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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혈관이완과 말초저항에 있어 Ceramide의 역할

  Ceramide는 sphigomyelinase의 작용으로 세포막에 존재하는 sphingomyelin의 가수분해에 

의해 형성되는 새로운 지질 신호전달 물질이다.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와 같은 

cytokine은 phospholiase A2 의존형 sphingomelinase의 작용으로 세포내 ceramide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sphingomyelin 신호전달 체계는 혈관의 긴장도를 

조절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호전달 체계로 인식되고 있지만, 아직도 그 정확

한 기전은 규명되지 않았다. 또한 안정 시 ceramide 농도가 정상혈압 쥐에서 보다 고혈압 

쥐에서 감소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ceramide에 의해 혈관의 긴장도가 

조절되는 기전을 규명하고, ceramide의 신호전달 체계가 고혈압 동물에서 손상 받는지를 

규명하고자 ceramide가 혈관 긴장도와 세포내 Ca2+ 농도에 미치는 향을 관찰하 다.

  C2-ceramide, sphingomyelinase 및 TNF-α는 내피세포가 제거된 정상혈압 쥐의 대동맥 환

에서 phenylephrine으로 수축된 혈관을 이완시켰으며, 그 이완은 약물 처치 후 5∼15분 이내

에 유발되었다. 내피세포가 제거된 정상혈압 쥐의 대동맥 환에서 C2-ceramide에 의한 혈관

이완 정도는 내피세포의 존재 유무에 관계없이 유사하 다.

  내피세포가 제거된 정상혈압 쥐의 대동맥 환에서 cyclooxygenase 통로 차단제인 indome-

thacin은 C2-ceramide에 의한 혈관이완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protein kinase 

C 억제제인 H-7과 calphostin-C 역시 C2-ceramide에 의한 혈관이완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rho-associated kinase 억제제인 Y-27632의 전 처치는 phenylephrine에 의한 

혈관수축을 억제하 을 뿐만 아니라 C2-ceramide에 의한 혈관이완 역시 현저하게 억제시

켰다.

  내피세포가 제거된 정상혈압 쥐의 대동맥 환에서 C2-ceramide는 phenylephrine에 의한 

phasic Ca2+ ratio와 수축에는 거의 향이 없었으나, phenylephrine에 의한 tonic Ca2+ ratio와 

수축은 현저하게 감소시켰다.

  C2-ceramide와 sphingomyelinase에 의한 혈관이완 반응은 정상혈압 쥐와 본태성 고혈압 

쥐에서 유사하 으나, TNF-α에 의한 혈관이완 반응은 정상혈압 쥐에 비해 본태성 고혈압 

쥐에서 현저하게 감소하 다. 따라서 고혈압동물에서 sphingomyelinase가 감소되고 이로 인

한 ceramide의 합성이 감소됨에 따라 혈관저항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C2-ceramide에 의한 혈관이완은 C2-cermaide가 phenyle-

phrine에 의한 rhoA 단백질의 활성화와 세포막을 통한 Ca2+ 유입을 억제하여 유발되는 것으

로 생각된다. 또한 고혈압 쥐에서 neutral sphingomyelinase의 양적 감소로 인한 ceramide의 

합성억제는 말초저항의 증가를 유발할 것으로 생각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Ceramide, 본태성 고혈압 쥐, rhoA 단백질, 세포내 Ca2+ 농도, 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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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이완과 말초저항에 있어 Ceramide의 역할

＜지도  이        호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사업단

장      길      진

I. 서      론

  Ceramide는 sphingomyelinase에 의해 세포막에 존재하는 sphingomyelin의 가수분해에 의

해 생성되는 새로운 지질 신호전달물질이다.1 Sphingomyelinase는 Mg2+-의존형, 중성 pH-작

동형 sphingomyelinase (중성 SM-ase)와 산성 pH-작동형 sphingomyelinase (산성 SM-ase)와 

같은 몇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2,3
 이러한 ceramide 합성기전이 전통적으로 cytokines의 자

극에 의한 ceramide 합성의 주요한 방법으로 생각되어 왔다.

  Ceramide는 또한 phospholipase C에 의해서 phosphatidylinositol 4,5-bisphosphate의 가수분

해에 의해 생성되는 잘 알려진 지질 신호전달물질인 diacylglycerol과 구조적으로 유사하

다.4 혈관평활근에서 diacylglycerol은 protein kinase C (PKC)를 통해 여러 가지 수축제에 의

한 혈관수축에 관여한다. 따라서 ceramide와 diacylglycerol의 유사성으로 인해 ceramide가 

PKC에 의한 혈관수축의 조절에 관여할 것이라 추측되어져 왔다.

  최근에 ceramide가 혈관 수축력의 조절인자라는 것이 연구되어지고 있다.5-8 즉, pheny-

lephrine으로 수축된 혈관이 세포막을 투과할 수 있는 ceramide 유도체나 sphinomyelinase에 

의해 이완되었다.
5
 그러나 ceramide에 의한 혈관이완의 기전은 현재까지 정확하게 밝혀지

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의 일련의 실험결과들로부터 PKC가 ceramide의 downstream 

effector로 작용할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즉, ceramide는 PKC의 diacylglycerol 결합부위에 

diacylglycerol과 경쟁적 억제제로 작용한다는 가능성이 초기의 연구로부터 제시되었고,
9,10
 

ceramide가 PKC의 지질 결합부위에 직접 결합한다는 것이 몇몇 실험에서 규명되었다.11 

최근에는 ceramide가 PKC를 억제하는 것이 ceramide에 의한 혈관이완의 기전으로서 보고

되었다.
12
 그러나 이와는 달리 ceramide에 의한 혈관이완은 PKC 억제제인 H-7 및 stauro-

sporin의 전 처치에 의해 향을 받지 않는다는 보고13도 있다. 따라서 혈관 평활근에서 

ceramide에 의한 혈관이완의 기전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많은 연구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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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한편, ceramide가 새로운 지질 신호전달물질로 작용한다는 보고는 ceramide가 고혈압과 

