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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Mycophenolic acid가 PDGF에 의하여 유도된 혈관평활근 세포증식 

억제에 관여하는 기전

  혈관평활근 세포의 증식은 장기이식후 발생하는 혈관경화증이나 동맥경

화증의 발생과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Mycophenolic acid (MPA)는 

강력한 면역억제제로서 혈관평활근 세포의 증식도 억제한다. 본 연구에서

는 흰쥐와 사람 혈관평활근 세포를 이용하여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 (PDGF)로 유도한 세포증식에 대한 MPA의 작용 기전을 연구하

다.

  일차배양한 흰쥐와 사람 혈관평활근 세포를 PDGF-BB 10 ng/ml로 자극

하 고, MPA를 비롯한 각 신호전달 억제제는 PDGF를 투여하기 1시간 전

부터 투여하 다. 세포의 증식은 [H
3
]-thymidine incorporation, methyl- 

thiazoletetrazolium (MTT),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PCNA) 표

현, NAD(P)H oxidase subunit의 mRNA 표현은 RT-PCR, 

dichlorofluorescein (DCF)에 민감한 세포내 활성산소족은 FACS, 과산화수

소(H2O2) 농도는 potassium iodide 법, 그리고 PDGF 수용체-β (Tyr 751), 

rac1, Akt, ERK 1/2 및 p38 MAPK 활성화는 Western blot 분석 방법을 

사용하 다.

  PDGF 10 ng/ml 투여 후 흰쥐 혈관평활근 세포의 증식, PDGF 수용체와 

Akt 활성화, 세포내 활성산소족, ERK 1/2와 p38 MAPK 활성화 및 

NAD(P)H oxidase subunit 중 rac1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p22phox와 

MOX1의 mRNA 표현이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 다. MPA는 

PDGF에 의한 세포 증식을 용량의존적으로 억제하 으며, 외부에서 투여한 

guanosine 100μM은 MPA에 의한 증식억제 효과를 부분적으로 회복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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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포내 신호전달계에 대하여 MPA는 PDGF 수용체-β (Tyr 751) 활성

화에는 향을 주지 않았으나, Akt 활성화, rac1의 활성화, p22phox와 

MOX1의 mRNA 표현의 상향 조절, 세포내 활성산소족 및 ERK 1/2와 p38 

MAPK 활성화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억제하 다. 또한, MPA는 H2O2를 

제거하 다. Wortmannin (PI3K 억제제), diphenyleniodonium (NAD(P)H 

억제제) 및 NAC와 trolox (항산화제)는 PDGF에 의한 ERK 1/2와 p38 

MAPK 활성화와 세포증식을 억제하 다. PD98059 (MEK 억제제)와 p38 I 

(p38 MAPK 억제제)는 PDGF에 의한 혈관평활근 세포의 증식을 현저하게 

억제하 다. 사람의 혈관평활근 세포에서도 MPA는 PDGF에 의한 세포내 

활성산소족 및 ERK 1/2와 p38 MAPK의 활성화를 억제하 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MPA가 세포내 guanosine 생성 억제, Akt 

활성화 억제 및 항산화 효과를 통한 MAPK 활성화 억제를 경유하여 

PDGF에 의한 혈관평활근 세포의 증식을 억제함을 시사하 다. MPA의 항

산화 효과는 H2O2에 대한 직접적 제거효과와 NAD(P)H oxidase 억제에 

기인함을 시사하 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 마이코페놀산, 혈관평활근세포, 증식, 혈소판유래 성장인자, 

NAD(P)H oxidase, 세포내 활성산소족,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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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ophenolic acid가 PDGF에 의하여 유도된 혈관평활근 세포증식 

억제에 관여하는 기전

<지도교수 김 유 선>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박  제  현

Ⅰ. 서론

신장이식 후 공여장기의 단기생존율은 면역억제제의 발달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장기생존율은 다양한 면역학적 또는 비 

면역학적 요인으로 야기되는 만성 이식신 기능부전(chronic allograft 

nephropathy; CAN)으로 인해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다
1
. CAN의 병태생리 

중 혈관에서 발생하는 이식혈관 경화증(transplant arteriosclerosis)은 각종 

성장인자의 자극으로 유도되는 혈관평활근 세포의 유주, 증식, 그리고 세포

외기질 단백의 축적에 의하여 야기되고 결국에는 폐쇄성 혈관병변 및 이식 

신의 허혈성손상을 유발 한다
2-4
. 현재까지 이러한 혈관병변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수단이 제한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나 효과적인 대처방안은 제시되

지 않고 있다. 

Mycophenolic acid (MPA)는 선택적이고, 비경쟁적인 inosine 

monophosphate dehydrogenase (IMPDH) 억제제로서 림프구의 증식을 억

제
5-7
할 뿐 아니라, 혈관평활근 세포

8
 및 사구체 혈관간세포

9
등의 비림프구 

세포에서도 증식 억제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CAN에 대한 치료제로서 주목

받고 있다. 임상적으로, MPA는 단독 혹은 병합투여에서 이식신의 장기 생

존율을 증가
10
시킬 뿐 아니라 CAN의 발생빈도 감소

11
에 대한 가능성이 제

시되고 있다. 림프구에서 MPA는 IMPDH를 통한 guanosine 생성경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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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함으로써 증식을 억제하지만, 비림프구에서는 IMPDH에 대한 의존도

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12
, MPA가 혈관평활근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은 IMPDH 억제뿐만 아니라 다른 기전을 통하여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

나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 (PDGF)는 A와 B의 homo 또는 

heterodimer로 구성되며, 특성에 따라 α 또는 β 수용체에 결합하여 homo 

또는 heterodimer 형성을 통하여 자가 인산화를 유도한다. 외부에서 투여

한 PDGF는 혈관평활근 세포의 증식과 유주를 유발 한다
13
. PDGF는 CAN 

발생 시 혈관병변에서 가장 강력하게 증가되는 성장인자로서
14
, PDGF의 

수용체 억제제인 AG-1295를 투여한 흰쥐 이식신 모델은 CAN의 발생이 

감소하 다
15
. 

