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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Auranofin의 간 섬유화 진행에 대한 억제 효능

Auranofin은 1985년 5월 미국 FDA의 허가를 받아 현재 항류마티

스관절염 치료제(DMARDs)로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다. 골드제제로 경

구투여가 가능하며, 성인 및 청소년 류마티스 관절염에 있어서 염증을 

완화시키고 뼈의 파괴 및 변형을 막는 효과가 있으나 그 기전은 아직까

지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있다. 

본 논문에서는 auranofin이 대식세포의 분화를 조절하는 작용이 있

음을 최초로 밝혔다. 마우스 대식세포주 Raw264.7 세포에서 auranofin

은 염증성 표현형인 M1 phenotype으로의 분화를 억제하고, 항염증성 

M2 phenotype으로의 분화를 촉진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auranofin을 처리함에 따라 Raw264.7 세포주에서 염증성 케모카인인 

CCL3, CCL5, MCP-1의 발현이 감소하였다. 또한 염증성 사이토카인

인 IL-6 역시 그 발현이 감소하였고,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10의 

발현이 증가하였다. M1/M2 형질 전환 조절이 섬유화 과정에 관여한다

는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auranofin의 간 섬유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먼저, 초기 섬유화 모델로서 C57BL/6 마우스에서 사염화탄소(CCl

₄) 3주 반복 투여 모델을 사용하였다. 대조군과 비교하여 CCl₄ 투여

군에서 섬유화 지표 1.5 수준의 경등도 섬유화 진행을 관찰하였고, 

auranofin 10 mg/kg 군에서 간 섬유화 및 성상세포 활성화 지표인 

collagen type 1a1 및 alpha-smooth muscle actin 발현의 감소를 관



찰하였다. 또한, 말기 섬유화 모델로서 BALB/c 마우스에서 티오아세타

마이드(TAA) 8주 반복 투여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 모델에서도 역시 

auranofin 10 mg/kg 용량에서 뚜렷한 간 섬유화 억제능을 확인하였다. 

Auranofin의 섬유화 억제능이 대식세포뿐만 아니라 간의 다른 세포

에도 작용하여 약효를 나타내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인간 

간 성상세포주인 LX-2 세포에 auranofin을 처리한 결과, 대식세포주에

서 사용한 약물 농도의 1/10 수준에서 증식 억제 및 세포자멸사가 일어

난다는 것을 실시간 세포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하지만 마우스 일

차 배양 간세포에 약물을 처리한 결과 유의미한 세포 생존률의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auranofin의 대식세포 M1 저해 반응과 성상세포 증식 억

제 반응의 공통적인 기전을 평가하였다.  Auranofin은 thioredoxin 

reductase의 저해제로 보고된 바, auranofin이 세포의 thioredoxin 

reductase/thioredoxin system에 작용하여 대식세포의 분화 조절 및 

간 성상세포의 세포 자멸사를 유도할 것이라고 가설을 세워 실험을 진행

하였다. 비환원형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 대식세포주에서는 

auranofin을 처리함에 따라 세포질에 존재하는 thioredoxin reductase 

1, thioredoxin 1 및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thioredoxin reductase 

2의 발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간 성상세포주에서는 auranofin 

처리 시 비환원형 조건에서 thioredoxin reductase 1 밴드의 이동을 관

찰하였으며, thioredoxin reductase 2의 발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그러나 thioredoxin 1,2의 발현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상기 결

과로, 양상은 다르지만 auranofin이 thioredoxin 1/2를 억제하여 대식세

포 M1 저해 반응과 성상세포 증식 억제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실제, thioredoxin reductase/thioredoxin의 auranofin 작용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식세포주 및 성상세포주에 –SH기 donor인 

N-acetylcystein을 처리하였다. 그 결과 대식세포주에서 auranofin의 

M1 표현형 억제 효과가 반전되었고, 성상세포주에서 auranofin의 증식 

억제 효과 역시 반전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대식세포주 및 

성상세포주에 thioredoxin 2 과발현 벡터를 사용하여 thioredoxin 2의 

기능을 평가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대식세포주에서의 M1 표

현형 억제 효과 반전 및 성상세포주에서의 증식 억제 효과 반전을 역시 

관찰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auranofin이 대식세포의 염증성 M1 표현형으로의 

분화를 억제하고, 간 성상세포의 증식 억제 및 세포 자멸사를 유발하여 

간 섬유화 억제 효과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활성형 thioredoxin 

reductase 1/2의 억제가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으며, auranofin을 

간 섬유화 치료를 위한 신규 후보 약물로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어: Liver fibrosis, Auranofin, Macrophage phenotype 

switching, Hepatic stellate cell apoptosis, thioredoxin reductase

학번: 2015-2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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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uranofin은 1985년 5월 미국 FDA의 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항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DMARDs) 제제 중 하나이다. 

