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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급속한 게놈 연구에 따라 인간이 포함된 동물은 

물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물(phytochemical)

에까지 여러 생물의 게놈 해석이 진전되고 있다. 

게놈 정보에 의해 제어된 단백질 연구는 프로테오

믹스(proteomics), 합맵(HapMap), 비교게노믹스

(comparative genomics) 등 포스트게놈 프로젝트

라는 명칭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에 발맞춰 

제3의 생명사슬이라 불리며 생체 내에서 중요한 기

능을 가지는 당사슬에 관한 연구 역시 급속도로 진

전되고 있다. 당사슬은 그 구조가 직접 유전자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유전자공학과는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고, 유전자나 단백질은 곧

은 사슬상태로 존재하는 반면에 당사슬은 복잡한 

분지를 가진 구조로서 현재까지는 명확하게 유기

화학적으로 합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당단백질(glycoprotein)은 2~6 종류의 단당류, 올

리고당, 다당류 등 glyform이 단백질 골격에 공유결

합한 형태이고 대부분의 단백질 번역 후 수식(post- 

translational modification) 복합 형태를 총칭한다. 

이러한 구조적인 특성에 의해 당단백질은 체내 

활성을 나타내는데, 당류는 당화(glycosylation)를 

통해 단백질의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성질에 영향

을 미쳐 내재적 활성을 변화시키고 다른 생체분자

들과의 상호작용을 조절한다. 당화를 이용해 난용

성 수용체의 이용 및 장내 흡수를 증진하고 펩타이

드(peptide) 구조 위에 있는 기존의 항원자리를 가

림으로써 면역 및 알레르기 발생 특성을 개선한다. 

또한 유효단백질의 체내 체류 시간을 증가시킴으

로써 좀 더 나은 약동적(pharmacokinetic) 양상을 

갖는다. 단백질의 비특징적 응집(aggregation)을 막

고 단백질 분해효소 공격에 저항하며 개선된 입체

안정성으로 높은 안정성을 유지하기도 한다.

당화는 주변에 흔하게 일어나지만 복잡한 단백

질 변형기술이다. 자연에 존재하는 당단백질은 같은 

펩타이드 골격을 갖는 수많은 glycoform의 혼합물

이지만 glycan 부분에서는 서로 다른 성분들을 가

지고 있다. 이 구조적 미세 이질성이 당단백질을 이

용하는데 어려움을 주지만,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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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lycome enhancement of the molecular and functional diversity of the proteome. (Sinclair AM et al., J Pharm 
Sci, 94(8), 1626-1635, 2005)

이 genome < transcriptome < proteome < glycome 

순으로 구조적 내제 이용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당부가를 적용하여 인체에 적용되는 약물

들은 효능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특징까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며 산업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재현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로 된다. 최근에는 당화된 

기능성 소재 개발을 위해 효소 등을 이용한 선택적 

당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과 식물이 가지고 있는 당단백질은 

그 구조적인 특징에서도 차이점을 가지기 때문에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동물유래 당단백질은 주로 

fucose(α-1,6), galactose, mannose, N-acetyl-

glucosamine, N-acetylgalactosamine, sialic acid로 

구성된 반면 식물 유래 당단백질은 주로 galactose, 

mannose, N-acetylglucosamine 이외에 arabinose, 

fucose(α-1,3), xylose가 추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물 유래 당단백질의 특징적인 구성당인 xylose, 

fucose(α-1,3)와 같은 당화의 미묘한 차이가 실험동

물에 따라서는 면역원 혹은 알러지 유발 원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올리고당 연구의 중

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당사슬

생체 내의 당사슬 구성 단당에는 fucose, galactose, 

N-acetylgalactosamine, glucose, glucuronic acid, 

N-acetylglucosamine, mannose 등이 있다(Fig. 2). 

사슬상으로 연결된 구성당들에 의해 당사슬이 형

성된다. 단당(6탄당)의 C-1(anomeric carbon) 수

산기는 C-2, 3, 4의 2급 수산기 또는 C-6의 1급 수

산기 보다 반응성이 풍부하며, C-1은 산소를 매개

로하여 다른 단당에 결합한다(글리코시드결합). 