같은 혈관의 질병 발생에 관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가설을 지지하

는 연구결과로서 혈관평활근 세포에서 ceramide의 신호전달체계가 고혈압에서 변화된다는 

것이다.14 즉, 본태성 고혈압 쥐(spontaneously hypertensive rat, SHR)의 대동맥으로부터 분리

한 혈관평활근 세포에서 안정 시 ceramide 농도가 정상혈압 쥐(Wistar Kyoto rat, WKY)보다 

낮고, cytokine에 의한 ceramide 합성이 본태성 고혈압 쥐에서 현저히 감소된다는 것이다.
14
 

Ceramide 자체가 혈관 이완제이기 때문에 고혈압에서 이들의 농도가 감소되거나 신호전달

체계의 변화로 인한 혈관이완이 감소된다면 고혈압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말초저항

의 증가에 관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상혈압 쥐로부터 분리한 대동맥 평활근에서 ceramide의 이완기

전을 규명하고, 정상혈압 쥐와 본태성 고혈압 쥐에서 ceramide의 이완 정도를 비교함으로

서 ceramide에 의한 혈관이완의 변화가 말초저항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고자 하 다.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가. 실험동물

  실험동물로는 Charles River Japan사(Yokohama, Japan)로부터 구입한 12주령의 본태성 고

혈압 쥐(혈압=200±12 mmHg)과 정상혈압 쥐(혈압=140±12.5 mmHg)를 암수 구별 없이 사

용하 다.

  나. 약물

  본 실험에 사용한 약물로서 C2-ceramide는 Biomol회사(Plymouth Meeting, PA, USA), TNF-α 

는 Pierce회사(Isdin, NJ, USA)로부터 구입하 고 sphingomyelinase, Y-27632, phenylephrine, 

H-7, calphostin-C, indomethacin 및 일반적인 시약은 Sigma회사(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 다. 또한 세포내 Ca2+ 농도 측정에 사용된 fura-2/AM은 Molecular Probe 회사

(Portland, Oregon, US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 다.

    2. 실험방법

  가. 실험표본 제작 및 등척성 장력의 측정

  정상혈압 쥐와 본태성 고혈압 쥐로부터 흉부대동맥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제작하

다. 먼저 쥐를 경추탈골로 마취시킨 후 흉부대동맥을 적출하 다. 적출한 조직을 95% 

O2+5% CO2로 포화시킨 Krebs-Henseleit 용액(mM: NaCl 119, KCl 4.6, CaCl2 2.5, KH2PO4 

1.2, MgSO4 1.5, NaHCO3 25, glucose 11)에 담근 상태에서 preparation chamber에 핀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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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고정시킨 후 현미경하에서 혈관 주위의 결체조직을 안과용 미세가위 및 핀셋을 이용

하여 조심스럽게 제거하 다. 이후 혈관을 대동맥 환(ring) 형태로 만들어 혼합기체가 공급

되고 37
o
C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Krebs-Henseleit 용액에서 2 g의 안정장력을 가한 후 1시간 

정도 평형시킨 다음 장력측정에 사용하 다. 세포내 Ca
2+
 농도 측정에 사용될 조직은 대동

맥 절편(helical strip) 형태로 만들었다. 일부의 실험에서 내피세포가 존재하는 대동맥환을 

만들기 위해 내피세포가 제거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 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험에서 용액

에 적신 면봉으로 혈관 내면을 가볍게 문질러 내피세포를 제거하 으며 내피세포의 제거

여부는 10-8 M phenylephrine으로 혈관수축을 유도한 후 10-6 M acetylcholine을 처치하 을 

경우 이완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 다.

  1시간 동안의 평형으로 안정장력이 일정해진 후 10
-8 
M phenylephrine으로 수축을 유발

하고 세척하는 과정을 3번 반복하여 phenylephrine에 의한 수축고가 일정해졌을 때에 본 실

험을 시행하 다. 본 실험은 10
-8 
M phenylephrine으로 혈관수축을 유발하여 일정해진 후 

10
-5 
M C2-ceramide, 0.1 U/ml sphingomyelinase, 5×10

-7 
g/ml TNF-α를 처치하여 혈관이완 

반응을 측정하 고, 약물을 전 처치한 실험에서는 10-6 M indomethacin, 10-5 M H-7, 

5×10
-7 
M calphostin-C 및 1μM Y-27632를 각각 20분간 전 처치한 후 10

-8 
M phenyle-

phrine으로 수축시켜 10
-5 
M C2-ceramide의 이완반응을 관찰하 다.

  나. 세포내 Ca2+ 농도와 수축 측정

  (1) 세포내 fura-2/AM 축적방법: 세포내 유리 Ca
2+
의 농도는 fluorescent Ca

2+
 indicator인 

fura-2/AM을 이용하 다. 먼저 긴장도와 세포내 유리 Ca
2+
 농도를 동시에 측정하기 위한 

실험표본을 10μM fura-2/AM (acetoxymethyl ester)이 존재하는 Krebs-Henseleit 용액에 3∼4

시간(실내온도) incubation하여 fura-2/AM을 세포내에 축적시켰다. 이때 fura-2/AM의 용해도

를 증가시키기 위해 비독성 용해제인 cremophor EL (0.01%)을 용액 내에 첨가하 다. 이후 

실험표본을 Krebs-Henseleit용액에 30분간 incubation하여 근육 외부에 묻은 fura-2/AM을 세

척하고 세포내 fura-2/AM을 탈에스테르화시켰다.

  (2) 세포내 Ca
2+
 농도와 장력의 동시 측정: 30분간의 세척과정 후 혈관의 장력 변화와 

세포내 유리 Ca2+ 농도변화의 동시 측정은 Intracellular Ion Analyzer (JASCO Model CAF 

110)을 이용하여 Ozaki 등의 방법
15
에 따라 실시하 다. Fura-2가 축적된 근육 절편을 온도

가 37
o
C로 조절되는 organ bath에 수직으로 고정하고, 한쪽 끝은 근육의 장력을 측정하기 

위해 strain gauge transducer (Harvard)에 고정하 다. 근육의 다른 한쪽은 근육 조직에 UV 

light가 통과할 수 있도록 장력 측정의 반대쪽으로 고정하 다. 따라서 근육에서 발생되는 

장력은 force transducer를 통해 computer에 저장하고, 동시에 UV light 조사에 의해 발생되

는 fluorescence를 동일한 computer에 저장하여 결과를 분석하 다(Fig. 1).

