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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단백질 분자의 구조는 구성 아미노산의 서열에 따라 일차

적으로 결정되고 일부 단백질은 유전자가 단백질로 번역된

이후에도 특정 아미노산 잔기에 메틸화, 인산화, 아세틸화

등과 같은 변형이 일어난다. 이러한 유전자의 번역 후에 일

어나는 공유결합에 의한 변형(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PTM) 때문에 실제 유전자의 개수보다 훨씬

더많은개수의단백질이성질체(isoform)가만들어진다. 전

체 인간 유전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약 5% 이상이 이러한

단백질의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효소들의 유전자라는 사실

은수많은단백질들이변형효소의 향으로더욱복잡다양

한기능을수행할것이라는사실을말해주고있다. 

단백질의 메틸화는 질소(N-메틸화), 산소(O-메틸화), 황

(S-메틸화), 탄소(C-메틸화)에서일어날수있으며그중질

소와 산소에서 가장 흔히 일어난다. 특히 N-메틸화는 아미

노산 중에서 아스파라긴, 히스티딘, 아르기닌, 루타민, 리

신 잔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리신에서 일어나

는 메틸화는 (+)전하를 변화시키지 않고 대신 소수성

(hydrophobicity)을 증가시키고 구조적으로 부피가 커지는

(bulky) 효과를일으키므로단백질또는DNA와의상호작용

에 큰 향을 끼치게 된다. O-메틸화는예를 들어 루타민

산, 아스파라긴산의 카르복시 잔기에서 일어나 메틸 에스테

르를 만들게 된다. 메틸화 반응의 기질로 사용되는 메틸 도

너(donor)는 S-adenosyl-L-methionine (SAM, AdoMet)

으로 핵산, 단백질, 올리고당 등의 메틸화에 사용되며 생체

내에서는 ATP 다음으로 효소 반응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질

이다. 

메 틸 화 를 촉 매 하 는 효 소 들 을 메 틸 화 효 소

(methyltransferase, MT)라 하는데 이러한 효소들의 구조

정보가 알려지기 전에는 그 기능에 따라 아르기닌에 메틸화

를 일으키는 protein-arginine methyltransferase

(PRMT), protein-carboxyl methyltransferase (PCMT),

protein-lysine methyltransferase (PKMT)의 3가지로분

류하 다. 그 이후 아미노산 서열 분석과 단백질의 구조 유

사성에 따라 5개의 클래스로 분류되고 있고 그 중 단백질의

메틸화를 일으키는 효소는 주로 Class I과 V에 속하며

DNA, RNA 또는 작은 분자의 메틸화를 일으키는 효소는

Class II, III, IV에속해있다. 

본 논단에서는 단백질의 메틸화 중 유전자의 전사 조절과

관련이 깊은 히스톤 단백질의 메틸화와 메틸화/탈메틸화 효

소에대해논의하고최신연구기법과동향에대하여살펴보

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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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 Post-translational methylation

(1) 리신메틸화

많은 단백질의 리신 잔기에 메틸화가 일어나지만 최근에

히스톤단백질에서일어나는메틸화의생물학적인중요성이

밝혀짐에따라히스톤에대하여점차관심이높아지고있다.

히스톤 단백질은 H2A, H2B, H3, H4가 각각 2개씩 모여 8

개가 뉴클레오좀 코어에 위치하여 DNA와 결합을 하고 있

다. 구조적으로 히스톤 단백질들의 아미노 말단은 상대적으

로 공 모양의 뉴클레오좀 바깥 부분으로 노출되어 있어서

DNA와의결합에관여할뿐만아니라PTM이일어나기쉬운

장소이다. 

아래그림에서처럼리신잔기에서는메틸화진행이모노-,

디-, 트리메틸화의세단계로일어난다.

