(Rinn 등, 2007). 전사가 활발한 유전자들 중에서 H3K4

methylation과 H3K9 acetylation은 일반적으로 체세포로부터 발

생한다. 발생과 관련되는 일부 유전자들은 bivalent 라고도 불리

우는 데 이는 촉진과 억제 양쪽의 기능과 관련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예로는 H3K27me3와 H3K4me3 등이 있다. 많은 히스

톤 변이 효소들은 보조조절 복합체로 간주되는 데 그 이유는

이들 효소 들이 유전자 발현의 조절을 위하여 전사인자와 협력

하여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보조 조절 복

합체는 DNA 결합 능력이나, DNA 결합 전사인자, DNA

methylation 등을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non-coding RNA들은

히스톤 변이 복합체들의 재결집에 관여한다.

Chromatin 요인들의 결합

히스톤 변이와 관련하여 특이적 관계를 보이는 chromatin 관련

요인들이 많이 존재한다. 프로테오믹스 방법의 발전 덕분에 이

러한 수많은 단백질들이 보고되고 있다(Bartke 등, 2010;

Vermeulen 등, 2010). 특이한 도메인을 갖추는 multivalent 단백

질 또는 단백질 복합체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여러가지 변이

에 있어서 동시 인식 작용을 한다. 이러한 부류로는 PHD,

Tudor, PWWP, 및 MBT 등이다(Champagne과 Kutateladze,

2009). 변이된 히스톤의 같은 lysine이 다수의 도메인에 의해 인

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H3K4me3는 PHD에 의해 인식되는

데 PHD는 ING family (ING 1-5) 안에 위치하고 있다. HATs

및 HDACs 들을 포함하는 chromatin 변이용 물질들은 ING 단

백질들에 의하여 재결집된다(Champagne과 Kutateladze, 2009).

Tri-methylated H3K4는 CHD1 안에서 발견되는 tandem

chromodomain에 의하여 결합된다. 이 효소는 nucleosome의 위

치 재구성과 관련되며 그의 작용을 위하여 ATP 의존적 반응을

나타낸다(Sims 등, 2005). 이렇게 변이가 이루어진 부위는 히스

톤 demethylase에 속하는 JMJD2A 안에 있으며 역시 tandem

구조인 Todor 도메인에 의해 결합된다(Huang 등, 2006).

히스톤의 번역후 변이는 chromatin의 수축 또는 재결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번역후 변이는 chromatin 변이 또

는 chromatin 재구성 복합체 또는 effector 단백질들을 위한 결합

부위를 만들어 주게 될 수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서 전사 시작

또는 사슬연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olycomb 억제 복합

체 1은 RING1A 또는 RING1B 를 포함한다. RING1A 또는

RING1B는 lysine 119 (H2AK119ub)에서 H2A의 monoubiquitylation

에 관여한다. Polycomb 억제복합체2는 H3의 trimethylation을

촉매하는데 이는 EZH2를 함유하며 이러한 methylation은 lysine

27 (H3K27me3)에서 발생한다. 일부 Trithorax 그룹(TrxG) 단백

질들은 methyltransferase의 MLL family를 함유하는데 이는

H3K4me3의 촉매와 관련된다. 히스톤의 번역후 변이 이외에도

chromatin의 응축성은 ATP 의존적 재구성 복합체 들에 의하여

매개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ATP 분해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따

라서 이러한 복합체들은 히스톤은 교환하고 chromatin 상태를

재구성할 수 있다. 현재까지 동물체에서 ATPase subunit을 코

드하는 유전자가 약 30여개가 보고되고 있다. DNA 서열과 이

러한 ATPase의 구조적 분석을 근간으로 하여 chromatin 재구성

과 관련이 되는 단백질 복합체는 SWI/SNF, ISWI, CHD, 및

INO80와 같이 4종류의 family로 구분될 수 있다.

