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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소개

내생 카나비노이드 체계(endocannabinoid system,

ECS)는 복합적인 생리체계로 뇌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기능에 영향을 준다. 내생 배위자인 내

생 카나비노이드의 발견 이후, 1990년대 초반

에 7개의 막관통 영역(transmembrane domain)

을 포함하고 있는 카나비노이드 수용체를 클로

닝하였다. 대표적인 내생 카나비노이드는 ara-

chidonoyl ethanolamide(anandamide)와 2-arachi-

donylglycerol(2-AG)가 있다. 최근에 헤모글로빈

의 α-1 사슬에서 유래한 헤모프레신(hemop-

ressin)이 cannabinoid receptor-1(CB
1
R)의 선택

적 길항제(antagonist)로 동정되었는데 이는 내

생 작용제(agonist)가 없을 때 작용제의 반대 작

용을 하는 역작용제(inverse agonist)의 특성을

그림 1. 카나비노이드 수용체 길항작용이 대사활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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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ECS는 말단조직과 뇌에서 발현되며, 식이섭

취, 무게증가, 지방생성과 당내성 저하와 같은

대사 작용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ECS는

비만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를 저해는 것이

비만 및 관련 대사성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방

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CB
1
R의 선택적 길항제인 SR141716(rimona-

bant)를 이용한 대규모의 임상실험 결과 유의적

으로 체중과 허리둘레가 감소하였으며, 제 2형

당뇨환자의 경우 혈중지질과 공복 시 인슐린과

혈당 조절에 개선효과를 나타내었다. CB
1
R의

저해에 따른 대사 작용은 그림 1에 묘사하였다. 

내용요약

카나비노이드 수용체는 Cannabis sativa

(Marijuana, 대마)로부터 분리한 ∆9-tetrahydro-

cannabinol(THC)이나 그 합성 유사체와 같은 카

나비노이드 계열의 약물에 반응하는 수용체라는

의미로 명명되었다. 카나비노이드 수용체는 생체

에 존재하는 내생 카나비노이드뿐만 아니라 여

러 구조 특성을 갖는 일련의 작용제에 반응한다. 

1. 카나비노이드 수용체 작용제와 길항제

1.1. 카나비노이드 수용체 작용제

카나비노이드 수용체 작용제는 그 구조 특성

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고전적인 작용제로 ABC-tricyclic

dibenzopyran 유도체이며 마리화나에 존재하는

천연물 또는 그 합성 유도체이다. 대표적인 물

질로는 ∆9-THC, ∆8-THC, 11-hydroxy-∆8-THC-

dimethylheptyl(HU-210)이 있다. 

둘째는 비고전적 작용제로 고전적인 카나비

노이드를 바탕으로 한 구조와 활성 관계(struc-

ture-activity relationship)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물질 군으로 THC에서 dihydropyran 고리 구조

가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CP47497이 최

초의 물질이다. AC-bicyclic 그리고 ACD-

tricyclic 카나비노이드 유사체로서 THC에 비해

친유성이 낮은 CPP55940의 경우 카나비노이드

수용체 발견에 사용한 작용제이다. 

셋째는 aminoalkylindole 류이며 처음으로 발

견한 THC와 구조적 유사점이 없는 작용제이다.

R-(+)-WIN55212의 경우 CB
1
R과 CB

2
R 모두에

게 강한 친화력을 나타내지만 CB
1
R에 더 많은

선택성을 나타낸다. 생체에서 THC 및 다른 카

나비노이드와 동일한 활성을 나타내어 이들을 대

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JWH-015, L-

768242 등은 CB
2
R에 강한 선택성을 나타낸다. 

넷째는 에이코사노이드(eicosanoid) 류이다. 아

난다마이드는 카나비이드 수용체 작용제 중 에

이코사노이드 류의 원형이며 지방산 아미드 중

에서 20 : 4, n-6 계열에 속해 있다. 첫 번째로 발

견된 내생 카나비노이드 중 하나로서 포유류의

뇌와 다른 조직에서 homo-gamma linolenoy-

lethanolamide, docosatetraenoylethanolamide, 2-

arachidonoylglycerol, 그리고 noladin ether와 함께

발견되었다. 아난다마이드는 ∆9-THC와 특성이 유

사하여 부분적인 CB
1
R 작용제로 작용하며, CB

2
R

에 대한 활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런 특성을

이용하여 CB
1
R에 특이적인 아난다마이드를 개발

하였으며 대표적으로 R-(+)-methanandamide,

arachidonyl-2'-chloroethylamide, arachidonylcyclo-

propylamide, 그리고 O-1812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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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G는 CB
1
R과 CB

2
R에 모두 작용제로 작용

하며 아난다마이드보다 강한 활성을 나타낸다.