세포의 성장과 증식은 이를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유전자 발현을 

통한 단백질의 합성에 의해 이루어지며 정상 생리 상태에서는 유기적으로 

잘 조절되는 신호변환기전에 의해서 조절된다. 성장인자는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하여 그 수용체를 활성화시킨 후 신호변환기전을 경유하여 

핵 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신호를 전달한다. MPA가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 (bFGF)나 PDGF 등의 서로 다른 성장인자에 의한 혈관평활

근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
16,17
은 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세포내 공통신

호전달계를 억제함을 시사한다. 

세포내 신호전달기전 가운데 과거에 세포손상이나 독성물질로 여

겨져 오던 활성산소족(reactive oxygen species)이 최근 들어 세포내 공통 

신호전달계에 관여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
. 세포내 

활성산소족은 xanthine oxidase, NAD(P)H oxidase, 아라키돈산 대사 효소

와 nitric oxide synthase (NOS)에 의해 생산되기도 하고, 세포내 신호변환

계를 구성하는 phospholipase D와 protein kinase C 같은 효소에 의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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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된다. 이 중 NAD(P)H oxidase는 혈관 평활근 세포의 세포내 활성산

소족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
. 

NAD(P)H oxidase
20
는 활성산소족 생성의 주된 경로로 대식세포에

서 그 구조와 기능이 처음 밝혀졌다. NAD(P)H oxidase는 혈관평활근 세

포에도 존재하며 대식세포와 같이 gp91phox, p22phox, p47phox, p67phox, 

그리고 rac 단백으로 구성되어 있다
21,22
. gp91phox는 NAD(P)H oxidase의 

subunit 가운데 NAD(P)H가 NAD(P)
+
로 환원되는 과정을 조절하는 부위로 

혈관평활근 세포에서도 gp91phox가 존재하지만 gp91phox와 homology가 

있는 MOX1의 존재도 밝혀져 있다. PDGF에 의한 혈관평활근 세포 

NAD(P)H oxidase의 활성화에서 p22phox와 MOX1의 mRNA의 표현 증가

가 중요한 것
23,24
으로 알려져 있다. p22phox는 세포막에 존재하다가 

gp91phox 및 세포질에 존재하다 활성화되면서 세포막으로 이동하는 

p47phox와 p67phox의 복합체에 결합하여 NAD(P)H oxidase의 활성을 조

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AD(P)H oxidase의 subunit인 rac 단백 역시 

혈관평활근 세포의 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함이 dominent negative rac-1을 

사용한 실험
25
결과 제시되었다.

Phosphatidylinositol3-kinase (PI3-kinase; PI3K)는 세포막에 존재하

면서 성장 및 유주 등을 조절하는 신호전달계로 알려져 있다
26
. 특히 

PDGF가 그 수용체에 결합하여 세포내 활성산소족 생성함에 있어서 주된 

역할을 함이 보고되어 있다
27,28
. Protein kinase B (PKB; Akt)는 PI3K에 

의해 활성화되어 다양한 하위 신호전달자들을 활성화한다. PKB는 세포의 

주기조절이나 새로운 단백합성에 관여하며, 신경세포에서는 세포의 생존에 

중요한 분자로 인식되고 있다.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s (MAPK) 경로는 세포질에 존재

하는 단백질의 인산화 효소로서 extracellular-regulatory protein kin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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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K), c-jun N-terminal kinase (JNK) 그리고 p38 MAPK의 세가지 형

태가 있으며, 각 MAPK는 세포외부의 각종 자극 인자들에 의해 활성화되

어 전사조절인자를 활성화 한다
29,30
. 

본 연구에서는 MPA가 CAN의 병리현상인 혈관경화증을 예방 또

는 치료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MPA가 혈관평활근 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향 및 이에 관여하는 신호 전달계로서 PDGF 투여 후 활성화되는 PDGF 

수용체, Akt, NAD(P)H oxidase, ROS, 그리고 MAPK에 대한 효과를 검색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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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시약 및 기구

실험에 사용한 시약 및 기구는 따로 제시되지 않은 한 각각 Sigma 

Chemical Company (St. Louis, MO, USA)와 Nalge Nunc International 

(Naper Ville, IL, USA)에서 구입하 다.

2. 세포 배양

Kim 등
31
의 방법을 변형하여 혈관평활근 세포를 배양하 다. 간략

하면, 몸무게 200-250 g의 Sprague-Dawley계 수컷 흰쥐를 단두하여 희생

시킨 후 복부와 흉부에 정중 절개창을 만들고 척추로부터 대동맥을 박리하

다. 적출된 대동맥을 penicillin (100 U/ml)과 streptomycin (100 mg/ml)

이 함유된 4 
0
C 인산완충액(phosphate buffered saline; PBS)에 담아 대동

맥으로부터 지방 조직과 혈액 등을 제거한 다음, collagenase (Worthington 

Biochemical Co., Greehold, NJ, USA)가 함유된 Eagle's minimum 

essential medium (EMEM) 배양액에 넣고 37 
0
C에서 30 분 동안 반응시

켰다. 대동맥의 외막과 내막을 dissecting microscope (Olympus SZ 40, 

Olympus Optical Co., Tokyo, Japan)하에서 박리한 후 잘게 잘랐다. 절편

들을 collagenase가 함유된 EMEM 배양액에 넣고 37 
0
C에서 1-1.5 시간 

동안 반응시킨 다음 1,000 rpm에서 5 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은 버리고 

남은 세포는 collagenase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EMEM에 재부유 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2 회 반복한 다음,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은 버리고, 남은 세

포를 10 % 우태아혈청(fetal bovine serum; FBS)이 함유된 EMEM과 함께 

배양 용기에 분주하여 37 
0
C, 5 %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 다. 배양된 세

포는 anti-α1-actin antibody (DAKO Japan Co., Kyoto, Japan)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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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 조직 화학 염색을 시행하여 혈관평활근 세포임을 확인하 다.