세포의 복제 cell cycle 기간 동안 chromatin 의 응축 및 이

완들이 일반적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 포유류의

세포에서 두 가지 종류의 phosphorylation 이 감수분열 동안 중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첫 번째 형태는 H3S10의 phosphorylation

이며 Aurora B kinase에 의하여 촉진된다. H3S10의 phosphorylation

은 H3K9me로부터 HP1의 교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

축되며 결국 chromatin이 응축되게 된다(Fischle 등, 2005). 두

번째 형태의 phosphorylation은 H3T3에서 발생하며 이는 Haspin

kinase에 의해 촉진된다(Dai 등, 2005). 이러한 변이는 정상적인

중기(metaphase) chromosome의 배열에 필요하며 많은 종류의

부위들이 다른 phosphorylation과 연관된다. H4S1 또는 H2BS10의

phosphorylation은 포자형성(sporulation) 또는 과산화물(peroxide) 유

도에 의한 세포자멸사(apoptosis) 등을 조절하게 된다(Krishnamoorthy

등, 2006). 포유류의 H2BS14의 phosphorylation은 역시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Chromatin의 응축은 class

Table 2 Types of DNA modifications

Base of methylation Organism found Methylation sequences

C5-methylcytosine Bacteria, some fungi, some insects, mammals and plants CpG, CpHpG1,CpHpH1, or varies (e.g., CCAGG) 

C5-hydroxymethylcytosine Bacteriophages, mammals CpG, CpHpG1, CpHpH1, or varies (e.g., CCGG, GATC)

N4-methylcytosine Bacteria Varies (e.g., CTCTTC, CCCGGG) 

N6-methyladenine Bacteria, protists, archaea, bacteriophages, some fungi, and plants Varies (e.g., GATC, GANTC, GAAG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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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deacetylase SirT2에 의해 유도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효소는 H4K16Ac에 대한 기질 특이성을 보인다(Vaquero 등,

2006). 반면에 H4K16Ac는 chromatin의 이완에 관련되는 것으

로 추측되고 있다(Shogren-Knaak 등, 2006).

보조 조절용 복합체의 subunit 구성분은 결합 및 기능 수행

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개념은 heterogeneous

PRC1 복합체의 연구에 의한 발견으로부터 보다 확실시 되고 있

다. Genome의 위치 정립을 위해서 canonical chromobox homolog

단백질(CBX) 함유 PRC1은 H3K27me3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noncanonical YY1-결합 단백질(RyBP) 함유 PRC1 복합체와

RING1들은 CBX 단백질들이 부족하다. 이는 H2A ubiquitylation과

H3K27me3 에 비의존적인 단백질 재결집을 보인다(Gao 등,

2012; Tavares 등, 2012).

서로 다른 CBX 단백질들을 함유하는 canonical PRC1 복합체

들은 서로 겹치지 않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PRC1

복합체는 H3K36에 특이하게 작용하는 demethylase KDM2B의

도움에 의하여 CpG의 부근에서 재결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He 등, 2013; Wu 등, 2013). 배아줄기세포에서 주종을

이루는 CBX 단백질인 CBX7은 줄기세포의 pluripotency 단계

에 필요하다. 그러나 세포 분화에 의해 발현이 촉진되는 CBX2,

CBX4, 및 CBX8 들은 계통보존(lineage commitment)에 있어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Morey 등, 2012; Ologhlen 등,

2012). 보조 조절자 들은 보조활성자 또는 보조 억제자로 나뉜

다. 예를 들면 HAT 함유 복합체(예, SAGA)들은 일반적으로 보

조 활성자로 작용한다 그러나 HDAC 함유 복합체(예 Sin3) 는

보조억제자로 작용한다. 보조 억제자들은 전사가 활발히 일어난

유전자 부위는 물론 이미 억제가 되어있는 유전자들과도 작용

을 한다.

