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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후성유전학 세부 강의 계획서2020-1 IC-PBL 

1) 옴니버스형은 명 이상의 교수자가 함께 수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각 주차별 수업을 분담하여 진행함 2 . 

2) 팀티칭형은 명 이상의 교수자가 함께 수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모든 주차의 수업을 함께 진행함 2 . 

교과유형  기초필수 전공핵심 필수 ( ) 전공핵심 전공심화 
수강학년 학년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수강규모 명 명 10 ~20 명 명 21 ~30 명 초과 30 (     명)

운형형태 단독운영  옴니버스  (     명)1) 팀티칭  (     명)2)

분반여부 예 개 분반 (       ) 아니오 

개설학과 부( )
전공( )

분자생명과학과 특수수업
해당과목만 체크( )

 SMART-F  SMART-L
영어전용   제 외국어전용2

교과목명
국문 후성유전학( ) 학점 - 강의 - 실습

영문( ) Epigenetiocs 2 - 2 -

교과목 개요

후성유전학 과목은 후성유전학과 관련된 핵심질문에 대한 해답을 그룹토의와 IC-PBL 
개인활동을 통해 찾아가는 수업이다 본 강좌를 통해서 후성유전학의 미래는 무엇이. ‘
며 이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창의적인 접근을 하는 ?’
방법을 터득한다. 

신청자
정보

성명 안 성 훈

소속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융합대학 분자생명과학과

Tel 연구실: 031-400-5518

e-mail hoon320@hanyang.ac.kr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 필수( )※ 
본인은 교과목 개발 및 운영의 공모에 지원함에 있어 제출한 인적사항 및 강의계획서 등의 자IC-PBL 
료가 교과목 개발 및 운영 지원을 위해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IC-PBL , 
해 본인의 정보를 센터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IC-PBL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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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성유전학 세부 강의 계획서IC-PBL 

수업 계획 세부 내용1. 

기본정보1) 

수업방식(1)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후성유전 조절관련 가지 주제에 대하여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학부 4
세포생물학 및 분자세포생물학 강좌에서 배웠던 지식을 복습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 학술지의 
내용을 분석하고 발표한다 또한 새로운 후성유전적 발현 메커니즘을 자신의 연구에 바로 적용하기 . , 
위해 필요한 요소를 도출해 내고 스스로 관련된 실험을 디자인 해 보는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다양한 
연구환경에서 자신만의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아이디어를 만들고 발표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실무에 바
로 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원활한 그룹토의를 위해 컨퍼런스홀 전용 강의실. IC-PBL 1 (B104
호 에서 수업을 진행한다) .

교재 및 부교재(2) 
장1. Molecular Biology of the  Cell (Alberts et al., 6th edition, ISBN 978-0-8153-4464-3) 4, 5, 6, 7 .

장 1) 4 DNA, Chromosomes, and Genomes 
장 2) 5 DNA Replication, Repair, and Recombination 
장 3) 6 How Cells Read the Genome: From DNA to Protein
장 4) 7 Control of Gene Expression

국제학술지 논문 수업에서 제공2. ( )
장1) 4 : Mahy NL, Perry PE & Bickmore WA (2002) Gene  density and transcription influence 

the localization of chromatin outside of chromosome territories detectable by FISH. J. Cell 
Biol. 159, 753 763.–

장2) 5 : Hombauer et al., Visualiza tion of Eukaryotic DNA Mismatch Repair Reveals Distinct 
Recognition and Repair Intermediates. Cell 147, 1040 1053, November 23, 2011 –

장3) 6 : Tsai et al., Long Noncoding RNA as Modular Scaffold of Histone Modification 
Complexes SCIENCE VOL 329 6 AUGUST 2010

장4) 7 : Halder G, Callaerts P & Gehring WJ (1995) Induction of ectopic eyes by targeted 
expression of the eyeless gene in Drosophila. Science 267, 1788-1792. 

튜터활용(3) 
분자세포생물학 실험실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석사 박사과정 연구원이 문제해결에 대한 튜터 역할을 /
담당할 수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 조별로 튜터와 시간을 정해서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 

선수과목(4) 
분자생명과학과 전공 세포생물학 분자세포생물학 이수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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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계획 2) 
개인평가 및 팀평가로 나누어 평가함 각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 제시IC-PBL . .

개인평가와 팀평가 비율(2) IC-PBL 
개인평가 팀평가 50%, IC-PBL 50%

평가 시행 시기(3) 
조별 프리젠테이션 전후로 평가지 제출함 제출 시기는 수업진행계획표 참조( ).

구분 평가 항목 평가자( ) 평가 
비율 설명 평가

대상 평가자

개인평가

출석 10% 결석 점: -3
지각 점: -2 개인

성찰 성찰일지 5%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학습한 것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함 회. 1 .

개인 개인

문제해결 문제분석지 30%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
으로 세움 회. 4 .