3. 약물 투여

세포들로 배양용기가 찼을 때 혈청배제 EMEM 배양액으로 교환하

여 48시간 배양하여 세포성장을 동일화하 다. 이후 새로운 혈청배제 배양

액으로 교환하면서 PDGF-BB 10 ng/ml을 투여하여 배양하 다. MPA, 

wortmannin, diphenyleniodonium (DPI), trolox (Aldrich, Milwaukee, WI, 

USA), N-acetylcystein (NAC), PD98059 (Calbiochem, San Diago, CA, 

USA), p38 MAPK 억제제(p38 I, Calbiochem), 그리고 guanosine은 PDGF 

투여 1시간 전에 투여하 다. 각 억제제의 유효 농도는 예비실험으로 결정

하 다.

4. 세포 증식; [
3
H]-thymidine incorporation과 methylthiazoletetrazolium 

(MTT)

96 well 세포 배양용기에 각 well 당 2×10
4 
개의 세포가 되도록 분

주하여 5 회 실험하 다. 실험이 종료되기 12 시간 전에 [
3
H]-thymidine 

(Du Pont Co., Wilmington, DE, U.S.A.)을 각 well에 1 μCi/ml의 농도로 

첨가하 다. 실험이 종료되면, 배지를 제거하고 냉장 보관한 PBS로 2 회 

세척하 다. Trypsin-EDTA를 사용하여 세포를 부유시킨 후 3 ml 

scintillation cocktail에 넣고 beta-counter (TL 5000S, Beckman 

Instruments Inc., Fullerton, CA, U.S.A.)로 총 방사능을 측정하 다. MTT 

분석은 실험 종료 후 각 well에 1 mg/ml의 농도로 첨가하여 세포배양기에

서 2 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extraction buffer (20 % SDS, 50 % 

N,N-dimethylformamide, pH 4.7)를 첨가한다. 24 시간 경과 후 microplate 

reader (SpectraMax 340, Molecular Devices Co., CA, USA)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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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nm에서 MTT 양을 측정하 다. 

5.  NAD(P)H oxidase subunit의 mRNA 표현;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총 RNA는 Tri-reagent kit (Molecular Research Center Inc., 

Cincinnati, OH, USA)를 사용하여 분리하 다. RNA의 농도는 분광광도계

를 이용하여 260 nm에서 측정하 고 RNA 순도는 260 nm와 280 nm에서 

측정한 흡광도의 비율로 평가하 다. 역전사 반응은 3 ㎍ RNA를 5 U 

reverse transcriptase (Superscript, Invitrogen, Gaitherburg, MD, USA), 

2.5 mM dNTPs, 10 pM oligo(dT), 20 U RNAsin, 10 mM DTT를 함유한 

역전사 반응 완충액 (50 mM KCL, 10mM MgCl2)에서 수행하 다. 증폭을 

위해서는 NAD(P)H oxidase subunit 각각에 대한 특이적인 primer를 사용

하 다. p22phox는 sense primer 5-TGCGGGACGCTTCACGCAGTGG-3'

와 antisense primer 5'-GGTTGGTAGGTGGCTGCTTGATGG-3' 

(GenBank accession No. U18729), MOX1은 sense primer 5'-CACCTGCT 

CATTTTGCAACCACAC-3'와 antisense primer 5'-CAACTCCTTTCAT 

ACTTATCCCACTC-3' (GenBank accession No. AF152963), 그리고 

GAPDH는 5’-ACCACAGTCCATGTTATCAC-3'와 antisense primer 

5’-TCCACCACCTTGTTGCTGTA-3'를 합성하여(바이오니아, 대전, 한국) 

사용하 다. PCR 반응은 0.2 mM dNTPs, 1 U Taq polymerase 

(Invitrogen), 그리고 10 pM sense와 antisense primer를 각각 첨가하여 95 

℃에서 10 분 동안 초기 변성 후 95 ℃에서 30 초, 58 ℃에서 30 초, 그리

고 72 ℃에서 10 분 동안 30 회 반복하여 수행하 다. RT-PCR 산물은 

ethidium bromide를 사용하여 1 % agarose gel에서 표현을 분석하고, 각

각의 도는 Tina 2.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측정한 후 GAPDH로 보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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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대조군을 1.0 으로하여 비교하 다.

6. 세포내 활성산소족; fluorescence-activating cell scan (FACS)

6 well 세포 배양용기에 각 well 당 1×10
5 
개의 세포가 되도록 분

주하여 5 회 실험하 다. 실험이 완료되면, 세포를 PBS로 2회 세척한 후 

산화에 민감한 5-(and-6)-chloromethyl-2`,7`-dichlorodihydro-fluorescein 

diacetate (DCFH-DA; Molecular probe, Eugene, Oregon, USA) 5 μM을 

첨가하여 10 분 동안 세포 배양기에 방치하여 세포내로 염료를 유입시켰

다. 유입되지 않은 염료를 세척하여 제거한 후 FACS (Becton Dickinson 

Immunocytometry system, Mountain View, CA, USA)로 형광(excitation; 

485 nm, emission: 530 nm)을 측정하 다.