  상기의 방법으로 고정된 근육절편에서 세포내 유리 Ca
2+
 농도를 장력과 동시에 측정하

기 위해서는 두개의 excitation light를 조직에 조사한 후 발생되는 emission light (flu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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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ce)를 측정하여 두 fluorescence intensity의 ratio {R(F340/F380)}를 계산하여 세포내 Ca
2+
 농

도(fura-2 Ca
2+
 signal)의 척도로 하 다. 즉 excitation light는 rotating filter wheel (48 Hz)이 

장착된 xenon lamp에서 발사되는데, 이 때 filter wheel은 340 nm와 380 nm의 interface filter

를 가지고 있다. 두 개의 excitation light의 조사에 의해 발생되는 emission light (fluores-

cence)를 500 nm filter를 통해 수집한 후 340 nm의 excitation light에 의한 fluorescence와 380 

nm의 excitation light에 의한 fluorescence의 ratio를 계산하 다.

  C2-ceramide가 세포내 Ca
2+
 농도와 수축력에 미치는 향을 관찰하기 위해 먼저 10

-8 
M 

phenylephrine을 처치하여 세포내 Ca
2+
 농도와 수축력을 측정한 후 10

-5 
M C2-ceramide를 

20분간 전처치 한 상태에서 동일한 실험을 시행하여 비교하 고, 다른 실험에서는 phenyle-

phrine에 의한 세포내 Ca
2+
 농도와 수축력이 일정해 졌을 때에 C2-ceramide를 처치하여 세

포내 Ca
2+
 농도와 수축력의 변화를 측정하 다.

  다. 통계처리

  장력실험에 표시된 실험결과는 10
-8 
M phenylephrine에 의한 수축반응의 백분율로 표시

하 으며 모든 실험결과는 mean±SE로 표시하 다. 한 마리의 쥐로부터 하나의 대동맥 환 

또는 절편만 취하 으며, “n”은 실험동물수를 나타낸다. 또한 각기 다른 실험은 항상 새로

운 대동맥 환 또는 절편을 사용하 다. 각 실험군 간의 통계처리는 student t test를 실시하

여 p value가 0.05미만인 것을 유의한 것으로 하 다.

Fig. 1. Block diagram of the apparatus of fluorescence spectrometer specially designed 

for smooth muscle s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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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C2-ceramide, sphingomyelinase 및 TNF-α가 혈관평활근의 긴장도에 미치는 향

  C2-ceramide, sphingomyelinase 및 TNF-α가 내피세포가 존재하지 않는 혈관 평활근의 수

축력에 미치는 향을 관찰하고자 하 다.

  먼저 내피세포가 제거된 정상혈압 쥐의 대동맥 평활근을 안정상태에서 유지시킨 후 10
-5 
M 

C2-ceramide, 0.1 U/ml sphingomyelinase 및 5×10
-7 g/ml TNF-α를 처치하 을 경우 안정 시 장

력의 변화는 관찰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내피세포가 제거된 정상혈압 쥐의 대동맥을 

10
-8 
M phenylephrine으로 수축시킨 다음 이들 약물의 효과를 관찰하 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5 M C2-ceramide (Fig. 2A), 0.1 U/ml sphingomyelinase (Fig. 2B) 및 5×10
-7 g/ml 

TNF-α (Fig. 2C)는 10
-8 
M phenylephrine으로 수축된 대동맥 평활근을 이완시켰다. 이때 이

들 약물에 의한 이완은 5∼10분 이내에 완전히 일어났으며 이후 이완된 상태로 유지되었

다. 한편 이들 약물에 의한 대동맥 평활근의 이완정도를 상호 비교하기 위해 10-8 M 

Fig. 2. Comparative effects of C2-ceramide, sphingomyelinase and TNF-α on phenylephrine-induced contraction 

in denuded aortic rings of Wistar Kyoto rat. Representative tracings from tissue bath experiments are shown. 

Wistar Kyoto rat thoracic aortic rings (no endothelium) were contracted with an EC50 concentration (10
-8 M) of 

phenylephrine. C2-ceramide (10
-5 M), sphingomyelinase (0.1 U/ml) and TNF-α (5×10-7 g/ml) were added to the 

muscle baths when phenylephrine-induced contraction was s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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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enylephrine으로 수축된 크기의 백분율로 계산하여 Fig. 3에서 나타내었다. Fig. 3에서 보

는 바와 같이 10
-5 
M C2-ceramide 및 0.1 U/ml sphingomyelinase는 phenylephrine으로 야기된 

수축의 크기를 각 각 42.54±2.93% (n=42, p=0.00011), 41.95±5.09% (n=14, p=0.00012) 감소시

켰고, 5×10-7 g/ml TNF-α는 39.21±5.17% (n=20, p=0.00018) 감소시켜 phenylephrine에 의한 수

축을 현저하게 이완시킴을 알 수 있었다.

    2. 내피세포 존재가 C2-ceramide의 혈관이완 반응에 미치는 향

  C2-ceramide에 의한 대동맥 평활근의 이완이 내피세포의 존재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관찰하기 위해 내피세포가 존재하지 않는 혈관과 내피세포가 존재하는 혈관에서 C2- 

ceramide에 의한 혈관이완 반응의 정도를 관찰하 다.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상혈압 

쥐의 대동맥 평활근으로부터 제조한 내피세포가 제거된 대동맥 환에서 10
-5 
M C2- 

ceramide는 10
-8 
M phenylephrine에 의한 수축을 38.77±2.69% (n=9) 감소시켰고, 내피세포가 

존재하는 대동맥 환에서는 34.36±1.95% (n=9) 감소시킴으로서 C2-ceramide에 의한 혈관이

완은 내피세포의 존재 유무에 관계없이 유사하 다.

Fig. 3. Statistical analysis for C2-ceramide-, 

sphingomyelinase- and TNF-α-induced relaxation. 