히스톤H3의경우4, 9, 27, 36, 79 위치의리신에서메틸

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79번 위치는 아미노 말단이 아니라

뉴클레오좀 코어에 위치하고 있다. 히스톤 H4의 경우 20번

위치의 리신에 메틸화가 일어난다. 대신 히스톤 H2A나

H2B의 리신의 메틸화는 현재까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히스톤 H3의 4, 36, 79번 위치의 리

신은유전자의전사를활성화시키는것으로히스톤H3의 9,

27번, 히스톤H4의20번리신은전사의억제와관련있는것

으로 알려져 있다. 유전자의 전사 활성과는 별개로 히스톤

H3의 79번 리신과 히스톤 H4의 20번 리신 메틸화는 DNA

의 수선에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메틸화된

히스톤은크로모도메인, 튜더도메인, WD40 도메인, PHD

도메인을 갖고 있는 단백질들이 메틸화를 인식하여 결합할

수 있는 결합부위(binding site)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아래에서좀더자세히각각의위치에서일어나는히스톤메

틸화에대하여살펴보자. 

- 히스톤H3 리신4번메틸화

히스톤 H3의 4번 위치의 리신 메틸화는일반적으로유크

로마틴(euchromatin) 구조와 연결되며 특히 이미 활성화되

어 있거나 활성화될 유전자와 관련되어 있다. 메틸화된 H3

리신 4번에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이용한 크로

마틴면역침전법(ChIP)을 이용하여 전체 유전체의 히스톤

H3 리신 4번의 모노-, 디-, 트리메틸화는 활성화된 유전자

의 프로모터 역(유전자의 5‘ 말단)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는사실로증명이되었다. 흥미로운사실은세포분화단계에

서 상당수 유전자의 프로모터가 디메틸과 트리메틸 상태를

동시에 유지하고 있고 일부 유전자들은 디메틸화만 되어 있

다가(디메틸(+)/트리메틸(-)) 분화가 되면서 디메틸(+)/트리

메틸(+)로 메틸화 상태가 변하는 유전자들의 발현양이 크게

증가하는경향을보여주었다. 이는전사대기상태에있는유

전자들이 디메틸화 상태에서 신호가 오게 되면 즉시 트리메

틸로전환되어활성화된다는사실을보여주고있다.

- 히스톤H3 리신9번메틸화

히스톤H3 리신9번메틸화는가장많이오래동안연구되

어 왔는데 이 위치에 메틸화를 시키는 SUV39H1 또한 히스

톤 리신 메틸화효소(HKMT) 중 가장 먼저 알려졌다. 리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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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의메틸화는센트로미어주변에서헤테로크로마틴을형성

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데HKMT에의해메틸화가되면

이를 인식하는 HP1이 결합한 후 주변의 뉴클레오좀도 메틸

화가진행되어결과적으로헤테로크로마틴이주변으로확산

되게 된다. 유크로마틴 역에서의 히스톤 H3 리신 9번의

메틸화는 유전자 전사 억제와 관련이 있다. 헤테로크로마틴

역과는 달리 유크로마틴 역에서의 HP1 단백질은 유전

자의 전사시작점에서 몇 개의 뉴클레오좀에 걸쳐서만 발견

되지만히스톤H3 리신 9번의메틸화는프로모터의다른

역에서도 관찰이 된다. 텔로미어 역에서도 헤테로크로마

틴이형성되는데히스톤H3 리신 9번의메틸화와HP1 단백

질의결합여부는종에따라다르다. 초파리에서는HP1이텔

로미어 말단에서 결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히스톤 H3 리신

9번의 메틸화도 다른 HKMT에 의해 일어난다. 포유류에서

는 HP1 대신 CBX1, CBX3, CBX5라는 단백질이 메틸화된

히스톤H3 리신9번에결합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 히스톤H3 리신27번메틸화

유전자의 전사 억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히스톤

H3 리신 27번의 메틸화는 유크로마틴 역의 유전자, 센트

로미어 주변의 헤테로크로마틴 역, 비활성화된 X 염색체

에서주로일어난다. 인간세포의경우히스톤H3 리신27번

의메틸화는EZH2 (초파리의 enhancer of zeste[E(Z)]단백

질과 유사)라는 효소에 의해 일어나며 이 효소는 여러 단백

질과 결합한 복합체로 GATA, MYC과 같은 전사 조절 인자

를 매개로 하고 Polycomb (Pc) 단백질을 메틸화된 위치로

불러들이는것으로알려져있다. 