7. 과산화수소(H2O2) 농도; Iodometric 분석

H2O2 (Junsei, Tokyo, Japan) Standard는 3차 증류수를 이용하여 

각 농도별로 0, 1, 2, 5, 10, 25, 50, 100, 200 μM을 제조하 다. 0.1 M 

potassium biphtalate 0.75 ㎖과 iodide reagent (0.4 M KI, 0.06 M NaOH, 

0.1 mM ammonium molybdate) 0.75 ㎖가 혼합된 용기에 standard를 농도

별로 1.5 ㎖씩 넣고 3 분 동안 발색시켰다. 발색된 standard sample은 UV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35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 MPA의 항산화 

효과는 100 μM H2O2가 들어있는 용기에 MPA를 투여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측정하 다.

8. 단백의 표현 및 활성화; Western blot 분석

6 well 세포 배양용기에 각 well 당 1×10
5 
개의 세포가 되도록 분

주하여 5 회 실험하 다. 실험이 완료된 후 세포 단백을 추출하 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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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세포를 냉장보관 PBS로 1회 세척한 후 lysis buffer (20 mM Tris, 

pH 7.0, 137 mM NaCl, 5 mM EDTA, 1 % Triton X-100, 10 % glycerol, 

0.2 mM PMSF, 1 ㎍/ml aprotinin, 20 μM leupeptin, 1 mM Na3VO4, 10 

mM NaF, 1 mM EGTA, pH 8.0, 1 mM pyrophosphate, 1 mM β- 

glycerophosphate)를 넣고 얼음 위에서 10분간 반응시켰다. 세포를 12,000 

rpm, 4 ℃에서 15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취하여 Bio-Rad protein 

assay kit (Bio-Rad, Hercules, CA, USA)을 사용하여 단백을 정량하 다. 

시료는 sample buffer (12 mM Tris-HCl, pH 8.0, 0.5 % glycerol, 0.4 % 

SDS, 2.88 mM 2-mercaptoethanol, 0.02 % bromophenol blue)와 혼합하여 

95 ℃에서 5 분 동안 가열하 다. SDS-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에서 전개 분리한 후 nitrocellulose 흡착지(Bio-Rad)에 전이

시켰다. 단백에 대한 molecular marker를 사용하여 전개와 전이 정도를 확

인하 다. 흡착지를 5% non fat dry milk blocking 용액에 넣고 상온에서 

1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0.1 % Tween 20을 포함한 Tris 완충액으로 2 회 

세척한 후 일차 항체로 2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15 분씩 4 회 세척하 다. 

Proliferating-cell nuclear antigen (PCNA) 항체는 β-actin 항체로, 인산화 

형태의 PDGF 수용체-β (Tyr751) 항체(Cell Signaling, Beverly, MA, 

USA)는 PDGF 수용체-β 항체(Santa-Cruz, Santa-Cruz, CA, USA)로, 그

리고 Akt, rac1, ERK 1/2, 그리고 p38 MAPK는 각각의 인산화 형태와 전

체 형태를 인식할 수 있는 항체(Cell Signaling)로 보정하 다. 

Horseradish-peroxidase (HRP)가 conjugation된 이차 항체(HRP- 

conjugated anti-rabbit or mouse IgG; Santa-Cruz)로 1 시간 동안 반응시

킨 후 15 분씩 4 회 세척하 다. Enhanced chemiluminescence (ECL; 

Amersham, Buckinghamshire, UK) kit을 이용하여 이차 항체를 검출하

다. 각각의 도는 Tina 2.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측정한 후 각각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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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토대로 대조군을 1.0 으로하여 비교하 다.

9. 통계처리

모든 실험결과의 측정치는 “평균(mean)±표준오차(standard error)”

로 나타내었으며, 여러 군 간의 통계학적인 비교는 Kruskal-Wallis test로, 

두 군 간의 통계학적인 비교는 Mann Whitney U-test를 시행하여 P값이 

0.05 미만인 경우에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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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MPA가 PDGF에 의한 흰쥐 혈관평활근 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향.

PDGF 10 ng/ml 투여 후 48 시간에 [
3
H]-thymidine incorporation

은 대조군의 397±51.7 cpm에서 1367.3±327.2 cpm으로 3.4 배, MTT는 

0.348에서 0.647로 1.9 배, 그리고 PCNA 표현은 1.7 배로 각각 증가하 다

(그림 1, P<0.05). MPA 100 nM∼10 μM은 대조군의 [
3
H]-thymidine 

incorporation과 MTT에 변화를 주지 않아 세포 독성이 없음을 확인하

다. MPA 100 nM 이상은 PDGF에 의한 세포증식을 농도의존적으로 억제

하 고, IC50은 100 nM과 1 μM 사이 다(그림 2, P<0.05). 

외부에서 투여한 guansoine 100 μM은 대조군과 PDGF 투여군에 

향을 주지 않으면서 MPA 100 nM에 의한 세포 증식 억제에는 향이 

없었지만, MPA 1 μM에 의한 세포 증식 억제를 1.62와 0.395에서 2.48과 

0.559로, 그리고 MPA 10 μM에 의한 세포 증식 억제를 1.27과 0.367에서 

2.31과 0.521로 각각 [
3
H]-thymidine incorporation과 MTT를 부분적으로 

환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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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DGF가 흰쥐 혈관평활근 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향(n=5). A; 

[
3
H]-thymidine incorporation, B; MTT 분석, C; PCNA 표현. 실험방법은 

재료 및 방법에 서술하 다. 결과는 평균±표준오차 또는 대표적인 

Western blot 그림으로 표현하 다. *P<0.05 versu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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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PA가 PDGF에 의한 흰쥐 혈관평활근 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향(n=5). A; [
3
H]-thymidine incorporation, B; MTT 분석, C; PCNA 표

현. 실험방법은 재료 및 방법에 서술하 다. 결과는 평균±표준오차 또는 

대표적인 Western blot 그림으로 표현하 다. *P<0.05 versus MPA 0 

without PDGF, †P<0.05 versus MPA 0 with PD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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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PA가 PDGF에 의한 흰쥐 혈관평활근 세포의 세포내 활성산소족에 

미치는 향.

