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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ylethanolamines (NAEs) including endocannabinoids, anadamide, are long chain fatty acid ethanolamines and 

express ubiquitously in animal and plant tissues. NAEs have several pharmacological effects including anti-inflammatory, 

analgesic and anorexic effects. The levels of NAEs in tissues are strictly regulated by synthesizing and hydrolyzing 

enzymes because NAEs are not stored in the cell but rather made on demand. NAEs are hydrolyzed to free fatty acids 

and ethanolamines by fatty acid amide hydrolase and N-acylethanolamine-hydrolyzing acid amidase (NAAA). Here, we 

suggest the fluorescence-based assay system for NAAA. We developed N-(4-methy-2-oxo-2H-chromen-7-yl)palmitamide 

(PAAC) as a fluorogenic substrate for NAAA and we also generated NAAA stably expressing COSM6 cell line. When 

extracts of cells expressing NAAA were incubated with PAAC, NAAA specifically hydrolyzed PAAC to palmitic acids 

and fluorogenic dye, coumarin. Release of coumarin was monitored by using fluorometer. NAAA hydrolyzed PAAC 

with an apparent Km of 20.05 μM and Vmax of 32.18 pmol/mg protein/min. This assay system can be used to develop 

inhibitors or activators of N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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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N-acylethanolamines (NAEs)은 긴 지방산 사슬을 가진 

ethanolamine이며, 동물 및 식물 조직에 존재하는 생활

성 지질의 일종이다. 동물에서는 N-palmitoylethanolamine 

(NPE)이 처음 난자의 난황으로부터 분리됐고(Kuehl et 

al., 1957), 처음으로 알려진 이들의 약리학적 효과는 항

염증효과였다(Ganley et al., 1958). NAEs는 불포화(poly- 

unsaturated) NAEs, 포화(saturated) NAEs 그리고 단일불

포화(monounsaturated) NAEs로 구분된다. 포유동물 조직

에서 많은 량 발현되는 대표적인 NAEs는 NPE, N-

stearoylethanolamine (NSE), N-oleoylethanolamine (NOE), N-

linoleoylethanolamine (NLE) 그리고 N-arachidonoyl- 

ethanolmaine (anandamide) 등이다(Ueda et al., 2010). 불포

화 NAEs의 대표적인 물질인 anandamide는 내인성카나

비노이드(endocannabinoids)의 일종이며, G-단백질 연결 

수용체(G-protein coupled receptor, GPCR)인 카나비노이드 

수용체(cannabinoid receptor, CB)에 결합하여 G-단백질을 

활성화시킴으로서 그 정보를 세포 내로 전달한다(Sugiura 

et al., 2006). CB와 결합하지 않는 NAEs인 NPE는 항염

증효과 및 진통효과 등을 나타내며(Lambert et al., 2002), 

NOE는 식욕억제효과를 보인다(Rodriguez de Fonseca et al., 

2001; Lo Verme et al., 2005). 또한 이들은 모두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α와 GPCR인 GPR119와 결합

하여 그 활성을 나타낸다(Overton et al., 2006). 

Anandamide를 비롯한 NAEs는 세포에 저장되지 않고, 

필요에 의해(on demand) 이들의 합성 및 분해효소에 의

해 그 양이 조절된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들의 약리학적 

효과를 밝히는 연구와 더불어 NAEs의 합성 및 분해를 

조절하는 효소들의 활성 기전 연구, 이들 효소들의 활성 

분석법 연구 그리고 이를 이용한 활성 조절제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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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중요한 연구주제로 대두되고 있다(Di Marzo, 2008). 

NAEs의 분해효소로 가장 잘 알려진 효소는 fatty acid 

amide hydrolase (FAAH)이며, 주로 anandamide의 분해효

소로 잘 알려져 있다(Ahn et al., 2007). 또한 최근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NAEs 분해효소 중 하나가 N-

acylethanolamine-hydrolyzing acid amidase (NAAA)이며, 

2005년 일본 Ueda 그룹에서 생쥐와 인간의 유전자로부터 

클로닝되었다. 특히, NAAA는 FAAH와 상동성을 가지지 

않는 전혀 다른 유전자로 보고되었다(Tsuboi et al., 2005). 