아난다마이드와 유사하게 CB
1
R에 더 높은 선

택성을 지니고 있다. 2-arachidonoylglycerol 또

한 2-AG와 비슷한 특성을 나타내며 이와 유사

한 1(3)-arachidonoylglycerol은 CB
1
R에 대한 결

표 1. 카나비노이드의 구조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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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능이 2-arachidonoylglycerol에 비해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 카나비노이드 수용체 길항제 및 역작용제

대표적으로 diarylpyrazole 류가 있으며 이중에

서 SR141716A은 CB
1
R에 특이적인 강력한 배위

자이며, SR144528은 CB
2
R에 특이적인 강력한

배위자이다. SR141716A과 SR144528은 모두 작

용제의 활성을 저해하거나 역으로 작용하게 하

는 역작용제의 특성을 나타낸다. SR141716A의

역작용제 활성은 아마도 작용제가 수용체가 결

합하는 위치에는 친화력이 약하지만 다른 위치

에 강한 친화력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으로 추

정된다. 그 외에도 SR141716A의 유사체인

AM251과 AM281가 있다. 

그 외에 benzofuran이 치환된 LY320135와

aminoalkylindole 류인 6-iodopravadoline(AM630)

이 있다. LY320135은 SR141716A와 유사한 특

성을 보여주지만 상대적으로 활성이 약하며

muscarinic과 5-HT
2
 수용체에 결합한다. AM630

은 CB2R에 선택적인 길항제이며 역작용제이다. 

2. 내생 카나비노이드와 수용체

내생 카나비노이드는 아라키돈산의 유도체로

신경의 막 탈분극이나 여러 세포의 특정 수용

체들의 활성화가 인지질 전구체로부터 아난다

마이드나 2-AG를 형성하게 한다. 펩타이드나

아민성 신경전달물질과는 다르게 내생 카나비

노이드는 친유성 신경전달물질로 연접소포

(synaptic vesicle)에 저장되지 않는다. 내생 카

나비노이드는 필요에 따라 생산하며 측분비

(paracrine) 또는 자가 분비(autocrine) 방식으로

작용한다.

CB
1
R은 쥐의 대뇌겉질에서 처음 클로닝되었

으며, 그 후에 인간의 뇌와 정소 그리고 생쥐

의 뇌에서 클로닝 되었다. CB
1
R은 지방, 근육,

간, 위장관, 췌장을 포함하는 대사를 조절하는

많은 조직에서 발현된다. 뇌의 CB
1
R 발현은 신

경의 subpopulation과 영역에 따라 다르며 발현

수준과 활성이 비례하지 않는다. CB
2
R은 비장,

편도선, 면역세포(B 세포, 단구세포, T 세포),

그리고 신경조직에서 발현되며 주로 면역기능

을 수행한다. 

3. CB
1
R의 수용체 신호전달과 내생 

카나비노이드의 이화

CB
1
R은 G단백결합 수용체(G protein-coupled

receptors, GPCR)이다. 신경말단에서 CB
1
R이 활

성화되면, 줄무늬체, 해마, 소뇌, 대뇌 피질, 시

상 하부 및 중격의지핵을 포함하는 많은 뇌조

직의 흥분성/억제성 신경전달을 동시에 저해한

다. 신경 내에서 CB
1
R의 활성화는 전압의존성

칼슘 통로의 저해와 직접 연관되어 있으며 관

련 신호전달을 역행하게 한다. 활성화된 CB
1
R

은 adenylate cyclase를 저해함으로써 protein

kinase A(PKA)의 신호전달경로를 억제하며 동

시에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MAPK)

를 활성화시킨다. 그러나 조직에 따라 그리고

같은 종류의 세포라 할지라도 종이 다른 경우

카나비노이드는 adenylate cyclase를 활성화시키

거나 억제시킨다. 예를 들어 PKA에 의해 활성

화되는 adenosine 5'-mono- phosphate-activated

protein kinase(AMPK)의 경우, 카나비노이드는

쥐 뇌하수체의 AMPK를 활성화시키지만 반대

로 간과 지방조직의 AMPK는 억제를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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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 아마이드 가수분해효소(fatty-acid amide

hydrolase, FAAH)는 생체 내에서 아난다마이드

를 가수분해하며 2-AG에도 약한 분해활성을 나

타낸다. monoacylglycerol lipase는 2-AG의 가

수분하며 효소로 추정하고 있다. 

4. 내생 카나비노이드와 대사의 항상성

4.1. 내생 카나비노이드와 비만증

대마는 식욕을 촉진시키고 몸무게를 증가시

킨다. 이는 주로 대마의 정신활성물질인 THC

에 의한 것으로 CB
1
R의 작용에 의한 결과이다. 