PDGF 10 ng/ml은 흰쥐 혈관평활근 세포의 세포내 활성산소족을 

5 분에 1.6 배 증가시켰고(그림 3A), MPA 10 nM 이상은 PDGF에 의해 

유도된 세포내 활성산소족을 유의하게 억제하 다(그림 3B). Wortmannin 

100 nM과 DPI 1 μM 또한 PDGF에 의한 세포내 활성산소족을 억제하 다

(그림 3C). 

MPA 100 μM은 투여 후 30초 이내에 과산화수소 100 μM의 농도

를 30 μM로 감소시켰으며 180분까지 회복되지 않았다(그림 4). MPA가 없

는 상태에서 과산화수소 100 μM은 180분까지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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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PA가 PDGF에 의한 흰쥐 혈관평활근 세포의 세포내 활성산

소족에 미치는 향(n=5). A; PDGF에 의한 활성산소족, B; MPA의 활성

산소족에 대한 효과, C; Wortmannin과 DPI의 활성산소족에 대한 효과. 실

험방법은 재료 및 방법에 서술하 다. 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표현하

다. *P<0.05 versus control, †P<0.05 versus PDGF-treate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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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PA가 H2O2에 미치는 향(n=3). 실험방법은 재료 및 방법에 

서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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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PA가 PDGF에 의한 흰쥐 혈관평활근 세포의 PDGF 수용체-β 

(Tyr751)와 Akt 활성화에 미치는 향.

PDGF 수용체의 활성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PDGF 수용체가 활성

화되었을 때 PI3K가 결합하는 부위인 PDGF 수용체 β의 tyrosine 751번 

아미노산의 인산화를 인식할 수 있는 항체를 사용하 다. PDGF 10 ng/ml

은 혈관평활근 세포의 PDGF 수용체-β (Tyr751) 활성화를 1 분부터 증가

시켰다(그림 5A). MPA는 10 μM까지 투여하더라도 PDGF 투여 후 1 분

(그림 5B)과 5 분(그림 5C)에 활성화된 PDGF 수용체-β (Tyr751) 활성화

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P>0.05). 

또한, PI3K의 하위 신호전달계인 Akt는 PDGF에 의해 5 분부터 

활성화되었다 (그림 6A). MPA는 PDGF 투여 후 5 분(그림 6B)과 15 분

(그림 6C)에 활성화된 Akt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억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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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MPA가 PDGF에 의한 흰쥐 혈관평활근 세포의 PDGF 수용체-

β (Tyr 751) 활성화에 미치는 향(n=5). A; PDGF 투여 후 시간에 따

른 PDGF 수용체 활성화, B,C; MPA의 PDGF 수용체에 대한 효과. 실험방

법은 재료 및 방법에 서술하 다. 결과는 대표적인 Western blot 사진과 

평균±표준오차로 표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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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MPA가 PDGF에 의한 흰쥐 혈관평활근 세포의 Akt 활성화에 

미치는 향(n=5). A; PDGF 투여 후 시간에 따른 Akt 활성화, B,C; 

MPA의 Akt 활성화에 대한 효과. 실험방법은 재료 및 방법에 서술하 다. 

결과는 대표적인 Western blot 사진과 평균±표준오차로 표현하 다. 

†P<0.05 versus PDGF-treate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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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PA가 PDGF에 의한 흰쥐 혈관평활근 세포의 NAD(P)H oxidase 

subunit에 미치는 향.

PDGF 10 ng/ml은 혈관평활근 세포의 NAD(P)H oxidase subunit

중 rac1의 활성화를 1 분부터 증가시켰다(그림 7A). MPA 100 nM 이상은 

PDGF 투여 후 3 분에 활성화된 rac1을 농도의존적으로 억제하 다(그림 

7B). 외부에서 투여한 guanosine 100 μM은 기저 수준에 향을 미치지 않

으면서 MPA에 의한 rac1 활성화 억제를 회복시켰다(그림 7C).

또한, PDGF 10 ng/ml은 NAD(P)H oxidase subunit중 p22phox와 

MOX1의 mRNA 표현을 증가시켜 24 시간에 최대치로 증가하 다(그림 

8A). p22phox의 mRNA 표현(그림 8B)은 MPA 100 nM 이상에서 MOX1

의 mRNA 표현(그림 8C)은 MPA 1 μM 이상에서 농도의존적으로 억제되

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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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MPA가 PDGF에 의한 흰쥐 혈관평활근 세포의 rac1 활성화에 

미치는 향(n=5). A; PDGF 투여 후 시간에 따른 rac1 활성화, B; MPA

의 rac1 활성화에 대한 효과, C; 외부투여 guanosine이 MPA의 rac1 활성

화 억제에 미치는 향. 실험방법은 재료 및 방법에 서술하 다. 결과는 대

표적인 Western blot 그림으로 표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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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MPA가 PDGF에 의한 흰쥐 혈관평활근 세포의 p22phox와 

MOX1의 mRNA 표현에 미치는 향(n=3). A; PDGF 투여 후 시간에 

따른 p22phox와 MOX1의 mRNA 표현, B; p22phox mRNA 표현에 대한 

MPA의 향, C; MOX1의 mRNA 표현에 대한 MPA의 향. 실험방법은 

재료 및 방법에 서술하 다. 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표현하 다. *P<0.05 

versus PDGF-free control, †P<0.05 versus PDGF-treate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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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PA가 PDGF에 의한 흰쥐 혈관평활근 세포의 ERK 1/2와 p38 

MAPK 활성화에 미치는 향.

PDGF 10 ng/ml은 흰쥐 혈관평활근 세포의 ERK 1/2와 p38 

MAPK 활성화를 15 분과 5 분에 각각 3.3 배와 3.9 배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증가시켰고(그림 9A, P<0.05), PI3K 억제제인 wortmannin 1 μM과 

항산화제인 DPI 1 μM, trolox 500 μM, 그리고 NAC 5 mM은 모두 PDGF

에 의해 증가된 ERK 1/2와 p38 MAPK 활성화를 억제하 다(그림 9B). 