개인 교수

팀 
기여도 팀원동료평가 5% 팀 활동 적극성 팀 내 기여도 등을 , 

팀 동료가 평가 회. 1 . 개인 개인

IC-PBL
팀평가

문제해결 
과정

발표동료평가 25% 주제제시 데이터조사 이해도 등 평, , 
가 회. 8 . 조 개인

팀활동보고서 5%
현장 방문을 위한 계획이 구체적이
고 현장의 요구와 환경을 명확하게 , 
파악함 회. 1 .

조 교수

문제해결 
결과 프레젠테이션 20%

문제해결 과정 및 결과를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효과적으로 표현함. 
회8 .

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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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진행 계획3) 

수업 진행 계획
주
차

수업 내용 학습 과제 및 수업 방식 제출

1 후성유전학 개요 후성유전학 과목 운영 개요IC-PBL 팀 구성지

2 장 논문강의 및 토론 4 (1)
장 논문의 형식과 체계에 대해 이해하고 논문을 4
통해 도출한 결과에 대해 분석.

3 장 논문강의 및 토론 4 (2) 이론 및 방법 및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방법
을 토의하고 그룹에서 각자의 역할 분담.

문제분석지 개인( )

4 장 이론 및 방법 4 교재에 기초한 프리젠테이션 (pp. 211 214). FISH –
(pp. 472-473) 

5 질문에 대한 해답 및 토의
조 각각 분씩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1 ~ 3 30

성찰일지 및 팀동료평가 작성 및  제출.
발표동료평가지개인( )
팀활동보고서조별( )

6 장 논문강의 및 토론 5 (1)
장 논문의 형식과 체계에 대해 이해하고 논문을 5
통해 도출한 결과에 대해 분석.

7 장 논문강의 및 토론 5 (2)
이론 및 방법 및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방법
을 토의하고 그룹에서 각자의 역할 분담.

문제분석지 개인( )

8 장 이론 및 방법 5

교재에 기초한 프리젠테이션 (pp. 239-240, 
242-244, 250-251). Transgenic/fluorescent 
proteins (p. 502) Fluorescence microscopy  §
(pp. 536-537, 542-546).

9 질문에 대한 해답 및 토의 조 각각 분씩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1 ~ 3 30
성찰일지 및 팀동료평가 작성 및  제출.

발표동료평가지개인( )
팀활동보고서조별( )

10 장 논문강의 및 토론 6 (1) 장 논문의 형식과 체계에 대해 이해하고 논문을 6
통해 도출한 결과에 대해 분석.

11 장 논문강의 및 토론 6 (2)
이론 및 방법 및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방법
을 토의하고 그룹에서 각자의 역할 분담.

문제분석지 개인( )

12 장 이론 및 방법 6

교재에 기초한 프리젠테이션 (pp . 305, 386-388, 
435-436). Chromatin immunoprecipitation §

(ChIP; p. 505) §
Immunoprecip itation/co-immunoprecip itation 
(IP/Co-IP; pp. 449-450, 457-458) Microarray §

(pp. 503-504) RNAi (pp. 429-433, 499-501) §  §
Consensus sequence (p. 308) RT-PCR (p.  §
502-503).

13 질문에 대한 해답 및 토의 조 각각 분씩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1 ~ 3 30
성찰일지 및 팀동료평가 작성 및  제출.

발표동료평가지개인( )
팀활동보고서조별( )

14 장 논문강의 및 토론 7
이론 및 방법 및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방법
을 토의하고 그룹에서 각자의 역할 분담.

문제분석지 개인( )

15 장 이론 및 방법 7
교재에 기초한 프리젠테이션 (pp. 396-399). §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pp. 558-559) §
Reporter genes (pp. 501-502) 

16 질문에 대한 해답 및 토의
조 각각 분씩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1 ~ 3 30

성찰일지 및 팀동료평가 작성 및  제출.

성찰일지 개인( ) 
팀동료평가 개인( )
발표동료평가지개인( )
팀활동보고서조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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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시나리오2. IC-PBL ( )

구분 장 모듈4

학습 내용 DNA, Chromosomes, and Genomes

핵심 학습 목표 크로마틴 위치에 따른 유전자 발현 조절을 로 분석한다FISH

문제 상황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목 :
Gene density and transcription influence the localization 
of chromatin outside of chromosome territories 
detectable by FISH

문제 상황 속 학습자주인공( ) 역할 : 연구수행자 후속연구 담당장, 

1. What was known about the localization of chromosomes within the 
nucleus prior to this study?
2. What was the main question being addressed in this paper?
3. The authors chose to focus first on the sub- telomeric T-band, 
11p15.5, consisting of a well-characterized gene-dense region, which 
they found to localize outside of the territory limits. What were the 
possible explanations for localization of this region outside of its 
chromosome terri tory that the  authors explored?
4. What did they find was the best explanation for localization of 
genomic regions outside of the chromosome terri tories? What evidence 
did they use to demonstrate this? What type of experiment could 
strengthen their analysis?
5. What did the authors observe when they looked at mouse cells? 
What does this tell us?
6. How does 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 (FISH) work? What is it 
used to show? What is a strength/weakness of this analysis?
7. What is one additional question that you have after reading this 
paper? Design an experiment that could be used to address that 
question.

