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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감마선에 의한 애기장대 후성학적 유전자 발현조절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표

 ㅇ감마선에 의한 애기장대 DNA 메틸화 및 히스톤 수식 변이의 특성 조사

 ㅇ감마선이 후성학적 정보와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조사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ㅇ 감마선에 의한 애기장대 DNA 메틸화 및 히스톤 수식 변이의 특성 조사

- 감마선 처리 후 애기장대 야생형에서 DNA 메틸화 변이의 특성 조사

- 동일한 조건에서 히스톤 수식 변이의 특성 조사 

- 감마선에 의한 DNA 메틸화와 히스톤 수식의 상관관계 조사

 ㅇ 감마선이 후성학적 정보와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조사

   - 유전자 발현에 대한 감마선의 영향 조사

   - 감마선에 의한 유전자 발현과 후성학적 정보의 관련성 조사

Ⅳ. 연구개발결과 

 ㅇ 감마선 처리 후 DNA 메틸화 변이(4종의 DNA 메틸화 증가 유전자와 

10종의 DNA 메틸화 감소 유전자)가 나타난 애기장대 유전자 선발 

 ㅇ 감마선 처리 후 히스톤 변환 변이의 분석 (12종의 유전자)

 ㅇ 감마선에 의한 DNA 메틸화와 히스톤 변환의 상관관계 조사

 ㅇ 감마선 처리 후 유전자 발현 분석 (13종의 유전자)

 ㅇ 유전자 발현과 후성적 정보에 대한 감마선 효과의 상관관계 조사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ㅇ 애기장대 히스톤 변환과 유전자 발현에 대한 감마선의 효과 규명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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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향후 감마선 처리에 의한 후성적 정보 변환에 관여하는 작용 기전의 

구명에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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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Investigation of epigenetic gene regulation in 

Arabidopsis modulated by gamma radiation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o Examination of the changes in DNA methylation and histone 

modification in Arabidopsis by gamma radiation 

 o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gamma radiation on epigenetic 

information and gene expression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o To examine the changes in DNA methylation and histone 

modification in Arabidopsis by gamma radiation

   - Select the genes with changes in DNA methylation by gamma 

radiation 

   - Analyze the changes of histone modification in the selected 

genes

   -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DNA methylation and histone 

modification by gamma radiation 

 o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gamma radiation on epigenetic 

information and gene expression

   - Analyze the effects of gamma radiation on gene expression 

   -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epigenetic information and 

gene expression by gamma radiation

Ⅳ. Result of Project

 o Selection of the genes with differential DNA methylation by gamma 

radiation 

o Analysis of the changes in histone modification by gamma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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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nalysis of the effects of gamma radiation on gene expression and 

histone modification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o The results will be useful to reveal the effects of gamma radiation 

on histone modification and gene expression.

 o We anticipate that the information generated in this proposal will 

help to find out the mechanism underlying the changes in histone 

modification by gamma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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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과제에서는 식물의 성장 및 발달 조절에 있어 감마선의 영향을 후성학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감마선에 의한 애기장대 DNA 메틸화, 히스톤 

수식 및 유전자 발현의 특성과 작용 기작을 구명하려고 하였다. 연구목표 달성을 위하여 

감마선에 의한 애기장대 DNA 메틸화 및 히스톤 수식 변이의 특성을 조사하고  

감마선이 후성학적 정보와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감마선이 애기장대 DNA 메틸화 및 히스톤 수식 변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감마선 처리 후 애기장대 야생형에서 DNA 메틸화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14종의 

유전자들을 선발하였다.  해당 유전자들에 대해 동일한 조건에서 히스톤 수식 변이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유전자 발현에 대한 감마선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결과를 종합하여 

감마선이 후성학적 정보(DNA 메틸화와 히스톤 수식)와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개발결과는 애기장대 DNA 메틸화 및 히스톤 변환과 유전자 발현에 대한 

감마선의 효과 규명에 활용할 수 있으며 감마선에 의한 후성학적 정보의 변환에 

관여하는 작용 기전의 구명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주제명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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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후성학적 정보, 히스톤 수식, DNA 메틸화, 

유전자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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