NAAA는 주로 탄소 개수 12개에서 20개를 갖는 NAEs의 

가수분해를 유도하며 특히 NPE에 대한 활성이 가장 높

았다. 또한 NOE와 anandamide에 대해서도 활성을 나타

낸다(Ueda et al., 2010). 

최근 FAAH의 활성 억제제 발굴을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잠재력 있는 활성 억제제가 개발되었으나(Di 

Marzo, 2008; McKinney and Cravatt, 2005; Cravatt and 

Lichtman, 2003), NAAA의 억제제 개발은 아직 초기단계

에 머무르고 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NAAA의 효과적

인 활성 분석법이 개발되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라 생각

된다. 

본 연구에서는 NAAA의 활성 분석법을 개발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형광기질[N-(4-methy-2-oxo-2H-

chromen-7-yl) palmitamide, PAAC]을 제작하였다. 질소 환

경 하에서 palmitic acid (128.2 mg, 0.5 mmol), oxalyl chloride 

(50 ml, 0.6 mmol)와 dimethylformamide (4.6 ml, 0.06 mmol)

를 dichloromethane (2 ml)와 혼합한 후, 상온에서 1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이 용액을 7-Amino-4-methylcoumarin 

(87.6 mg, 0.5 mmol)과 triethylamine (70 ml, 0.5 mmol)가 

혼합되어 있는 dichloromethane (1 ml)과 재차 혼합하고, 

0℃에서 24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이 혼합물에서 ethyl 

acetate/hexane (v/v, 1:1)을 전개용매로한 컬럼 크로마토그

래피를 이용해 원하는 화합물을 확보하였다(161 mg, 78% 

yield). 확보된 화합물은 자기공명장치를 이용하여 합성여

부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제작된 PAAC가 NAAA와 

반응하게 되면, palmitic acid와 형광물질인 coumarin으로 

분해될 것이며[Fig. 1], 반응 후 형광강도기를 이용해 생

성된 coumarin의 형광강도를 측정하면 NAAA의 활성 정

도를 추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기질로 palmitic acid

를 사용한 이유는 이전 타 연구자의 보고에서 NAAA는 

NAEs 중 탄소 16개를 가진 포화 지방산인 NPE에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Ueda et al., 2010). 

본 연구에서 NAAA의 활성 분석법을 개발하기 위해, 

NAAA를 영구적으로 발현되는 세포주(stable cell line)의 

추출액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세포에 

NAAA를 발현시킬 수 있고 발현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

록 발현벡터를 제작하였다. 인간 NAAA cDNA를 포함하

는 발현벡터(pcDNA3.1-NAAA)는 일본 Kagawa 대학의 

Ueda박사로부터 공여받았다(Tsuboi et al., 2005). FLAG 

epitope이 NAAA의 N-말단에 inframe으로 발현되는 발현

벡터(pcFLAG-NAAA)를 제작하기 위해, pcDNA3.1-NAAA 

발현벡터를 주형으로 하고, 프라이머(5'-AAA GGA TCC 

ATG CGG ACC GCC GAC CGG GAG-3'과 5'-AAA GAA 

 

 

 

 

 

 

 

 

 

Fig. 1. Mechanism schematic of NAAA 
reaction which catalyzes the hydrolysis of PAAC
into palmitic acid and coumarin. Reaction was 
monitored by fluorometer with excitation at 355 
nm and emission at 46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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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C TTA CTT TCT ACT CGG GTT TCT-3')를 이용하여 

PCR을 수행하였다. PCR 생성물을 pcFLAG 발현벡터에 

BamHI과 EcoRI 제한효소를 사용하여 삽입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세포는 293T와 COSM6이며, 다음

과 같이 배양하고 발현벡터를 각각의 세포에 transfection 

하였다. 두 세포 모두 DMEM (Hyclone, South Logan, UT)

에 10% 우태아혈청, 100 U/ml penicillin, 그리고 100 μg/ml 

streptomycin이 포함된 배지에서 37℃와 5% CO2 존재 하

에서 배양하였으며, 293T 세포의 transfection은 calcium-

phosphate 방법을 이용하였다(Kim et al., 2010). 이를 간단

A 

C 

B 

E F 

D 

[PAAC, μM] COSM6-NAAA cell extract (μg) 