MPA 1 μM 이상은 PDGF에 의한 ERK 1/2와 p38 MAPK 활성화를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하 다(그림 10A,B,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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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PDGF에 의한 흰쥐 혈관평활근 세포의 ERK 1/2와 p38 

MAPK 활성화(n=5). A; PDGF 10 ng/ml 투여 후 시간에 따른 ERK 1/2

와 p38 MAPK 활성화, B; PDGF 10 ng/ml 투여 후 활성화된 ERK 1/2와 

p38 MAPK에 대한 항산화제의 향. 실험방법은 재료 및 방법에 서술하

다. 결과는 대표적인 Western blot 그림으로 표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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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MPA가 PDGF에 의한 흰쥐 혈관평활근 세포의 ERK 1/2와 

p38 MAPK 활성화에 미치는 향(n=5). A; MPA가 PDGF 투여 후 15

분에 활성화된 ERK 1/2 활성화에 미치는 향, B; MPA가 PDGF 투여 후 

5분에 활성화된 p38 MAPK 활성화에 미치는 향. 실험방법은 재료 및 방

법에 서술하 다. 결과는 평균±표준오차와 대표적인 Western blot 그림으

로 표현하 다. *P<0.05 versus control, †P<0.05 versus MPA 0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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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DGF에 의한 흰쥐 혈관평활근 세포의 증식에서 PI3K, NAD(P)H 

oxidase, 활성산소족, ERK, 그리고 p38 MAPK의 역할.

PI3K, NAD(P)H oxidase, 세포내 활성산소족, ERK 및 p38 MAPK

에 대한 각각의 억제제인 wortmannin, DPI, trolox, NAC, PD98059, 그리

고 p38 MAPK 억제제(p38 I)는 세포 독성이 없는 농도에서 PDGF에 의한 

혈관평활근 세포의 증식을 유의하게 억제하 다(그림 1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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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PI3K, NAD(P)H oxidase, 세포내 활성산소족, ERK, 그리고 

p38 MAPK 억제제가 PDGF에 의한 흰쥐 혈관평활근 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향(n=5). PI3K, NAD(P)H oxidase, 세포내 활성산소족, ERK, 그

리고 p38 MAPK 억제제에 대한 각각의 억제제인 wortmannin (Wort) 1 μ

M, DPI 1 μM, trolox 500 μM, NAC 5 mM, PD98059 50 μM, p38 MAPK 

inhibitor (p38 I) 10 μM을 PDGF 투여 1 시간 전에 처리하여 각각의 신호

전달 분자가 PDGF에 의한 흰쥐 혈관평활근 세포의 증식에 대한 역할을 

[
3
H]-thymidine incorporation으로 검색하 다. 실험방법은 재료 및 방법에 

서술하 다. 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표현하 다. *P<0.05 versus 

PDGF-free control, †P<0.05 versus PDGF-treate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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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PA가 PDGF에 의한 사람 혈관평활근 세포의 세포내 활성산소족, 

ERK 1/2, 그리고 p38 MAPK 활성화에 미치는 향.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PDGF 10 ng/ml은 사람 혈관평활근 

세포의 세포내 활성산소족을 5 분에 1.6 배, ERK 1/2 활성화를 15 분에 

2.1 배, p38 MAPK 활성화를 5 분에 1.9 배 증가시켰다(P<0.05). MPA 1 μ

M은 PDGF에 의한 사람 혈관평활근 세포의 세포내 활성산소족, ERK 1/2, 

그리고 p38 MAPK 활성화를 유의하게 억제하 다(P<0.05). 

표 1.  사람 혈관평활근 세포에서 MPA가 PDGF에 의해 유도된 세포내 

활성산소족 및 ERK와 p38 MAPK 활성화에 미치는 향(n=5).

ROS

ERK 1/2

p38 MAPK

Control PDGF 10ng/ml PDGF+MPA 1µM

1.00

1.00

1.00

1.59±0.19*

2.10±0.15*

1.87±0.26*

1.14±0.12†

1.60±0.10*,†

1.01±0.14†

실험방법은 재료 및 방법에 서술하 다. 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표현하

다. *P<0.05 versus PDGF-free control, †P<0.05 versus PDGF-treate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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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그림 1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결과는 PDGF에 의한 흰쥐 

혈관평활근 세포의 증식에서 PI3K, NAD(P)H oxidase, 세포내 활성산소족, 

그리고 ERK 1/2와 p38 MAPK 활성화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확인하 고, 

MPA가 PDGF에 의한 세포증식에서 PDGF 수용체를 통한 PI3K 활성화와

는 무관하게 Akt 활성화를 억제하거나 rac1 활성화 억제를 통한 

NAD(P)H oxidase 의존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세포내 활성산소족을 억제

하며, 하위 신호전달계인 MAPK 활성화 억제하여 PDGF에 의한 세포증식

을 억제함을 시사하 다. 또한 기존 MPA의 작용기전인 IMPDH 억제를 

통한 guanosine 생성 억제도 세포 증식 억제에 일부 관여함을 시사하 다. 