글리코시드결합은 C-1이 비대칭 탄소가 되며 결합

에 있어 α결합과 β결합으로 불리는 2 종류의 이성

체를 형성한다. 이 단당 중 C-1과 결합하는 수산기

의 종류 및 그 결합이 α결합인지 β결합인지의 차

이에 따라 여러 당사슬이 형성된다. 생체 내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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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ructure of plant N-linked glycans. (A) Common core of N-linked glycans, (B) high-mannose-type 
N-glycans Man5-9GlcNAc2, (C) complex-type N-glycans, and (D) paucimannosidic-type N-glycan. (Rayon 
C et al., J Exp Bot, 9(326), 1463-1472, 1998)

사슬은 다른 세포(백혈구, 암세포 등), 세균, 바이

러스, 독소 등이 세포에 접착할 경우의 결합 부위

(ligand)가 되며 단백질이나 지질을 안정시키고 단

백질의 태그(tag)로서 세포 간의 정보전달에 중요

한 역할을 하거나 프로테오글리칸으로서 수분을 

결합시켜 조직을 보호한다. 사람의 생체 내 당사슬

에는 일반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ABO식 혈액형 

당사슬 항원이 있다.

당사슬의 합성

구조에 따른 당사슬의 기능을 연구하기 위해 간

단히 당사슬을 제조하는 당사슬 자동합성 기술 개

발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까지는 적절한 자동합

성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연구에 이용되는 당

사슬 합성법은 유기화학적 방법과 효소화학적 방

법으로 대별된다. 효소화학적 방법은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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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A comparison of the enzymatic (A) and chemical (B) syntheses of tetrasaccharide and pentasaccharide 
glycans. (PG) Protecting group; (LG) leaving group. (Varki A et al.,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Press, 2009)

생체 내의 당사슬 합성방법을 흉내내는 것으로 선

택적으로 천연 당사슬을 얻을 수 있을 경우에는 이 

방법이 완전히 우위성을 가지나 비천연 당사슬 구

조 제조에는 유기화학방법에 비하여 기능이 떨어

진다. 즉 모든 것을 합성할 수 있는 당사슬 합성기

를 목표로 할 경우에는 유기화학방법이 바람직하

다. 유기화학적 방법은 반응을 액상(균일계) 중에 

하는 방법과 고상수지(불균일계)를 사용하여 수행

하는 2가지 방법으로 대별된다. 전자는 고전적인 

당사슬 합성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축적

된 지식을 적응할 수 있고 또한 불균일계와 비교하

면 반응성이 아주 높은 이점이 있다. 그러나 반응 

후 단리와 정제를 기계로 수행하기가 어려워서 자

동화에는 부적합하다. 후자는 DNA 자동장치나 펩

티드 자동장치에 실제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자동

화에는 가장 가까운 방법이다.

합성방법

Polypeptide와 glycan 사이의 접합에 있어서 탄

수화물 및 단백질 측사슬의 protection/deprotection 

경로에 맞지 않는 엄격한 무수상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합성법으로는 수행이 쉽지 않다.

생체 외에서 glycan과 polypeptide간에 glycoside 

연결을 통해 만들어진 glycoprotein 유도체(glyco-

conjugate)들을 neoglycoprotein이라고 칭한다. 일

반적으로 neoglycoprotein을 만드는 방법은 비선택

적 수렴(convergent)방법과 선택적 수열(sequence)

방법이 있다. 수렴법은 glycoprotein의 한 부분을 

구성할 glycan 분자가 화학적 및 효소적 방법으로 

생성되거나 자연에서 얻어져 polypeptide에 순수

하게 부착된다(Fig. 3). 수열법은 polypeptide 구

조에 단당 혹은 이당류의 단위가 먼저 자리를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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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러 당을 선택적으로 부가하여 올리고당 및 

glycan 구조를 구성할 수 있는 glycosyltransferases

를 이용한다.

비선택적 수렴 당화

Neoglycoprotein을 합성하는 가장 간단한 과정

을 거치는 방법은 단백질에 이미 존재하는 반응성 

아미노산 측사슬을 이용하여 폴리펩티드와 glycan

을 직접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것으로 문헌에 보고

된 대부분의 연구방법들이 해당된다. 상업적으로 

생산되는 연결물질(linker)을 사용하거나 아마도리 

전위(amadori rearrangement) 반응을 사용하여 단

순단백질을 간단한 당과 결합하기도 한다. 