20.05 μM

Fig. 2. Activity assay for NAAA. (A) Lysates (50 μg) of 293T cells transiently transfected with 10 μg of pcFLAG-NAAA plasmid were 
subjected into Western blot analysis using FLAG antibodies. (B) COSM6 cells were transfected with 10 μg of pcFLAG-NAAA. After 40 h
transfection, the cells were treated with 1.2 mg/ml of Geneticin. After incubation for 2 weeks, 50 μg of lysates were subjected into Western
blot analysis using FLAG antibodies. (C) Either COSM6 extracts (1 μg, COSM6) or FLAG-NAAA expressing COSM6 extracts (1 μg, 
COSM6-NAAA) were added into reaction buffer containing in 300 μM of PAAC in total volume of 21 μl in 384-well black plate. The 
reaction was carried out at 25℃ for 495 min in fluorometer. The reaction buffer (Buffer) was used for negative control for reaction. (D) At 
495 min of reaction time, the relative activities of buffer and COSM6 were calculated based on setting COSM6-NAAA activity at 100%. 
(E) PAAC (300 μM) was incubated with increasing amounts (ranging from 0 to 1 μg) of cell extracts of COSM6-NAAA in reaction buffer 
at 25℃ for 495 min. (F) NAAA activity was measured in reaction buffer containing COSM6-NAAA cell extracts (1 μg) and indicated 
concentration of PAAC (raging from 0 to 1,000 μM) at 25℃ for 495 min. Released of fluorescence at 460 nm was monitore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Microsoft Excel and Graphpad prism (version 5.01) based on the Michaelis-Menten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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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설명하면, 먼저 세포를 100 mm 배양용기에 1.5 × 106 

세포수가 되도록 분주하여 18~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발현벡터를 62 μl의 2 M CaCl2와 혼합하고 동량의 2X 

HBS (50 mM Hepes pH 7.1, 280 mM NaCl, 1.5 mM Na2HPO4)

와 다시 혼합하였다. 이 DNA 혼합용액을 30분간 상온에 

정치한 후, 세포 배양액에 첨가하여 반응시켰다. COSM6 

세포의 경우, polyethylenimine (PEI, Sigma-Aldrich, Saint 

Louis, MO)을 이용하여 transfection 하였다. 발현벡터를 

DMEM과 혼합하여 800 μl가 되도록 한 후, 20 μg의 PEI

를 첨가했다. 이 용액을 30분간 상온에서 방치한 후, 세

포 배양액에 첨가하였다. 

pcFLAG-NAAA 발현벡터(10 μg)을 293T 세포에 일시

적으로 발현시키고 세포를 수거하여 PBTX 용액(1% 

TritonX-100과 단백질 분해효소 억제제가 포함된 인산염

완충액)에 4℃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세포 추출액 50 

μg을 이용하여 단백질 전기영동을 수행하였다. 전기영동

된 단백질을 poly-vinyl difluoride membrane에 옮겨 FLAG

에 대한 항체(Sigma-Aldrich)를 사용하여 Western blot 분

석을 수행한 결과, FLAG-NAAA 단백질이 37 kDa 부근에

서 정상적으로 발현되었다[Fig. 2A]. 다음은 COSM6 세포

에 FLAG-NAAA를 안정적으로 발현하는 세포주를 제작

하기 위해, pcFLAG-NAAA 발현벡터(10 μg)를 COSM6 세

포에 transfection하고 40시간 후 1.2 mg/ml의 Geneticin 

(GIBCO, Carlsbad, CA)을 처리하였다. 2주 후에 세포를 수

거하여 FLAG 항체를 이용해 Western blot 분석을 수행하

여 FLAG-NAAA가 COSM6 세포에 안정적으로 발현됨을 

확인하였다[Fig. 2B]. 