- 히스톤H3 리신36번메틸화

히스톤 H3 리신 36번 위치의메틸화는RNA 중합효소 II

가 효과적으로 elongation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

려져 있다. 히스톤 H3 리신 4번 위치의 메틸화는 주로 활성

유전자의 5‘ 위치에 일어나지만 리신 36의 메틸화는 활성화

된유전자의코딩 역에서주로관찰되며유전자의3’말단

에서 일어난다. SET2 단백질은 히스톤 H3 리신 36번에 메

틸화를시키는HKMT로알려져있으며RNA 중합효소의카

르복시 말단 도메인(CTD)의 세린 2번에 인산화가 일어나있

을 때 결합한다. 이 위치에서 메틸화 레벨은 히스톤 H2B의

모노유비퀴틴화 정도와 서로 상반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

다. 

- 히스톤H3 리신79번메틸화

히스톤 H3의 리신 79번은 다른 히스톤 메틸화 위치와는

달리 히스톤의 아미노 말단보다는 뉴클레오좀의 내부에 존

재한다. 효모에서는 유크로마틴 역에서 메틸화가 주로 일

어나며 활성화된 유전자의 코딩 역에 메틸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포유동물에서도 같은 패턴이 관찰되고

있으며이과정에DOT1L이라는효소가관여하고있다. 

- 히스톤H4 리신20번메틸화

이 위치에서의 메틸화에 관해서는 알려진 사실이 많지 않

지만 디메틸화, 트리메틸화가 일어난 곳은 주로 센트로미어

주변의 헤테로크로마틴 역이라고 알려져 있고 SUV4-

20H1과 SUV4-20H2라고 하는 HKMT가 메틸화를 시키는

것으로보고되었다. 또한히스톤H3의 9번리신에메틸화가

일어날 때에는 히스톤 H4의 20번 리신에 메틸화가 필요하

Histone Lysine Protein Binder Functional Role

Histone H3K4 CHD1, BPTF transcriptional activation,
elongation

Histone H3K9 HP1 silent heterochromatin

Histone H3K27 PC transcriptional memory
euchromatic silencing

Histone H3K36 EAF3 transcriptional
elongation, regulation

Histone H3K79 53BP1 Demarcation of
euchromatin, signaling
G2/M arrest to allow
DNA repair

Histone H4K20 CRB2 signaling G2/M arrest to
allow DNA re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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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사실도알려져있다. PR-Set7이라는HKMT는세포분

열과관련이있는데이위치에서의메틸화는checkpoint 단

백질과 결합함으로써 DNA의 손상 수선에도 연관이 있음이

밝혀져있다.

앞표는히스톤리신메틸화와관련된기능과결합하는단

백질을요약하 다.  

(2) 아르기닌메틸화

아르기닌의 메틸화는 핵과 세포질에 존재하는 많은 단백

질에서발견되는변형중하나로단백질아르기닌N-메틸화

효소(PRMT)에 의해서 일어나고 전사 조절, RNA 대사,

DNA 손상 수선 등의 과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르기닌의메틸화정도는모노메틸화, 대칭디메틸화, 비대

칭 디메틸화의 세 가지 상태가 될 수 있으며 각각 기능적으

로그역할이다를것이라고생각된다. 

히스톤 아르기닌 메틸화의 경우 히스톤 H3 아르기닌 2,

8, 17, 26번과 히스톤 H4 3번의 아르기닌에서 일어나서 전

사활성화혹은억제와연관되어있다. 특히히스톤H4 아르

기닌3번의메틸화는히스톤H3와H4의아세틸화를유도하

여유전자의전사를활성화시키는것으로알려져있다. 

2. Histone methyltransferase/
demethylase

단백질 메틸화는 자연계에서 여러 아미노산 잔기에 일어

날수있고세포내에서단백질의기능을조절하는데여러방

면으로 관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관여하는 메틸화 효소의

종류도 다양하다. 아세틸화 효소에 비하여 메틸화효소는 대

개하나의리신에특이적으로메틸화를일으킨다. 단백질메

틸화 효소(protein methyltransferase, PMT) 중 히스톤

H3의 79번 리신을 메틸화시키는 Dot1을 제외한 4, 9, 27,

36번 리신에 선택적으로 메틸화를 시키는 효소는 공통적으

로SET 도메인(suppressor-enhancer of zeste, trithorax

에서 유래)을 가지고 있다. 아래 표에는 알려진 히스톤메틸

메틸화효소

히스톤 H3K4 MLL1~5, SET1A, SET1B, ASH, Sc/Sp
SET1

히스톤 H3K9 SUV39H1, SUV39H2, G9a,
ESET/SETDB1, EuHMTase/GLP, CLL8,
SpClr4, RIZ1

히스톤 H3K27 EZH2
히스톤 H3K36 SET2, NSD1, SYMD2
히스톤 H3K79 DOT1, pr-SET7/8
히스톤 H4K20 SETD8, SUV4-20H1, SUV4-20H2,