PDGF-BB

PDGF 
receptor

Tyr
751

PI3K

H2O2

ERK 1/2

IMPDH

Vascular smooth muscle cell proliferation

p38 MAPK

NAD(P)H oxidase

Mox

p67

p47

p22
rac O2

-

Akt

MPA

그림 12. PDGF에 의한 혈관평활근 세포의 증식에 관여하는 신호전달

분자와 MPA의 작용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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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으로 사용가능
12
하고 세포독성이 없는 100 nM∼10 μM의 

MPA는 PDGF에 의한 세포증식을 용량의존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억제하 다. MPA가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경로는 림프구에서 inosine 

monophosphate dehydrogenase (IMPDH)의 억제를 통한 de novo  purine 

DNA 합성 중 guanosine의 생성 경로를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 

Hauser 등
32
은 비림프구인 사구체혈관간 세포를 사용한 실험에서 MPA가 

림프구에서처럼 guanosine 생성 억제를 통해 세포 증식을 억제한다고 보

고한 바 있고, Gu 등
33
은 MPA에 의한 hematopoietic cell의 세포사멸 기전

에서 guanine nucleotide 억제에 의한 ERK, Akt, 그리고 mammalian 

target of rapamycin (mTOR) 관련 세포내 신호전달계를 억제함을 보고하

다. 그러나 비림프구에서 IMPDH의 활성도는 제한적이다
7
. 본 실험에서 

사용한 외부 투여 guanosine 100 μM은 MPA에 의한 세포 증식을 부분적

으로 회복시켜 혈관평활근 세포의 guanosine 생성에서 de novo pathway

가 부분적으로 관여함을 시사하 다.

이와 더불어, MPA가 PDGF
15
와 bFGF

16
 등의 다양한 cytokines나 

성장인자에 의한 세포 증식을 억제함은 세포내 공통신호전달계에 대한 억

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주 자극물질인 

PDGF에 의한 세포증식에 관여하는 세포내 활성산소족과 MAPK에 대한 

MPA의 효과를 연구하 다.

세포내 활성산소족은 과거에 독성물질로 인식되어 왔으나, 

Sundaresan등
34
이 최초로 PDGF에 의한 혈관평활근 세포의 증식에서 활성

산소족이 관여함을 제시하 다. PDGF는 5 분에 세포내 활성산소족을 최대

로 증가시켰고, PDGF에 의한 세포내 활성산소족 증가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 다. MPA 10 nM 이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PDGF에 의해 

증가된 혈관평활근 세포의 활성산소족 생성을 감소시켰지만, PDGF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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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증식에 대한 MPA의 유효 농도가 100 nM-1 μM인 점을 고려한다면, 

세포내 활성산소족에 대한 MPA의 효과는 비교적 저농도에서 관찰되었다. 

이것은 MPA의 항산화 작용이 세포증식을 억제하는데 필요하지만, 충분하

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PDGF에 의한 혈관평활근 세포의 활성산소족 생성

에 대한 MPA의 항산화 효과는 본 연구에서 최초로 입증된 것이며, 세포

내 활성산소족에 대한 억제 기전을 밝힘으로써 보다 정확한 MPA의 작용

기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다. 

MPA의 항산화 효과에 대한 기전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항산화 효과를 검색하 다. MPA 100 μM은 30 초 이내에 과산화수소 100 

μM을 70 % 이하로 감소시켜, MPA의 직접적인 항산화효과를 시사하 다. 

MPA 100 μM은 임상적으로 부적합한 농도이지만, 기저 상태의 혈관평활

근 세포에서 다른 활성산소족인 O2
-
의 농도가 14 nM이고

21
, H2O2의 농도

가 10nM 이하인 점
35
을 고려한다면 MPA의 항산화 효과가 독성이 없고, 

혈관평활근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10 μM 이하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PDGF에 의한 세포내 활성산소족 생산에는 PDGF 수용체-β의 740, 

751번 아미노산 부위인 tyrosine의 인산화에 따른 PI3K의 활성화가 중요하

다
36
. 본 연구에서 PI3K의 억제제인 wortmannin이 PDGF에 의한 세포내 

활성산소족을 억제하 다.  PDGF 투여 후 1 분부터 PDGF 수용체(Tyr 

751)의 활성화가 증가하여 24 시간에 기저수준으로 환원되었다. MPA는 10 

μM까지 투여하여도 1 분과 5 분에 증가된 PDGF 수용체의 활성화를 억제

하지 못하 다. 이 결과는 MPA가 PDGF 수용체 인산화를 통한 PI3K 활

성화와는 다른 경로로 혈관평활근 세포의 세포내 활성산소족을 억제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PI3K의 직접적인 하위 신호전달계로 알려져 있는 Akt는 

PDGF에 의해 5분부터 활성화되었고, MPA는 1 μM 이상에서 15 분에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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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된 Akt의 활성화를 억제하 다. 이 결과는 PI3K 활성화와는 무관한 

Akt의 상위 신호전달계를 MPA가 억제함을 시사한다.

NAD(P)H oxidase는 활성산소족을 생산하는 가장 중요한 효소로 

NAD(P)H oxidase와 같은 flavin을 함유하는 oxidase의 억제제인 DPI 1 μ

M은 PDGF에 의한 세포내 활성산소족을 억제하 다. NAD(P)H oxidase의 

구성성분인 rac1의 활성화는 1 분부터 증가하 고 이 증가는 MPA 100 

nM 이상에서 억제되었다. 외부에서 투여한 guanosine은 MPA에 의한 

rac1의 활성화를 환원시킴으로써 MPA에 의한 rac1 활성화 억제가 세포내 

guanosine과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 다. 