CB
1
R은 식욕, 식이섭취, 그리고 에너지 평형

을 조절하는 시상하부(hypothalamus)와 마름뇌

(hindbrain)내에서 작용하는 신경경로이다. 강한

스트레스를 받은 이후에 ECS가 활성화되면 식

이섭취, 이완, 고통의 경감, 그리고 혐오기억의

소거를 촉진하게 된다. 이러한 ECS에 의한 식

이섭취는 스트레스에 의한 생리적인 결과로부

터 벗어나기 위하여 에너지 저장고를 보충하고

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한 것으로 추정된다. 

식이섭취를 억제하는 단백질인 렙틴(leptin)은

내생 카나비노이드의 음성조절자(negative regulator)

로 추정된다. 렙틴 결손 비만쥐의 경우 뇌의 식

욕조절 부위에 존재하는 내생 카나비노이드의

활성과 농도가 증가하며 이는 렙틴 처리에 의

해 감소한다. 렙틴과 내생 카나비노이드가 상호

작용하는 부위는 orexin- and melanin-concen-

trating hormone(MCH)을 함유하고 있는 신경과

기능성 렙틴 수용체가 동시에 존재하는 옆쪽

시상하부로 추정된다. 

여러 동물실험 결과에 따르면 ECS는 식욕 조

절 기작뿐만 아니라 말초조직의 대사활성을 조

절하여 비만증에 영향을 준다. 전임상 결과들에

따르면 CB
1
R은 지방의 축적을 촉진하였으며 임

상결과들은 인간의 비만이 ECS의 조절이상으

로 인해 지방이 축적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4.2. 내생 카나비노이드와 간 지방 대사

비만은 간세포에 지방이 축적되는 형태로 나

그림 2. CB
1
R 신호전달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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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간의 지방증이나 지방간과 직접적인 연

관성이 있다. 무알콜성 steatohepatitis(nonal-

coholic steatohepatitis, NASH)은 중요한 간 질

병의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ECS는 간 섬유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

러 전임상실험을 통해서 카나비노이드 수용체의

저해는 여러 병적상태에서 간 보호 효과를 나타

내었다. CB
1
R의 유전자 기능저해 또는 길항제를

통한 기능저하는 선천성 또는 식이로 유도한 비

만쥐의 지방간 또는 NASH을 개선하였다. 

ECS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카나비노이드 수용

체의 작용이 간의 지방생성을 조절하는 전사인

자의 활성과 유전자의 발현 그리고 지방 생성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내생 카나비노이드와 당 항상성

당 항상성은 췌장, 간, 지방조직, 위장관이 각

각 부분적으로 그리고 상호간의 대사 작용을 통

해 조절하며 상기 조직들 모두 CB
1
R을 발현한

다. 현재까지 CB
1
R이 췌장의 랑게르한스섬의 인

슐린의 생성이나 반응성에 미치는 효과는 상반

되는 결과들로 인하여 명확하지 않다. 고혈당은

아난다마이드와 2-AG의 농도를 증가시며 내생

카나비도이드 수용체의 길항작용 또는 유전자의

knock-out은 인슐린 저항성과 당내성을 개선한다. 

5. 실험 모델

5.1. 결합능 측정법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방사성 동위원소가 표기

된 수용체 탐색자(radiolabeled cannabinoid recep-

tor probe)인 [3H]CP55940을 이용하는 것이다.

CP55940은 CB
1
R 및 CB

2
R에 동일한 친화력

을 나타내기 때문에 CB
1
R이나 CB

2
R을 포함하

는 세포막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기하지 않은

후보 배위자와 경쟁적으로 반응시킴으로써 반

응특성을 알아낼 수 있다. 카나비노이드 수용체

는 형질전환이나 발현이 높게 일어나는 뇌, 비

장, 그리고 미세아교세포에서 얻을 수 있다. 

그 외에 [3H]SR141716A는 CB
1
R에 높은 친

화력을 나타내며 [3H]HU-243은 CB
1
R과 CB

2
R

에 결합할 수 있으나 두 수용체에 동시에 결합

하는 경우 결합능이 떨어진다. [3H]R-(+)-WIN

55212의 경우에는 CB
2
R에 높은 친화력을 나타

낸다. 그 외에도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을

위한 표기자로[123I]가 표기된 AM251과 AM281

의 유사체와 [18F]가 표기된 SR141716A의 유사

체(SR144385)가 있다. 