FLAG-NAAA 단백질이 안정적으로 발현된 세포주

(COSM6-NAAA) 추출액과 형광기질을 반응시켰을 때, 형

광기질이 분해되어 형광을 발현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반응액(Buffer), COSM6 세포(COSM6)의 추출액(1 μg) 및 

COSM6-NAAA (1 μg)의 추출액 각각을 형광기질 (300 

μM)과 반응시켜 형광기질의 분해 정도를 반응시간 별로 

형광강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이때, 세포 추

출액은 각각의 세포로부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리하

였다. COSM6와 COSM6-NAAA 세포를 각각 인산염완충

용액을 사용하여 수거하고 초음파분쇄기로 15초 동안 3

회 초음파를 가하였다. 분쇄된 세포용액을 원심분리하고

(12,000 X g, 4℃, 30분), 상등액을 얻어, 액화질소를 이용

하여 급속 냉동과 해동을 2회 반복하였다. 세포 추출액 

분리를 위해 재차 원심분리(105,000 X g, 4℃, 50분)하고 

상등액을 취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세포 추출액과 기

질의 반응에 사용했던 반응용액은 50 mM Tris pH 8.0 용

액에 0.1% NP-40가 첨가된 용액이었으며, 서로 다른 농

도의 세포 추출액과 각기 다른 농도의 PAAC 기질을 첨

가하여 용액의 총 부피가 21 μl가 되도록 384 black plate

에 조성하고 형광강도 측정기(VICTORTMX2, Perkinelmer, 

Waltham, MA)를 이용하여 25℃에서 형광강도를 측정하

였다. 결과값에 대한 분석은 Microsoft Excel과 Graphpad 

prism (version. 5.0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COSM6-NAAA 세포 추출액과 형광기질을 반응시킨 

경우, 반응시간이 증가할수록 형광강도의 세기(RFU)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반응액 및 COSM6 추

출액을 반응시킨 경우 반응시간이 증가하여도 RFU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Fig. 2C]. Fig. 2C의 결과에서 반응

시간 495분에서 나타난 COSM6-NAAA 세포 추출액의 

RFU를 100%로 하여 동일시간대의 대조군들의 RFU와 

비교한 결과, COSM6-NAAA 세포 추출액을 사용했을 경

우, 대조군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결과를 보였다[Fig. 2D]. 

이는 COSM6-NAAA 세포 추출액에 포함된 NAAA가 특

이적으로 PAAC와 반응하여 coumarin을 생성하였음을 의

미한다. 다음은, COSM6-NAAA 세포 추출액 농도를 증가

시키면서(0~1 μg) 동량의 PAAC (300 μM)와 반응시켜, 세

포 추출액 내에 존재하는 NAAA에 의해 PAAC가 분해

되어 얼마나 많은량의 coumarin이 생성되지를 확인하였

다[Fig. 2E]. 이 실험을 위해, 먼저 coumarin의 농도에 따

른 형광강도를 형광강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표

준곡선을 그린 후, 실험상 나타난 형광강도를 coumarin 

농도로 치환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반응시킨 세포 

추출액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효소 반응에 의해 생성된 

coumarin의 농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세포 추

출액에 포함된 NAAA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더 많은 량

의 coumarin이 반응 생성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상

의 실험결과로 PAAC가 NAAA의 활성을 측정할 있는 적

절한 형광기질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PAAC 자체는 형광

을 발현하지 않고, NAAA에 의해 분해되었을 경우에만 

형광을 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AAC가 NAAA에 의해 분해되는 동역학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1 μg의 COSM6-NAAA 세포 추출액과 

서로 다른 농도의 PAAC 기질(0~1,000 μM)을 495분 동

안 반응시켜 Michaelis-Menten 방정식을 이용해 Km 및 

Vmax 값을 산출한 결과, 각각 20.05 μM과 32.18 pmol/mg 

protein/min 이었다[Fig. 2F]. 

효소의 활성 측정법을 개발하기 위해 우선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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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은 기질의 화학적 구조가 효소의 활성부위에 적절

하게 결합하여 생성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일 것이며, 

또한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기질의 특성이 효소의 활

성 측정에 용이하며 그 실험방법이 간단한가 일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고속처리검색(high throughput screening)이 

가능한 기질을 개발하는 것이 효소의 활성 조절제 개발

에 큰 화두이므로 형광기질은 그 좋은 재료가 되고 있다. 