모체가 되는 단백질 분자에 일 ․ 이당류를 공유 

부착시켜 기본구조를 형성시키고 특정효소를 사용

하여 올리고당 측사슬을 연결하는 방법을 이용하

기도 한다. 이때 endo-glycosidase와 함께 개시당

의 도입부는 주로 lysine 말단 아미노 그룹을 이용

한다. Endo-glycosidase는 주로 endo-A, endo-M, 

endo-F이며 이들은 서로 다른 특이성을 갖는다. 

결과적으로 단백질 선택에 따라 여러 glycoform

의 이질적 혼합물을 가져오지만, 부위-선택적 glycan 

부착이 불가능하다.

선택적 수열 당화

균일한 부위-선택적 glycopeptide를 제조하기 위

해 많은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 방법들의 원리는 

폴리펩티드의 주서열에 특정 도입부를 연결하고, 

연속적 glycosylation을 통해 고도의 선택적 glycan 

분자를 부착할 수 있다. 이 묶는 장소가 만들어지면 

glycan 부분은 이미 기술한 서열 혹은 수열합성 방

법으로 그 장소 밖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자연당단백질에 이미 존재하는 올리고당 부착점

들을 이용한다면 잘-정의된 glycan 결착자리를 만

들 수 있다. 이 방법에 의하면 자연당단백질이 특

정적 endo-glycosidase로 처리되고 이 효소는 단백

질에 인접한 첫 당과 나머지 glycan과의 연결을 특

정적으로 가수분해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자연당

단백질에 존재하는 이질적 glycan들이 제거되며, 

동질적인 단백질을 가진 유일한 단당류를 ‘tag’로 

다음 당화의 잘-정의된 자리에 남겨놓는다. 

올리고단백질 서열에 잘-정의된 glycan 묶는 자

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Fig. 4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주로 고체상 펩티드 합성법(solid phase peptide 

synthesis, SPPS)이 이용되며, 보통 하나의 당화

된 펩티드가 SPPS로 만들어지고 당이 특정적으로 

deprotect되어 올리고당이 수열방법에 의하여 단계

적으로 만들어진다.

당단백질의 분석

당단백질은 숙주세포의 종류, 재조합체의 조작

방법, 배양 조건에 따라 당화 여부와 당사슬의 구조

나 당사슬을 구성하는 성분 당의 양 차이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glycoform이 생성되어 생산조건의 

차이에 따른 불균일성이 존재할 수 있게 된다. 

당단백질의 당사슬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당구조

의 복잡성 때문에 분석법별로 매우 다양한 특수한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고, 극미량 시료 사용 등으로 

인해 재현성을 얻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최근 질량분석기, 크로마토그래피 등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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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 Phase Peptide Synthesis Scheme

Fig. 4. This form was showed the basic steps in solid phase peptide synthesis using Fmoc chemistry. (Sigma- 
Aldrich, Basic steps in solid phase peptide synthesis using Fmoc-chemistry)

한 고감도의 당 구조 분석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으

며, 성분당에서부터 시알산, 당사슬 분석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시험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하면 보다 정확한 당사슬 구조 규명이 가능하다

(Fig. 5).

당단백질 내 당화 확인

N-당사슬 혹은 O-당사슬의 구조를 분석하기에 

앞서 통상적으로 당화 유무와 당화 프로파일에 대

한 개략적인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재조합 당단백

질 시료에 PNGase F, sialidase, O-glycosidas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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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low chart showing popular approaches to glycoprotein analysis. (Domann PJ et al., Proteomics, 1, 70-76, 2007)

당 절단 효소들을 목적에 따라 다양한 순서로 처리

한 후 각 시료의 단백질 분자량 차이를 결정한다. 

분자량 측정방법으로는 SDS-PAGE나 MALDI-TOF 

mass spectrometry 등을 이용할 수 있다.

SDS-PAGE를 이용하는 방법은 분리 및 검출과

정, 분자량표지 표준단백질을 이용한 단백질 시료의 

분자량 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정확한 분자량 평가가 불가능하여 세부적인 

당화 특성 규명에는 적용이 제한된다. 따라서 최근

에는 MALDI-TOF 등 mass spectrometer를 이용한 

분석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분자량 측정방법

별로 효소처리 과정과 이후의 시료전처리 과정, 평

가 과정 등이 적절하게 진행되어야 한다(Table 1).

이와 같은 differential deglycosylation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PNGase F 등 당 절단 효소의 처리

시간을 달리하면 여러 개의 단백질 밴드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 이를 통하여 N-glycosylation 부위의 

개수를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도 있다(Fig. 6).