Relaxation data are expressed as percent decrease by 

C2-ceramide (10-5 M), sphingomyelinase (0.1 U/ml) and 

TNF-α (0.1 U/ml), respectively, from phenylephrine (10-8

M)- induced pre-contracted state.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E. *indicates significance between 

phenylephrine-induced contraction in the absence and 

presence of d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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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of C2-ceramide on phenylephrine-induced contrac-

tions in Wistar Kyoto rat aortic rings in the absence or presence of 

endothelium. Relaxation data are expressed as percent decrease by 

C2-ceramide (10
-5 M) from phenylephrine (10-8 M)-induced pre- 

contracted state.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relaxation to C2-ceramide in the absence or 

presence of endothelium.

Fig. 5. Effects of pre-treatment of indomethacin on C2-ceramide- 

induced relaxation in phenylephrine-induced contracted aortic rings 

of Wistar Kyoto rat. Indomethacin (10
-6 M) was added 20 min 

before treatment of phenylephrine. Relaxation data are expressed as 

percent decrease by C2-ceramide (10
-5 M) from phenylephrine 

(10
-8 M)-induced pre-contracted state.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relaxation to 

C2-ceramide in the absence or presence of indometha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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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Indomethacin이 C2-ceramide의 혈관이완 반응에 미치는 향

  C2-ceramide에 의한 대동맥 평활근의 이완에 arachidonic acid의 cyclooxygenase 통로로부

터 유래되는 물질이 관여하는 것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cyclooxygenase 길항제인 indometha-

cin이 C2-ceramide에 의한 혈관이완 반응에 미치는 향을 관찰하 다. Indometacin의 효과

는 정상혈압 쥐의 대동맥 평활근으로부터 제조한 내피세포가 제거된 대동맥 환에서 관찰

하 다.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6 M indometacin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10-5 M 

C2-ceramide는 10
-8 
M phenylephrine에 의한 수축을 36.16±2.09% (n=7) 감소시켰고, indome-

thacin이 20분간 전 처치된 경우 36.48±3.35% (n=7)의 이완을 보임으로서 C2-ceramide에 의

한 혈관이완에 cyclooxygenase 통로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은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

된다.

    4. Protein kinase C 억제제가 C2-ceramide의 혈관이완 반응에 미치는 향

  C2-ceramide에 의한 대동맥 평활근의 이완이 C2-ceramide가 PKC의 활성을 억제하여 나타

나는 것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C2-ceramide의 혈관이완 반응에 PKC의 억제제인 H-7과 

calphostin-C의 효과를 관찰하 다. 이들 약물에 의한 효과는 정상혈압 쥐의 대동맥 평활근

으로부터 제조한 내피세포가 제거된 대동맥 환에서 관찰하 다.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7 M H-7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10-5 M C2-ceramide는 10
-8 M phenylephrine에 의한 수축을 

37.25±2.17% (n=9) 감소시켰고, H-7이 20분간 전 처치된 경우 36.53±1.85% (n=9)의

Fig. 6. Effects of pre-treatment of protein kinase C inhibitors, H-7 and calphostin-C, on C2- ceramide-induced 

relaxation in phenylephrine-induced contracted aortic rings of Wistar Kyoto rat. H-7 (10
-5 M) and calphostin-C 

(5×10
-7 M) was added 20 min before treatment of phenylephrine. Relaxation data are expressed as percent 

decrease by C2-ceramide (10
-5 M) from phenylephrine (10-8 M)-induced pre-contracted state.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relaxation to C2-ceramide in the absence or 

presence of protein kinase C inhib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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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을 보여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809). 또한 calphostin-C를 20분간 전처치한 

경우 10-5 M C2-ceramide에 의한 혈관이완은 38.82±2.67% (n=9) 이었고, calphostin-C가 존재

하지 않는 경우 31.56±3.54% (n=9)로서 calphostin-C에 의해 C2-ceramide의 이완효과가 억제

되기는 하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116). 따라서 C2-ceramide에 의한 혈관이완

에 PKC는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5. Rho-associated kinase 억제제가 C2-ceramide의 혈관이완 반응에 미치는 향

  C2-ceramide에 의한 대동맥 평활근의 이완에 rhoA 단백질이 관여하는 지를 규명하기 위

해 rho-associated kinase (ROK)의 억제제인 Y-27632의 전 처치가 C2-ceramide의 혈관이완 반

응에 미치는 향을 관찰하 다. Y-27632의 효과는 정상혈압 쥐의 대동맥 평활근으로부터 

Fig. 7. Effects of pre-treatment of Y-27632 on C2-ceramide-induced relaxation in phenylephrine- 

induced contracted aortic rings of Wistar Kyoto rat. A: representative tracings for the effects of 

Y-27632 (1μM) on the C2-ceramide (10
-5 
M)-induced relaxation in phenylephrine (10

-8 
M)- 

induced contracted aortic rings of Wistar Kyoto rat. B: effects of pre-treatment of Y-27632 on the 

phenylephrine-induced contraction. Data are expressed as precent decrease from phenylephrine- 

induced contraction in the absence of Y-27632. *indicates significance between phenylephrine- 

induced contraction in the Y-27632-treated and untreated controls. C: statistical analysis for the 

effects of pre-treatment of Y-27632 on C2-ceramide-induced relaxation in phenylephrine-induced 

contracted aortic rings of Wistar Kyoto rat. Relaxation data are expressed as percent decrease by 

C2-ceramide from phenylephrine-induced pre-contracted state. *indicates significance between 

Y-27632-treated and untreated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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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한 내피세포가 제거된 대동맥 환에서 관찰하 다. Fig. 7A의 전형적인 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1μM Y-27632를 20분간 전처치하 을 경우 10-8 M phenylephrine에 의한 수축의 

크기가 Y-27632를 전 처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현저히 감소(36.4±6.7%, n=11, p=0.008, 

Fig. 7B)함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7C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
-5 
M C2-ceramide에 의한 혈관

이완 정도는 Y-27632를 전 처치하지 않았을 경우 36.1±2.34%에서 Y-27632를 전 처치하

을 경우 17.29±1.21%로 유의하게(p=0.0002, n=11) 감소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내피세포가 