IC-PBL MECA 
유형

현장통합형 M(Merge, ) 현장평가형 E(Evaluate, )   
문제해결형 C(Create, ) 현장문제형 A(Anch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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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 모듈5

학습 내용 DNA Replication, Repair, and Recombination

핵심 학습 목표 시스템의 기능을 분석하는 연구를 이해한다DNA mismatch repair .

문제 상황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목 :
Visualization of eukaryotic DNA mismatch repair reveals 
distinct recognition and repair intermediates.

문제 상황 속 학습자주인공( ) 역할 : 연구수행자 후속연구 담당장, 

1. What was the motivation for their study?
2. What strategy did they use to observe mismatch repair (MMR) 
proteins in yeast cells? What was important to consider when using 
this strategy? What is an alterna tive strategy they could have used, and 
what is an advantage/disadvantage of that strategy?
3. What hypothesis and prediction did the authors have for the first 
experiment in Figure 1? Did their data support their hypothesis? 
Explain. What additional experiment could have strengthened this result?
4. How is the Msh2-Msh6 complex recruited to sites of DNA replication? 
What data did they present to support this conclusion?
5. The authors suggest that, based on previous work, there is likely 
some redundancy in the role of Exo1 in MMR. What is meant by 
redundancy, and what are the authors able to contribute to  our 
understanding of Exo1 function based on their data in Figure 3?
6. The authors state that mutations that cause increased 
misincorporation of bases into the lagging strand during replication are 
synergistic with a mutation in Exo1. What does i t mean to say that 
there is a synergistic effect, and what does it suggest about the role of 
Exo1 in MMR?
7. What evidence do the authors present to show that Pms1 foci 
represent a short-lived intermediate in MMR?
8. What additional questions do you have after reading this paper?

IC-PBL MECA 
유형

현장통합형 M(Merge, ) 현장평가형 E(Evaluate, )   
문제해결형 C(Create, ) 현장문제형 A(Anch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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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 모듈6

학습 내용 How Cells Read the Genome: From DNA to Protein

핵심 학습 목표 의 히스톤 변형에 대한 역할 분석Long noncoding RNA

문제 상황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목 :
Long noncoding RNA as modular scaffold of histone 
modification complexes.

문제 상황 속 학습자주인공( ) 역할 : 연구수행자 후속연구 담당장, 

1. What are some of the main types of RNA molecules in the cell, and 
what are their functions?
2. What is the hypothesis for this paper? Write one prediction based on 
this hypothesis.
3. What did the authors demonstrate with their immunoprecipitation (IP) 
in Figure 1A? Explain how an IP works. What is one disadvantage to 
this strategy?
4. They also performed a similar experiment with biotinylated HOTAIR 
and purified PRC2 and LSD1. From this experiment, they suggest that 
there is a direct interaction between HOTAIR and these two molecules 
(PRC1 and LSD1). Why was this additional experiment important in 
order to make that conclusion?
5. They used both RNAi and RNAse treatment to disrupt the interaction 
between HOTAIR and PRC1/LSD1. Explain how both of these treatments 
would work and what the advantage is of each.
6. The authors claim that HOTAIR is both necessary and sufficient for 
interaction between EZH2 (part of the  PRC2 complex) and LSD1. Which 
pieces of data support each part of this statement?
7. How do the authors determine the regions within the genome where 
PRC2 and LSD1 are bound? What did they conclude about the 
occupancy of LSD1 and PRC2 at those genomic locations?
8. What are the authors trying  to show in Figure 4? What was the 
strategy that they used? What additional experiment or analysis would 
strengthen these data?

IC-PBL MECA 
유형

현장통합형 M(Merge, ) 현장평가형 E(Evaluate, )   
문제해결형 C(Create, ) 현장문제형 A(Anch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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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 모듈7

학습 내용 Control of Gene Expression

핵심 학습 목표 유전자 발현조절의 대표적인 예를 통해 관련연구 디자인에 대한 초석을 만든다

문제 상황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목 :
Induction of ectopic eyes by targeted expression of the 
eyeless gene in Drosophila

문제 상황 속 학습자주인공( ) 역할 : 연구수행자 후속연구 담당장, 

1. Explain the different levels of control of gene expression. What is the 
primary mechanism of control being studied in this paper?
2. What is the hypothesis for this paper? Write one prediction based on 
this hypothesis.
3. The naming convention in Drosophila is to assign gene names based 
on their mutant phenotype. Explain how the gene Eyeless got its name. 
What does it say about the role of Eyeless during eye development?
4. Explain how they demonstrate that Eyeless is sufficient to induce eye 
formation. What experimental techniques did they use?
5. What does the experiment in Figure 5 suggest? Why is this resul t 
important?
6. What additional questions do you have after reading this paper?

IC-PBL MECA 
유형

현장통합형 M(Merge, ) 현장평가형 E(Evaluate, )   
문제해결형 C(Create, ) 현장문제형 A(Ancho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