SpSET9
히스톤 H3R2,R17,R26 CARM1
히스톤 H3R8 PRMT5
히스톤 H4R3 PRMT1, PRMT4, PRMT5

탈메틸화효소

히스톤 H3K4 LSD1/BHC110, Jarid1A, PLU1,  Jarid1C,
Jarid1D

히스톤 H3K9 JHDM2A, JHDM2B, JMJD2A/JHDM3A,
JMJD2B, JMJD2C/GASC1, JMJD1B, JMJD2D

히스톤 H3K36 JHDM1A, JHDM1B, JMJD2A/JHDM3A,
JMJD2B, ,JMJD2C/GASC1

히스톤 H3R2 JMJD6
히스톤 H4R3 JMJ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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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효소(HKMT와PRMT)를요약하 다.

최근몇년사이에알려진리신메틸화제거효소는효소

의작용메커니즘에따라크게두가지- LSD1 도메인을갖

는효소그룹과JmjC 도메인을갖는효소그룹- 형태로나

뉠 수 있다. LSD1 도메인을 갖는 탈메틸화 효소는 플라빈

아데닌 디뉴클레오티드(FAD)를 cofactor로 사용하여 아민

산화반응 메커니즘에 따라 탈메틸화를 일으킨다. JmjC (주

몬지) 도메인을 갖고 있는 탈메틸화효소는 Fe(II), O2,

alpha-ketoglutarate를 cofactor로 사용하여 산화반응을

통해 메틸기를 제거한다. LSD1 도메인 탈메틸화효소는 수

소이온이있는질소에서만메틸기를제거할수있으므로트

리메틸화된 리신은 기질로 사용될 수 없는 반면 JmjC 도메

인을 갖는 탈메틸화효소는 모노-, 디-, 트리메틸화된 기질

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아래에 알려진 탈메틸화효소를 나

열하 다. 

3. Histone methylation and gene
transcriptional regulation

지금까지 밝혀진 히스톤 단백질의 메틸화 상태는 유전자

역뿐만 아니라 유전자 사이 역에서도 매우 체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인다. 예를 들어 히스톤 H3 리신 3번의

트리메틸화는 활발히 전사되는 유전자나 전사 활성 대기단

계에 있는 유전자의 5‘ 말단에 있는 조절 요소에 주로 표지

되어 있는 반면 히스톤 H3 리신 36번의 트리메틸화는 유전

자의 중간부분과 3’말단 쪽에 주로 분포한다. 이런 현상은

메틸화를 시켜주는 효소의 성질과 반 하고 있다. 히스톤

H3K4 메틸화효소는 프로모터를 인식하는 전사조절인자와

관련(전사개시)이 있고 히스톤 H3K36 메틸화효소는 RNA

중합효소 II가 RNA를 연장하는 상태(전사 연장)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메틸화 패턴은 새로운 전사 단

위(transcriptional unit)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마이크로RNA와non-coding RNA는길이가짧아서

mRNA 수준에서는 찾아내기 어려우나 이러한 히스톤 변형

패턴을 활용하면 크로마틴상에서 그 존재를 확인할 가능성

이충분히있다. 유전자가존재하지않는 역의크로마틴에

서관찰되는히스톤H3 리신9, H4 리신20번의트리메틸화

는 비활성화와 관계하는 마커로 반복 염기서열이나 전위 요

소(tansposable DNA element)와연관이있다. 