존재하지 않는 대동맥 평활근에서 C2-ceramide에 의한 혈관이완에 rhoA 단백질 및 ROK과 

관련된 신호전달체계가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6. C2-ceramide가 phenylephrine으로 유도된 세포내 Ca
2+
 농도와 장력 증가에 미치는 향

  C2-ceramide에 의한 대동맥 평활근 이완의 기전을 규명하기 위해 정상혈압 쥐의 대동맥 

절편을 phenylephrine으로 수축시켰을 때 유발되는 세포내 Ca
2+
 농도의 증가에 C2-ceramide

의 효과를 관찰하 다. 세포내 Ca2+ 농도의 변화에 C2-ceramide의 효과는 2가지 방법으로 

관찰하 다. 먼저 C2-ceramide가 phenylephrine에 의한 peak Ca
2+
 ratio와 수축에 미치는 향

을 관찰하 다. Fig. 8A1과 B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
-8 
M phenylephrine은 빠른 Ca

2+
 rati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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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ative effects of pre-treatment and post-treatment of C2-ceramide on phenylephrine- 

induced increase in [Ca2+]i and contraction in denuded aortic rings of Wistar Kyoto rat. A1 and 

B1: effects of pre-treatment of C2-ceramide (10
-5 M) on the peak [Ca2+]i and contraction induced 

by phenylephrine (10
-8 M). A2 and B2: effects post-treatment of C2-ceramide on the sustained 

[Ca2+]i and contraction induced by phenylephrine. KH: Krebs-Henseleit solution.



- 12 -

증가와 수축을 유발하는데, 이러한 peak Ca
2+
 ratio와 수축은 10

-5 
M C2-ceramide의 20분간 

전 처치에 의해 거의 향을 받지 않았다. 즉 Fig. 9A에서 보는 바와 같이 C2-ceramide를 처

치하지 않았을 경우 phenylephrine에 의한 peak Ca
2+
 ratio 및 수축은 각각 0.1027±0.05 (n=8)

와 0.99±0.09g (n=8)이었고, C2-ceramide를 전처치한 상태에서 phenylephrine에 의한 peak 

Ca2+ ratio 및 수축은 각각 0.089±0.014 (n=8)와 0.93±0.12g (n=8)으로 C2-ceramide는

phenylephrine에 의한 peak Ca
2+
 ratio와 수축의 증가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C2-ceramide가 phenylephrine에 의해 증가된 tonic Ca
2+
 농도와 수축에 미치는 향을 

관찰하 다. Fig. 8A2와 B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8 M phenylephrine으로 유발된 tonic Ca2+ 

Fig. 9. Statistical analysis for the effects of pre-treatment and post-treatment of C2- 

ceramide on phenylephrine-induced increase in [Ca
2+]i and contraction in denuded aortic 

rings of Wistar Kyoto rat. A: effects of pre-treatment of C2-ceramide (10
-5 M) on the 

peak [Ca
2+
]i and contraction induced by phenylephrine (10

-8 
M).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eak [Ca
2+]i and contraction to phenylephrine in the absence or presence of 

C2-ceramide. B: effects post-treatment of C2-ceramide on the tonic [Ca
2+]i and contraction 

induced by phenylephrine. *indicates significance between phenylephrine- induced 

contraction in the absence and presence of C2-cera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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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와 수축이 일정해진 후 10
-5 
M C2-ceramide를 처치하 을 경우 tonic Ca

2+
 ratio의 감소와 

함께 tonic 수축도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Fig. 9B에서 보는 바와 같이 C2-ceramide에 의한 

tonic Ca
2+
 ratio의 감소는 0.034±0.008 (n=8, p=0.005) 고, tonic 수축의 감소는 37.3±6.7% 

(n=8, p=0.001)이었다.

    7. 정상혈압 쥐와 본태성 고혈압 쥐에서 C2-ceramide, sphingomyelinase 및 TNF-α에 의

한 혈관이완 반응의 비교

  C2-ceramide, sphingomyelinase 및 TNF-α에 의한 혈관이완이 정상혈압 쥐와 본태성 고혈압 

쥐로부터 분리한 대동맥 평활근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정상혈압 쥐

와 본태성 고혈압 쥐로부터 대동맥 환을 분리한 후 내피세포를 제거한 다음 phenylephrine으

로 유발된 수축에 이들의 효과를 비교 관찰하 다. Fig.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
-5 
M 

C2-ceramide는 정상혈압 쥐와 본태성 고혈압 쥐에서 10
-8 
M phenylephrine으로 수축된 혈관

을 각각 42.54±2.93%와 42.39±2.35% 감소시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97, n=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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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ative effects of C2-ceramide, 

sphingomyelinase and TNF-α on phenylephrine-induced 

contraction between Wistar Kyoto rat and spontaneously 

hypertensive rat. Relaxation data are expressed as percent 

decrease by C2-ceramide (10-5 M), sphingomyelinase (0.1 

U/ml) and TNF-α (5×10-7 g/ml), respectively, from 

phenylephrine (10-8 M)-induced pre-contracted state.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E. *indicates significance 

between C2-ceramide-induced relaxation in Wistar Kyoto 

rat (WKY) and spontaneously hypertensive rat (S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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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0.1 U/ml sphingomyelinase도 정상혈압 쥐와 본태성 고혈압 쥐에서 10
-8 
M 

phenylephrine으로 수축된 혈관을 각각 41.95±5.09%와 43.72±4.62% 감소시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p=0.79, n=14). 그러나 5×10
-7 
g/ml TNF-α의 경우 정상혈압 쥐에서는 10

-8 

M phenylephrine에 의한 수축을 39.22±5.17% 감소시켰으나 본태성 고혈압 쥐에서는 

25.34±2.04% 감소시켜 TNF-α에 의한 이완이 정상혈압 쥐에서 보다 본태성 고혈압 쥐에서 

현저히 감소하 다(p=0.0067, n=20).

IV. 고      찰

    1. Ceramide에 의한 혈관이완의 기전

  세포막에 존재하는 sphingomyelin의 가수분해에 의해 생성되는 새로운 지질 신호전달물

질인 ceramide에 의한 혈관이완의 기전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ceramide에 의한 혈관이완의 기전을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하 고, 그 결과 쥐의 대동

맥 평활근에서 ceramide는 phenylephrine으로 수축된 혈관을 이완시켰으며, 이러한 ceramide

에 의한 혈관이완은 phenylephrine에 의해 활성화된 세포막을 통한 Ca2+ 유입 및 rhoA/ROK 

신호전달 체계가 ceramide에 의해 억제됨으로서 유발된 것임을 규명하 다.