당단백질 내 성분당 조성 분석

당단백질 내 성분당 조성의 확인은 최종 당사슬 

구조분석을 위한 분석법 설정에 영향을 미치고 당

사슬 구조의 증명에도 도움을 준다. 성분당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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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nzymes, chemicals and equipments for differential deglycosylation

작용/사양

효소 PNGase F 단백질로부터 N-glycan을 잘라내는 효소
당이 절단되면서 Asn에서 Asp로 전환됨

Sialidase N-glycan이나 O-glycan의 말단에 붙어 있는 sialic acid를 잘라내는 효소

O-glycosidase 단백질로부터 O-glycan을 잘라내는 효소

시약 RapigestTM SF Mass spectrometry 분석과정을 필요로 하는 시료의 효소처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detergent

HCl에 의해 분해됨

SDS,
N-octylglucoside,
2-Mercaptoethanol

SDS-PAGE로 분석하는 시료의 효소 처리 과정에서 넣어주는 detergent 및 
reducing agents

기기 SDS-PAGE/
Densitometer

Electrophoresis/gel image를 스캔하여 분자량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 설치된 densitometer

MALDI-TOF 효소 처리과정에서 사용하는 detergent나 반응액 속에 있는 염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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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aracterization of native rhIFN-1a and its modified variants. (A) intact protein mass determination of rhIFN-1a 
and its variants using MALDI-TOF MS. (B) SDS-PAGE of rhIFN-1a and glycosylation analogs. (C) investigation 
of the glycan structure on the glycopeptide level. (Dissing-Olesen L et al., The Journal of pharmacology and 
experimental therapeutics, 326(1), 338-34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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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arbohydrate profile by HPAEC-PAD of a soluble coffee containing coffee husks or parchments and cereals. 
(Cataldi TRI et al., Fresenius J Anal Chem, 368, 739-758, 2000)

Fig. 8. Retention times of labeled oligosaccharides on different stationary phases. Panels A and B show schematized 
chromatograms of variously labeled diantennary N-glycans A4A4 on reversed-phase and graphitic carbon, 
respectively. (Pabst M et al., Anal Biochem, 384(2), 263-273, 2009)

분석법은 크게 HPAEC-PAD(high performance 

anion-exchange chromatography with pulsed 

amperometric detection)를 이용하는 방법과 시료

를 형광검출을 위해 2-aminopyridine, 2-amino-

benzamide, 1-phenyl-3-methyl-5-pyrazolone 등의 

형광물질로 유도체한 후 HPLC를 이용하는 방법으

로 나눌 수 있다. HPAEC-PAD는 시료의 유도체화 

과정 없이 직접적으로 성분당을 분석할 수 있는 장

점이 있지만 HPLC를 이용하는 방법은 시험결과의 

재현성과 감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Fig.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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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rofiles of N-glycans in cell membrane fractions of A549, MKN45, ACHN and U937 cells. List of N-glycans 
found in membrane fractions of four cancer cells (A). Asialo/high-mannose, monosialo, disialo, trisialo, and 
tetrasialo-oligosaccharides are shown in the order. Glycans observed in each cellline (B). (Sinclair AM et al., 
J Pharm Sci, 94(8), 1626-1635, 2005)

당단백질 내 당화 위치 확인 및 당사슬 

구조 분석

LC-MS를 이용한 glycopeptide mapping으로 당

단백질의 당화 위치 및 각 당화 위치에서의 당사슬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당사슬의 구조를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단백질이 당화되어 있는지 확인해

야 하며, 성분당 분석을 통하여 당사슬의 구조에 

대한 데이터를 얻는다. 이후 fucosidase, sialidase, 

galactosidase 등의 효소를 이용하여 당사슬의 구조

를 대략 파악할 수 있지만, MALDI-TOF나 Anion- 

exchange HPLC 등의 기기를 이용한 분석을 추가

적으로 수행해야 당사슬의 완전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Fig. 9).

맺는말

인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생체 외에서 선택적으

로 당화시킨 단백질의 개발은 생명분야의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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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입어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의약분야에 국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조 방

법을 적절히 단순화하면서 선택적 당화가 이루어

진다면 식품소재로서의 가능성도 충분하리라 예상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기업

체, 대학에서 ‘당쇄공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

므로 곧 안전성과 생리활성을 동시에 보유한 당

단백질 식품소재의 개발도 멀지 않을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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