포유동물의히스톤메틸화패턴을살펴보면히스톤H3 리

신 4번과 27번의 트리메틸화가 동시에 관찰되는 이가 역

(bivalent domain)이 존재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리신 4번

의메틸화는전사활성과관계가있고리신27번의메틸화는

polycomb 단백질과관련하여전사를억제시키는마커로알

려져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성격의 두 히스톤 변형이 동시

에관찰되는이가 역의존재는발생단계의전사조절인자

와같은유전자들의발현형태가매우복잡하다는것을보여

준다. 예를 들어 배아 줄기세포에서 이가 역에 있는 유전

자들은 발현양이 매우 적거나 발현이 억제되어 있으나 분화

되는 과정에서 전사 활성이 되면 리신 4번의 메틸화는 지속

되는반면리신27번의메틸화가없어지고반대로분화과정

에서 전사 억제가 될 경우에는 리신 27번이 지속된다. 흥미

로운 점은 최근에 발견된 히스톤 탈메틸화 효소인

JMJD3(KDM6)는리신27번의트리메틸을제거하는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히스톤 H3 리신 4번 메틸화효소 복합체에

결합하고있고히스톤H3 9번리신과36번리신의메틸화를

제거하는 JMJD2A 히스톤 탈메틸화효소는 튜더 도메인을

통하여 메틸화된 히스톤 H3 리신 20에 결합하고 있다는 사

실은복잡다양한히스톤메틸화에의한유전자의전사조절

을보여주고있다. 

히스톤 아르기닌 메틸화는 전사 조절과 관련하여 밝혀진

사실이많지않으나최근히스톤H3 아르기닌2번의비대칭

디메틸화가 일반적으로 전사 억제된 유전자에서 일어나고

히스톤 H3 리신 4번 메틸화효소의 결합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리신4번의메틸화는PRMT6에의한아르

기닌2번의메틸화를저해하는것으로보인다. 

히스톤 단백질의 변형은 메틸화뿐만 아니라 아세틸화, 인

산화, 유비퀴틴화 등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하고 각각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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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천문학적인 경우의 수

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적은 수의 패턴이 관찰

되므로 히스톤 단백질의 변형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있다. 예를들어히스톤H3 리신4번의메틸화는다른변

형과 관련이 있는데 히스톤 H3 세린 10번의 인산화와 동시

에 존재할 때 히스톤 H3 리신 9번의 메틸화가 저해된다는

사실이입증되었다. 이것은유전자의전사억제와관련된히

스톤H3 리신 9번의메틸화가전사가활성화된유전자가있

는 역에서배제되어있다는사실을보여준다. 어떻게히스

톤 단백질의 변형 사이에 이러한 cross-talk이 가능한가에

대한구체적인기작은아직까지알려지지않고있지만한가

지 가설은 특정 위치의 히스톤 변형이 뉴클레오좀의 구조에

변화를가져오고이에따라다른히스톤변형이뒤따라일어

나게 된다는 것이다.  히스톤 단백질의 특정 변형 패턴이 단

백질의발현조절과관계가있다는“히스톤코드”개념의등

장으로 이어졌다. 히스톤 코드는 DNA-히스톤의 상호작용

이 크로마틴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전사를 조절할 수 있다

는가설로히스톤변형모드를이해하면그히스톤과결합하

고 있는 유전자의 전사 상태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

명하고있다. 

결론

히스톤의 여러 가지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중 메틸화는 다른 변형에 비하여 가장 복잡하다고 할 수 있

다. 기능적인 면에서 히스톤 메틸화가 일어날 수 있는 리신,

아르기닌의 개수가 가장 많고 모노-, 디-, 트리메틸화처럼

메틸화 정도에 따라 유전자의 전사를 활성화시키거나 또는

억제시키는역할을하기때문이다. 또한이과정에관여하는

많은 종류의 메틸화, 탈메틸화효소의 존재는 다이나믹한 히

스톤메틸화를설명하고있다. 

본론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봤듯이 히스톤의 메틸화는 서

로 독립적이기보다는 어떤 상관 관계가 있으며 전체 유전체

수준에서 모든 히스톤 메틸화 패턴뿐만 아니라 메틸화효소,

탈메틸화효소에대한많은연구가진행되고있다. 지금까지

히스톤변형을통한많은사실이밝혀졌지만많은경우에있

어서 실험상 한계로 밝혀지지 못한 단백질 변형들의 기능적

상호 작용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들이 확인된다면 유전자의

전사조절에관한숨겨진사실이밝혀질것이라고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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