  Ceramide는 TNF-α와 같은 cytokine에 의한 혈관이완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신호전달 물질

로 알려졌으며, TNF-α는 중성 SM-ase를 활성화시켜 세포내 ceramide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ceramide에 의한 혈관이완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ceramide에 의한 혈관이완이 이러한 신호전달체계에 의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 다. 

그 결과 ceramide, sphingomyelinase 및 TNF-α는 모두 phenylephrine으로 수축된 대동맥 평활

근을 이완시켰으며 그 이완정도도 비슷하 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자들의 보고와 일

치한다.
5
 TNF-α는 여러 혈관조직에서 혈관이완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고,

17
 cytokines과 

sphingolipid간의 상호 연관 작용을 규명한 연구에서 TNF-α는 세포내 ceramide를 증가시키

고 동시에 세포막에 존재하는 sphingomyelin의 감소를 유발함이 보고되었다.
18
 또한 TNF-α, 

interferon-γ 및 interleukin-1β에 의해 중성 sphingomyelinase가 활성화되는 것이 알려졌다.
18
 

따라서 쥐의 대동맥 평활근에서도 TNF-α와 같은 cytokines에 의해 중성 SM-ase가 활성화되

어 세포막에 존재하는 sphingomyelin으로부터 ceramide가 형성되어 평활근이 이완되는 신

호전달체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Ceramide에 의한 혈관이완에 내피세포에서 유리되는 NO와 arachidonic acid의 대사물질

들이 관여할 가능성도 있다. 즉 TNF-α에 의한 혈관이완 효과는 내피세포에서 유리되는 NO

에 의한다는 보고
19
가 있는 반면, NO 합성 억제제인 N

G
-nitro-L-arginine을 처치한 경우에도 

TNF-α에 의한 혈관이완은 존재한다16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또한 TNF-α는 

phospholipase A2를 통해 arachidonic acid의 합성을 촉진한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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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chidonic acid는 cyclooxygenase 통로를 통한 혈관이완 물질로 대사되기 때문에 TNF-α나 

ceramide에 의한 혈관이완에 arachidonic acid의 대사물질이 관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를 규명하기 위해 ceramide에 의한 혈관이완에 내피세포의 제거 

효과와 cyclooxygenase 억제제인 indomethacin의 효과를 관찰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cera-

mide에 의한 혈관이완 정도는 내피세포와 indomethacin의 존재유무에 관계없이 유사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Zheng 등의 보고
20
와 잘 일치한다. 따라서 ceramide에 의한 혈관이완

은 내피세포에서 유리되는 물질이나 arachidonic acid의 대사물질과는 상관없이 혈관평활근

에 직접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한편, ceramide는 구조적으로 diacyglycerol과 유사하여 diacylglycerol과 경쟁적 억제제로 

작용할 것이라 추측되었다.
9
 Diacylglycerol에 의해 활성화되는 PKC는 혈관 평활근에서 세

포막을 통한 Ca2+의 유입을 증가시키거나 myosin light chain의 인산화를 증가시켜 수축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1
 따라서 ceramide가 PKC에 대해 억제작용을 한다면 수축

에 관여하는 신호전달 체계를 억제함으로서 혈관의 이완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 ceramide

는 혈관조직이 아닌 다른 조직에서 PKC를 억제함이 알려졌고, 특히 PKC-alpha의 trans-

location을 억제하고 vitro에서 PKC의 활성도를 억제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10
 본 연

구에서도 ceramide에 의한 혈관이완이 PKC의 작용을 억제하는 일어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PKC의 활성화 부위에 작용하여 PKC를 억제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H-7과 

calphostin C의 효과를 관찰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H-7과 calphostin C가 전 처치된 

상태에서 phenylephrine으로 수축된 혈관에 ceramide를 처치하 을 경우 야기되는 혈관이완

은 이들 약물을 전처치 하지 않은 조직에서의 이완 정도와 유사하 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H-7과 calphostin C가 중성 sphingomyelinase에 의한 혈관이완에 어떤 효과도 나타내

지 않는다는 보고
13
와 잘 일치한다. 따라서 ceramide에 의한 혈관이완의 기전은 PKC와는 

상관없이 다른 기전에 의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에 small G-protein인 rhoA가 Ca
2+
 sensitization에 의한 수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22-24
 즉, 혈관근육에 수축물질을 투여 시에 Ca

2+
 sensitization에 의해 수축

이 유발되는데, 이는 small G-protein인 rhoA를 통해 ROK이 활성화되어 이 효소가 myosin 

light chain phosphatase (MLCP)의 M110-130 regulatory subunit를 인산화시켜 MLCP의 catalytic 

activity를 감소시킴으로서 수축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22-24
 이러한 rhoA/ROK에 의한 Ca

2+
 

sensitization이 수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ceramide에 의한 혈관이완에 관여할 가능

성이 있다. 실제, C2-ceramide가 rhoA가 세포막으로 translocation 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보고되었다.
25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rhoA/ROK 신호전달 체계의 선택적 

억제제인 Y-27632가 phenylephrine으로 수축된 혈관에서 ceramide에 의한 혈관이완에 미치

는 향을 관찰하 는데 Y-27632의 전처치는 ceramide에 의한 혈관이완을 현저하게 억제

시켰을 뿐만 아니라 phenylephrine에 의한 수축고도 현저히 억제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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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nylephrine에 의한 혈관 수축에 rhoA에 의한 Ca
2+
 sensitization 기전이 관여하고 ceramide

가 이런 신호전달 체계를 억제시킴으로서 혈관이완을 유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ceramide에 의한 혈관이완은 rhoA/ROK 신호전달 체계에 의한 혈관수축이 ceramide에 의해 

차단됨으로서 유발된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세포내 Ca2+ 농도는 여러 가지 형태의 세포에서 세포기능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 혈관평활근의 수축은 세포내 Ca
2+
 농도의 증가에 의해 유발되고, 혈관이완은 