또한, NAD(P)H oxidase의 subunit 중 PDGF에 의해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p22phox와 MOX1의 mRNA 표현에 대한 MPA의 효

과는 각각 100 nM과 1 μM 이상에서 유의하 다. 이 결과를 통해 PDGF에 

의한 ROS 생성에서 PI3K와 NAD(P)H oxidase가 중요하지만, MPA의 항

산화 효과는 직접적으로 활성산소족과 제거하거나 rac1의 활성화 억제에 

따른 NAD(P)H oxidase 활성 억제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장기

적으로 NAD(P)H oxidase의 구성성분인 p22phox와 MOX1의 발현 억제를 

통해 NAD(P)H oxidase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MPA가 PDGF에 의한 세포내 활성산소족을 억제하는 것이 NAD(P)H 

oxidase에 의존적인 세포내 활성산소족의 억제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PDGF는 ERK와 p38 MAPK를 15 분과 5 분에 최대로 활성화시켰

다. Nelson등
37
은 사람의 복재정맥평활근 세포를 이용하여, PDGF에 의한 

초기 15 분 이내의 ERK 활성화는 세포의 이동에 관여하고, 1 시간에서 4 

시간 사이의 ERK 활성화가 세포의 증식에 관여한다고 보고하 다. 본 실

험 조건에서는 PDGF 투여 후 30 분까지만 ERK 활성화가 의의있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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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MPA 1 μM 이상은 ERK와 p38 MAPK 활성화를 유의하게 억제하

고, ERK의 억제제인 PD98059와 p38 MAPK 억제제는 PDGF에 의한 혈

관평활근 세포의 증식을 유의하게 억제하 다. 

DPI, trolox, 그리고 NAC는 모두 PDGF에 의한 흰쥐 혈관평활근 

세포의 증식을 비롯한 MAPK 활성화를 억제하 다. 이는 혈관평활근 세포

에서 MPA가 PDGF에 의한 세포내 활성산소족과 MAPK의 활성화를 억제

하는 것이 NAD(P)H oxidase에 의존적인 세포내 활성산소족의 억제를 통

해서 이루어짐을 시사하 고, PDGF에 의한 혈관평활근 세포의 증식에서 

NAD(P)H oxidase-세포내 활성산소족-MAPK의 신호전달계가 중요함을 

시사하 다.  

MPA의 NAD(P)H oxidase, 세포내 활성산소족, Akt, 그리고 

MAPK에 대한 억제효과는 다른 IMPDH 억제제인 tiazofurin과 ribavirin에

서도 추정된다. Tiazofurin
38,39
은 small G 단백의 활성화를 억제하고, 

ribavirin
40
은 ras와 raf를 억제함으로써 세포주기를 억제한다. 한편, small 

G 단백들은 NAD(P)H oxidase의 활성화, 활성산소족, 그리고 MAPK와 직

접 혹은 간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세포 대사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1,42
. 

또한, 사람 혈관평활근 세포를 사용한 실험에서도 MPA가 PDGF에 

의해 유도된 세포내 활성산소족과 ERK 및 p38 MAPK의 활성화를 억제함

으로써 in vivo 및 임상 실험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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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MPA가 세포내 guanosine 생성 억제, 

Akt 활성화 억제 및 항산화 효과를 통한 MAPK 활성화 억제를 경유하여 

PDGF에 의한 혈관평활근 세포의 증식을 억제함을 시사하 다. MPA의 항

산화 효과는 H2O2에 대한 직접적 제거효과와 NAD(P)H oxidase 억제에 

기인함을 시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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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chanisms involved in the inhibitory effects of mycophenolic 

acid on the PDGF-induced proliferation of vascular smooth 

muscle cells

Jehyun Park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u Seun Kim)

Vascular smooth muscle cell (VSMC) prolifer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and progression of chronic allograft 

vasculopathy as in atherosclerosis. Mycophenolic acid (MPA), an 

immunosupressive agent, inhibits VSMC proliferation. In this study, the 

mechanisms involved in anti-proliferative effect of MPA was examined.

Primary rat and human VSMCs were stimulated with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 (PDGF)-BB 10 ng/ml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MPA (10 nM ∼ 100 μM). The effect of known inhibitors of 

signaling molecules involved in VSMC proliferation were compared with 

that of MPA to confirm the involvement of each signaling molecule. 

Cell proliferation was assessed by [H
3
]-thymidine incorporation, methyl- 

thiazoletetrazolium (MTT), and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PC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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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on, NAD(P)H oxidase subunits mRNA expression by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dichlorofluorescein (DCF)- 

sensitive cellular reactive oxygen species (ROS) by FACS, hydrogen 

peroxide (H2O2) concentration by iodometric analysis, and the activation 

of PDGF receptor-β (Tyr 751), rac1, Akt, ERK 1/2, and p38 MAPK by 

Western blot analysis. 

PDGF increased cell proliferation and cellualr ROS, activation of 

PDGF receptor, Akt, rac1, ERK 1/2, and p38 MAPK, and expression of 

p22phox and MOX1 mRNA, compared to control. MPA inhibited 

PDGF-induced VSMC proliferation in a dose-dependent manner. 

Exogenously administered guanosine partially rescued cell proliferation 

inhibited by MPA. MPA also inhibited PDGF-induced up-regulation of 

Akt and rac1 phosphorylation, p22phox and MOX1 mRNA expression, 

cellualr ROS, and ERK 1/2 and p38 MAPK phosphorylation. However, 

MPA did not affect PDGF receptor-β (Tyr 751) phosphorylation, 

suggesting that MPA's anti-proliferative effect is independent on PDGF 

receptor activation. MPA directly scavenged H2O2. Wortmannin (PI3K 

inhibitor), diphenyleneiodonium (DPI, NAD(P)H oxidase inhibitor), N- 

acetylcysteine and trolox (anti-oxidants) all inhibited PDGF-induced 

ERK 1/2 and p38 MAPK activation and cell proliferation. PD98059 

(MEK inhibitor) and p38 I (p38 MAPK inhibitor) inhibited PDGF- 

induced cell proliferation. In human VSMCs, MPA also suppressed 

PDGF-induced cellular ROS and activation of ERK 1/2 and p38 MAPK.

In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MPA inhibits 

PDGF-induced VSMC proliferation through inhibiting de novo  syn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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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guanosine, Akt activation, and cellular ROS leading to ERK 1/2 and 

p38 MAPK activation. Both direct scavenging and inhibiting NAD(P)H 

oxidase appear to be involved in anti-oxidative effect of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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