FAAH의 활성분석 시스템의 경우, 동위원소 및 발색기

질 등을 이용한 활성분석 시스템이 개발되어 문헌에 보

고되어 있으나(Deutsch and Chin, 1993; Omeir et al., 1995; 

Maccarrone et al., 1999; Patricelli and Cravatt, 2001; Wilson 

et al., 2003; Boldrup et al., 2004), 실제로 이들은 고속처리

검색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응용적인 측면에서 그 실

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5년 Wyeth 연구

소 Clark 그룹에서 형광기질인 arachidonoyl 7-amino-4-

methylcoumarin amide (AAMCA)를 이용한 FAAH 활성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였고(Ramarao et al., 2005), 그 후, 

AAMCA는 여러 문헌에서 활성 억제제를 탐색 및 발굴

할 수 있는 기질로 이용되었다(Wang et al., 2006; Rahn et 

al., 2011). 또한 최근 본 연구팀에서도 FAAH의 형광기질

을 이용하여 활성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고한 바 있

다(Kim et al., 2010).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활성분석 시

스템 역시 형광기질을 이용하여 측정방법이 간단하고, 많

은 량의 시료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어 고속처리검색이 

가능하다. 

FAAH는 1996년 클로닝되어(Cravatt et al., 1996), 내인성

카나비노이드 분해효소로 알려졌다. 특히 내인성카나비

노이드는 매우 다양한 약리학적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이 분해효소의 활성을 조절할 수 있는 약제의 개발

은 큰 의미를 갖게 되므로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FAAH와는 다르게, NAAA의 경우 2005

년 클로닝되었고(Tsuboi et al., 2005), 내인성카나비노이드

를 분해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나, FAAH보다는 

그 효과가 적다고 알려졌다(Tsuboi et al., 2007). 지금까지 

NAAA는 불포화 NAEs인 내인성카나비노이드보다는 포

화 및 단일불포화 NAEs의 분해에 더 좋은 활성을 지닌

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내인성카나비노이드에 비해 이들

의 약리학적 효과는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NAAA의 활성 조절제에 대한 개발 연구는 아직 초기단

계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몇 문헌에서 포화 및 

단일불포화 NAEs가 항염증작용, 세포사멸작용, 신경보호

작용 등의 약리학적 효과가 알려지면서 NAAA의 활성 

조절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되고 있다(Calignano et al., 

2001; Terrazzino et al., 2004; Darmani et al., 2005; Solorzano 

et al., 2009). 따라서 NAAA의 활성분석 시스템을 제안한 

본 연구는 의미있는 연구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세포 추출액과 PAAC를 반응시켜, 반응

시간에 따른 효소활성도를 측정하였다[Fig. 2C]. 반응액

과 COSM6 세포 추출액을 사용하였을 경우, 시간에 따

라 RFU값은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COSM6 세포 추출

액의 경우, 반응시간에 따른 RFU값의 뚜렷한 증가 양상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반응시간 250여분까지는 대

조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250여분 이상 반응시킬 

때, RFU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전에 수행된 본 

연구팀의 FAAH 활성분석 시스템 구축 연구와 비교하면, 

본 연구에서는 초기 반응시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못했

다(Kim et al., 2010).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추정해 

보면, 반응액의 조성에 다소 문제가 있어 효소-기질의 반

응을 다소 지연시킬 가능성과 PAAC가 NAAA의 기질로

서 다소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반응액의 조성에 변화를 주어 최적의 

반응조건을 선별해야할 것이며, PAAC 외에 다른 형광기

질을 사용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PAAC

의 경우 포화 지방산이므로 용해도가 다소 낮기 때문에 

용해도를 높이기 위해 단일불포화 지방산을 사용하거나, 

탄소의 개수를 줄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이다. 

최근 본 연구의 선행 연구에서, FAAH의 활성분석 

시스템으로 고안된 DAEC의 경우(Kim et al., 2010), Km 

값이 548.8 μM인 반면, 본 연구에서는 PAAC에 대한 

NAAA의 Km 값이 20.05 μM로 나타났다. 비록 같은 효

소와 기질을 대상으로 비교하진 않았으나, 다른 문헌들과

도 비교해 보았을 때, 본 연구결과에서 보인 효소-기질 

친화도는 비교적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정리하면,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NAAA 활성분석 시

스템은 형광기질을 사용하여 그 실험방법이 간단하고 동

시에 많은 시료를 처리할 수 있어 고속처리검색이 가능

하다. 이러한 활성분석 시스템은 향후 NAAA의 활성 조

절제 개발에 직접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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