세포내 Ca
2+
 농도의 감소에 의해 일어난다. 혈관평활근에서 phenylephrine에 의한 초기 혈

관수축(phasic 또는 peak contraction)은 phosphatidylinositol-4,5-bisphosphate로부터 생성된 

inositol-1,4,5-trisphosphate가 세포내 Ca
2+
 저장소로부터 Ca

2+
을 유리시켜 유발된 것이고, 후

기의 수축(tonic 또는 sustained contraction)은 세포막을 통한 Ca
2+
 유입에 의한 것이 잘 알려

져 있다.26,2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eramide에 의한 혈관이완이 phenylephrine에 의해 증가

된 세포내 Ca
2+
 농도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두 가지 방법에 의해 규명하고자 하

다. 먼저 phenylephrine을 처치하 을 때 초기의 수축(phasic 또는 peak contraction)에 동반되

는 세포내 Ca2+ 농도의 증가에 ceramide의 효과를 관찰해 본 결과, ceramide는 초기 수축에 

동반되는 세포내 Ca
2+
 농도의 증가 뿐만 아니라 혈관수축에도 향이 없었다. 그러나 

phenylephrine을 처치한 후 지속되는 수축(tonic 또는 sustained contraction)에 동반되는 세포

내 Ca2+ 농도에 ceramide의 효과를 관찰해 본 결과, ceramide는 세포내 Ca2+ 농도를 현저하

게 감소시켰고 혈관이완도 유발하 다. 이러한 결과는 ceramide가 phenylephrien에 의해 활

성화된 세포막을 통한 Ca
2+
 유입을 억제하여 혈관이완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암시한다.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ceramide는 prostaglandin F2α에 의한 수축시 동반되는 세포내 Ca
2+ 농

도의 증가를 억제하는데 이때에도 tonic contraction 때 동반되는 세포내 Ca
2+
 농도의 증가

만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어졌다.
20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쥐의 대동맥 평활근에서 ceramide는 phenylephrine으

로 수축된 혈관을 이완시키는데, 이는 ceramide가 phenylephrine에 의해 활성화된 세포막을 

통한 Ca
2+
 유입 및 rhoA/ROK 신호전달체계를 억제함으로서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2. Ceramide가 말초저항에 미치는 향

  고혈압은 서구사회 및 우리 나라에서 가장 흔한 질병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동맥 혈압

의 증가를 유발하는 비정상적인 병리-생리학적 기전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
28
 다만 그 동안의 많은 연구결과 angiotensin-converting enzyme의 억제제나 angiotensin 

수용체의 길항제가 고혈압 동물에서 혈압을 감소시킨다는29-30 이유로 고혈압이 renin- 

angiotensin system과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신장의 기능이상과 관련이 있다고 제안되어졌고
31
 

그 외에 호르몬, 신경전달물질 및 cytokine과 고혈압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

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32 비록 고혈압의 병인론이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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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구결과들은 증가된 말초혈관 저항에 의해 고혈압이 지속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고혈압 동물에서 혈관구조의 변화에 의해 야기된 artery 및 

arterioles의 직경 변화가 말초혈관 저항 증가에 중요하게 관여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33-35

  혈관의 직경 변화가 말초혈관 저항 변화의 중요인자인데 이러한 혈관 직경의 변화는 기

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혈관의 구조적인 변화에 의해 야기된다.33-35 그러나 혈관의 긴장

도가 혈관 직경의 결정인자이므로 혈관 긴장도 변화 역시 말초혈관 저항의 증가에 관여할 

수 있다. 따라서 말초혈관 저항의 증가는 혈압을 조절하는 모든 정상적인 조절기전의 변화

에 의해 일어나겠지만 혈관 긴장도에 관여하는 조절기전의 변화에 의해서도 변화될 수 있

다. 만일 고혈압에서 혈관 긴장도가 증가되고 이로 인해 증가된 말초혈관 저항이 유발된다

면 혈관 긴장도의 형성에 관여하는 세포내 Ca
2+
 농도와 Ca

2+
 sensitization에 관여하는 신호

전달 체계의 변화로 인해 고혈압이 유발 또는 형성될 수 있다. 실제 혈관 긴장도를 결정하

는 요소 중 Ca
2+
 sensitization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RhoA/ROK이 고혈압의 형성 및 

유지에 관여함이 규명되어졌다. 즉, ROK의 선택적 억제제인 Y-27632를 본태성 고혈압쥐 

및 DOCA-salt hypertensive rat에 섭취시킨 후 혈압을 측정해 본 결과 고혈압 동물에서 수축

기 혈압이 감소되었는데
36
 이는 고혈압동물에서 RhoA/ROK에 의한 Ca

2+
 sensitization에 의

한 혈관 긴장도의 변화가 혈압 조절에 많은 부분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정상혈압 동물에서 혈관수축에 관여하는 신호전달 체계가 고혈압 동물에서 더욱 

더 항진되어 수축이 증가하거나 반대로 혈관이완에 관여하는 신호전달 체계가 고혈압 동

물에서 억제되어 혈관이완의 감소가 나타난다면 이는 말초혈관 저항의 증가를 유발하여 

고혈압을 형성 또는 유지하는데 관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를 확인하기 위

해 세포막에 존재하며 sphingolipid의 일종인 ceramide가 정상혈압 동물과 고혈압동물에서 

혈관이완에 미치는 향을 관찰하 다. 정상혈압 쥐와 고혈압 쥐로부터 분리한 대동맥환

에서 phenylephrine으로 수축된 혈관에 C2-ceramide, sphingomyelinase 및 TNF-α를 처치하여 

이완효과를 비교해본 결과 C2-ceramide 및 sphingomyelinase에 의한 혈관이완은 정상혈압 

쥐와 고혈압 쥐에서 유사하 으나, TNF-α에 의한 혈관이완은 정상혈압 쥐에 비해 고혈압 

쥐에서 현저히 감소하 다. 이는 고혈압 쥐에서 ceramide를 합성하는데 관여하는 sphingo-

myelinase의 양적 감소나 활성도 감소가 발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혈압 쥐에서 안

정 시 ceramide의 양이 정상혈압 쥐보다 감소된다는 보고
37
와 잘 일치하는 결과로서 정상 

혈압동물에서 혈관 긴장도를 감소시키는 ceramide가 고혈압동물에서 그 양이 감소하므로 

혈관 긴장도의 감소효과가 억제된다는 의미한다. 따라서 고혈압에서 cermaide의 감소로 인

해 말초혈관 저항은 증가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는 혈관평활근의 긴장도 변화로 인한 혈관 저

항의 증가는 고혈압의 형성 및 유지에 관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 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더욱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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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다.