5.2. cAMP 생성능 측정법

카나비노이드 수용체 작용제의 기초농도 또는

약물로 유도한 cyclic AMP(cAMP)의 저해활성은

카나비노이드 활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데 활

용할 수 있다. 카나비노이드 수용체 이외에도 많

은 종류의 수용체 또한 adenylyl cyclase와 반대

로 작용하여 카나비노이드 수용체의 특이성에 영

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카나비노이드 수용체

의 길항제를 이용하거나 수용체를 형질전환 세

포를 이용하여 특이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5.3. GTP 결합능 측정법 

카나비노이드수용체의 G단백질과 결합능을

이용한 방법으로 카나비노이드 작용제가 수용

체에 결합한 뒤에 증가하는 G단백질의 GT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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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친화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방사성동위원

소가 표기된 [35S]GTPgamma를 이용하는 것이

다. cAMP를 측정법과 동일한 검체를 활용하며

조직절편의 자가방사선술(autoradiography)에도

이용할 수 있다. 카나비노이드의 작용제가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GTP의 결합을 최소화하고

작용제의 작용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높은 농도

의 GDP와 염화나트륨을 첨가한다. GDP는 기

본수준의 GTP 결합을 저해하여 카나비노이드

수용체 작용제의 측정 범위를 상대적으로 증가

시키지만 동시에 기본수준과 작용제로 유도한

GTP의 결합능을 떨어뜨리므로 적정한 농도 조

건을 설정해야 한다. GTP의 G단백질 결합능을

측정하는 방법은 cAMP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

보다 민감도가 떨어지며 G단백질의 발현과 종

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5.4. 전기자극에 의한 평활근 수축 저해 측정법

돼지 소장의 근육층신경얼기에 있는 설종근이

나 정관으로부터 분리한 평활근에 전기자극을

주었을 때 발생하는 수축에 대한 카나비노이드

수용체 작용제의 저해활성을 측정하는 방법으

로 민감도가 높은 방법이다. 카나비노이드 수용

체가 아닌 일부 수용체 또한 전기자극에 의한

평활근의 수축을 저해하는 활성이 있으므로 길

항제를 이용하여 특이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6. 이용분야

6.1. 항비만 소재개발

CB
1
R 길항제인 rimonabant를 이용하여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Rimonabant in Obesity

(RIO) 프로그램은 6000명 이상의 과체중 또는

비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3상 임상실험을 진행

하였고 그 결과 rimonabant를 하루에 약 20mg

을 일년간 투여한 군이 위약군에 비해

3.9~5.4kg의 몸무게를 감소시켰다. 

6.2. 항당뇨 소재개발

RIO-Diabetes trial은 1045 명의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제 2 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

상실험으로 metformin이나 sulfonylurea를 최소

6개월 이상 복용한 뒤에 rimonabant를 하루에

20mg 씩 일년간 투여한 결과 몸무게를 감소시

키고 혈당조절에 개선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일

부의 혈당개선효과는 몸무게 감소와 상관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6.3. Lipid profiles

RIO-Lipids trial은 adiponectin 등과 관련이

있는 대사성 질병에 대한 효과를 탐색한 임상

실험이다. 당뇨병에 걸리지 않고 BMI(body

mass index)가 27~40kg/m2이면서 지질대사이상

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1036명을 대상으로

일년간 rimonabant를 하루에 20mg씩 투여한 결

과 유의적으로 체중감소와 HDL 농도 증가, 그

리고 혈중 triglyceride(TG) 농도의 감소 효과를

나타냈었다. 분석결과 HDL 농도증가, 혈중 TG

감소, 그리고 adiponectin의 증가 활성의 45~

57%가 몸무게 감소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현재 Sibutramine Cardiovascular Outcomes

Trial(SCOUT) 프로그램을 통해서 sibutramine과

rimonabant가 심혈관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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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CB
1
R 저해의 안전성

Rimonabant를 이용한 임상실험을 통해서 전

체적인 투약중지율(withdrawal rate)은 높은 편

이지만 다른 비만 임상실험과는 큰 차이가 없

다. Rimonabant를 하루에 20mg 섭취했을 때의

투약중지율은 RIO-Lipids, RIO-Europe, RIO-

North America 그리고 RIO-Diabetes가 각각

15.0%, 14.5%, 12.8% 그리고 15.0%이며 이들

의 위약군은 각각 7.0%, 9.2%, 7.2% 그리고

5.5%이었다. 

하루에 20mg 섭취했을 때의 부작용은 어지

러움 같은 매우 약한 신경증, 떨림 같은 운동

장애, 그리고 건망증 같은 인지장애가 있으며

RIO-Lipids, RIO-Europe, RIO-North America

그리고 RIO-Diabetes의 신경장애에 대한 위험

도는 각각 2.5, 1.0, 1.3 그리고 2.9였다. 또한

불안감과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정도는 약 2배

정도 증가하였다. CB
1
R 길항제와 ECS 활성은

기분장애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모든 RIO 프로그램에서 심한 우울증 병력

이 있거나, 다른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그리

고 항우울제를 투여한 적이 있는 사람은 제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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