히스톤 변이와 기능과의 관련

하나는 nucleosome 사이에서 수축현상을 와해시키고 따라서

chromatin 구조를 풀어지게 하는 것이다(Fig. 4). 또 다른 기작

은 비히스톤 단백질들을 재결집(recruitment)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기작중에서 뒷 부분의 기작이 현재까지 더 연구되어 졌다.

여러 종류의 단백질이 하나처럼 모여서 히스톤 변이에 따라

chromatin에 결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단백질 들은

chromatin 변이에 필요한 효소활성(예, ATPase)을 보이고 있다.

알려진 변이들 중에서 acetylation 은 chromatin을 풀어내는 데

가장 강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변이가

lysine의 염기성 charge를 중성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

한 기능은 in vivo에서 쉽게 관찰이 될 수 없으며 생물물리학

분석법에 의하면 nucleosome 사이의 결합 등은 chromatin 구조

의 안정화에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히

스톤 전하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도 전체 chromatin의 구조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특정 부위를 변이시킨 재조합

nucleosome을 이용하여 연구를 시도하기도 한다(Shimahara 등,

2013). H4K16의 acetylation 은 화학적으로 결합시킨 꼬리

peptide를 재조합 histone core에 화학적으로 결합시킴으로서 발

생하는 30-nanomoter fiber 형성에 대해 부정적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는 chromatin 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Shogren-Knaak 등, 2006). 이와 같이 히스톤은

다양하게 변이를 일으킬 수 있으며 따라서 히스톤의 변이는 다

양한 기능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히스톤의 변이는 기능적으

로 서로 연결이 되며 보통 cross-talk라고 불리운다. 이러한

cross-talk는 다른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시키거나 반대로 억제

시키기도 하며 같은 히스톤 말단 부분에서 자주 발견이 된다.

또한 히스톤 변이에 의한 cross-talk는 trams-histone 효과를 나

타내기도 하여 하나의 히스톤 변이가 다른 히스톤의 변이를 유

발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변이들은 종종 chromatin immune

Fig. 4 Acetylation of histone and changes in histone compactness.

Table 3 Classification of histone component and the effects of each histone modification 

Histone Modification Effect

H1 Phosphorylation Gene-specific activation and repression

Ubiquitination Activation of transcription

H2A Acetylation Tetrahymena survival

Ubiquitination Unclear

H2B ADP-ribosylation Unclear

Ubiquitination Indispensable for H3 methylation

Phosphorylation Condensation of chromatin

Acetylation Remodelling of chromatin

Methylation Stabilization of chromatin

H3 Acetylation Activation of transcription

Phosphorylation Activation of transcription

Ubiquitination Loosening of nucleosome

H4 Acetylation Activation of transcription

Methylation Activation or repression of tran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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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pitation 기술을 사용하여 분석하기도 한다. Table 3과 4는

히스톤의 변이와 관련된 기능을 정리한 것이다.

초 록

크로마틴은 DNA 구조를 다시 결정해주는 것과 같은 존재로 각

종 신호에 폭넓게 반응한다. 크로마틴의 중요한 변화는 이러한

조절을 위한 히스톤의 변이이다. 이러한 변화들에 대한 지식이

점점 축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반응의 복잡성이 점점 더 명확히

이해되고 있다. 히스톤의 변화가 대부분의 생명체의 반응에 있

어서 DNA 의 발현 또는 억제를 통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지고 있다. Nucleosome 의 표면은 각종 변화를

수용할 수 있다. 크로마틴 변화는 크로마틴 수축을 제거하거나

또는 비히스톤 단백질들을 불러 모으는 과정을 통하여 작용될

수 있다. 히스톤 변이를 매개로 하는 이러한 많은 조절들이 유

전적으로 보존되어 전달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히스톤

변이는 동물, 식물 또는 미생물 세계의 기본적인 생물학적 반

응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히스톤 변이가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을 경우 크로모좀의 응축 또는 이완이 제대로 않되며

결국은 발생, 성숙, 생물체 방어 등 다방면에 대해 기능을 제대

로 수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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