V. 결      론

  정상혈압 쥐의 대동맥 평활근에서 C2-ceramide에 의한 혈관이완 기전을 규명하고, 정상

혈압 쥐와 본태성 고혈압 쥐에서 그 이완 정도를 비교함으로서 C2-ceramide에 의한 혈관이

완 변화가 말초저항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위해 장력실험 및 세포내 Ca
2+
 농도 측정 

실험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C2-ceramide, sphingomyelinase 및 TNF-α는 내피세포가 제거된 정상혈압 쥐의 대동맥 

환에서 phenylephrine으로 수축된 혈관을 이완시켰으며, 그 이완 정도는 유사하 다.

  2. 내피세포가 제거된 정상혈압 쥐의 대동맥 환에서 C2-ceramide에 의한 혈관이완 정도는 

내피세포의 존재 유무에 관계없이 유사하 다.

  3. 내피세포가 제거된 정상혈압 쥐의 대동맥 환에서 cyclooxygenase 통로 차단제인 

indomethacin은 C2-ceramide에 의한 혈관이완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았다.

  4. 내피세포가 제거된 정상혈압 쥐의 대동맥 환에서 PKC 억제제인 H-7과 calphostin-C는 

C2-ceramide에 의한 혈관이완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았다.

  5. 내피세포가 제거된 정상혈압 쥐의 대동맥 환에서 rho-associated kinase 억제제인 

Y-27632의 전 처치는 phenylephrine에 의한 혈관수축을 억제하 을 뿐만 아니라 C2-ceramide에 

의한 혈관이완 역시 현저하게 억제시켰다.

  6. 내피세포가 제거된 정상혈압 쥐의 대동맥 환에서 C2-ceramide는 phenylephrine에 의한 

peak Ca2+ ratio와 수축에는 거의 향이 없었으나, phenylephrine에 의한 tonic Ca2+ ratio와 

수축은 현저하게 감소시켰다.

  7. C2-ceramide와 sphingomyelinase에 의한 혈관이완 반응은 정상혈압 쥐와 본태성 고혈압 

쥐에서 유사하 으나, TNF-α에 의한 혈관이완 반응은 정상혈압 쥐에 비해 본태성 고혈압 

쥐에서 현저하게 감소하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C2-ceramide는 내피세포가 제거된 정상혈압 쥐의 대동맥 

환에서 phenylephrine에 의한 혈관수축을 이완시키는데, 이러한 이완은 C2-cermaide가 

phenylephrine에 의한 rhoA 단백질의 활성화와 세포막을 통한 Ca
2+
 유입을 억제하여 유발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상혈압 쥐에 비해 본태성 고혈압 쥐에서 중성 SM-ase의 양

적 감소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본태성 고혈압 쥐에서 ceramide의 생성이 감소할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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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ole of ceramide on the vasorelaxation and
vascular peripheral resistance

Gil-Jin Jang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oung-Ho Lee)

  Ceramide is a novel lipid second messenger generated by hydrolysis of membrane sphingo-

myelin by a neutral sphingomyelinase. Cytokines such as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have 

been shown to increase intracellular ceramide through phospholipase A2-dependent neutral 

sphingomyelinase. This sphingomyelin pathway is now recognized as an important signal trans-

duction system regulating vascular tone, but the precise mechanism has not been elucidated. It 

also has been reported that basal ceramide levels were lower in cells from spontaneously hyper-

tensive rats (SHR) compared to Wistar Kyoto rats (WKY). Studies were designed to investigate 

the mechanisms involved in regulation of vascular tone by ceramide and whether the ceramide 

pathway is impaired in SHR. Effects of ceramide on the vascular tone and intracellular Ca
2+
 

concentration ([Ca2+]i) were measured.

  In endothelium-denuded WKY rat thoracic aortic rings contracted with a phenylephrine, all 

of C2-ceramide, sphingomyelinase and TNF-α caused detectable relaxation occurred within 5∼15 

min after treatment with C2-ceramide, sphingomyelinase and TNF-α, respectively. The C2- 

ceramide-induced relaxation responses in endothelium-intact rings was similar to endothelium 

denuded rings, suggesting the mechanism to be endothelial independent.

  In the presence of cyclooxygenase inhibitor, indomethacin, the vasorelaxations in response to 

C2-ceramide were not significantly attenuated. PKC inhibitors, H-7 and calphostin-C, also did 

not have effects on C2-ceramide induced vasorelaxation. However, Y-27632, rho-associated kinase 

inhibitor, significantly inhibited C2-cermaide induced vasorelaxation in phenylephrine contracted 

aortic rings. Y-27632 also inhibited phenylephrine-induced contraction itself.

  C2-ceramide did not have effects on phenylephrine-induced increase of peak Ca
2+
 ratio and 

tension but reduced phenylephrine-induced increase of tonic Ca2+ ratio and tension.

  C2-ceramide and sphingomyelinase did not evoked significant changes of vasorelaxation 

between SHR and WKY. However, TNF-α evoked less vasorelaxation in SHR than in WKY. 

Therefore, inhibition of ceramide synthesis by reduction of sphingomyelinase in SHR might be 

involve the increase in vascular peripheral resistance.

  These results suggest that vasorelaxation by C2-ceramide might be originated from inhibition 

of phenylephrine induced activation of RhoA/Rho-associated kinase and Ca2+ influx thru mem-

brane in endothelium-denuded WKY aorta. Furthermore, in SHR, inhibition of ceramide synthesis 

by reduction of sphingomyelinase might be involve the increase in vascular peripheral resistanc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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