화학명은 

2,3,4,6-tetra-o-acetyl-1-thio-β-D-glucopyranosato-S-(triet

hyl-phosphine) gold 이다(20). 이 auranofin 3 mg을 포함하는 

Ridaura라는 이름의 캡슐로 현재 시판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에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 ARA(American rheumatism association) 기준에 

따르면 auranofin은 기존 치료에 불응하거나 내성이 생긴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에 추가적으로 선택 되는 약물이다. 따라서 

methotrexate, azathioprine 등과 함께 병용 요법으로 주로 

사용된다(21). Auranofin은 염증을 완화시키고 뼈의 파괴 및 변형을 

막는 효과가 있으나(20), 그 기전은 현재까지 불명확하다. 이 점에 

매력을 느낀 많은 연구자들은 auranofin의 약리 기전뿐만 아니라 여러 

타 질환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해왔다. 현재까지 

보고된 항류마티스관절염 이외 auranofin의 효능은 항미생물 및 

항암작용이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auranofin이 0.0625 ~ 0.125 μg/ml 의 

MIC(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에서 

MRSA(Methicillin-resistant S. aureus), 

VISA(Vancomycin-intermediate S.aureus), 

VRSA(Vancomycin-resistant S.aureus) 등에 대한 강한 항생작용이 

있다는 것이 보고되어 있다(22).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만손주혈흡충(Schistosoma mansoni)에 대한 억제 작용이 있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으며(13), 4일간의 약물 투여 시 동물 모델에서 질 

트리코모나스(Trichomonas vaginalis) 감염증이 효과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23).

항암 후보 약물로써 auranofin은 재발성 상피 난소암에 대한 임상 

2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24). 그리고 이런 항암 효과의 기전은 세포 

내 ROS를 증가시키고, 종양억제단백질인 FOXO3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나타난다는 내용의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24, 25). 또한 auranofin은 

유방암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고, 암세포의 침윤과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26, 27). 

본 논문은 auranofin이 간 섬유화의 진행에 있어서도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밝혀내었다.  간 섬유화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 알코올성 

간질환, 바이러스성 간염, 담즙성 간질환 등의 환자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진행성 질환으로 간 경화로 발전하기 전까지 주로 표면적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다(8, 28). 하지만 간이 수행하는 여러 기능이 저하되어 

많은 합병증을 유발하고, 비가역적이라는 측면에서 환자들의 이환율과 

생존율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29). 또한, 간 섬유화는 현재 미국에서 

사망원인 10위 권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승인된 약물은 없는 

실정이다(30). 본 논문에서는 항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인 auranofin이 

대식세포의 분화를 조절하고 간 성상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가짐으로써 간 섬유화 치료를 위한 약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실험 방법

1. 시약 및 항체

Auranofin은 ENZO(Farmingdale, NY, USA)에서 구입하였다. 

Lipopolysaccharide (LPS), N-acetyl-L-cystein (NAC), 

Thioacetamide (TAA) 는 Sigma-Aldrich(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interleukin-4(IL-4), transforming growth factor-beta 

1(TGFβ1)는 R&D Systems(Minneapolis, MN, USA)에서 구입하였

다. arginase-1 항체, iNOS 항체, thioredoxin reductase 1, 

thioredoxin reductase 2, thioredoxin 2 항체, desmin 항체, 

horseradish peroxidase(HRP)-conjugated anti-rabbit, 

anti-mouse, anti-goat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Santa 

Cruz, CA, USA)에서 구입하였다. thioredoxin 1, 

phospho-SMAD2(p-SMAD2)항체, phospho-SMAD3(p-SMAD3)항

체, SMAD2항체는 Cell signaling Technology(Danvers, MA, USA)

에서 구입하였다. alpha-SMA(α-SMA)항체는 abcam(Camberige, 

UK)에서 구입하였다. Interferon gamma (IFN-γ),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 beta (PDGF-β)는 PeproTech(Rocky Hill, NJ, 

USA)에서 구입하였다. GAPDH 항체는 Merck milipore(Darmstadt, 

Germany)에서 구입하였다. 

2. 실험 동물

사염화탄소 모델에서 사용한 C57BL/6J마우스와 TAA 모델에서 사용한 



BALB/c마우스는 중앙실험동물(Seoul, Korea)에서 구입하였다. 일차 

배양 간세포의 분리를 위한 C57BL/6J마우스는 라온바이오(Yongin, 

Korea)에서 구입하였다.

3. 세포 배양

Raw264.7 마우스 대식세포주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ATCC, Manassas, VA, USA)에서 구입하였다. LX-2 인간 

간성상세포주는 Merck Millipore(Darmstadt, Germany)에서 

구입하였다. Raw264.7 세포주는 10% FBS를 포함하는 High glucose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에서, LX-2 

세포주는 2% FBS, 50 U/ml penicillin 및 50 μg/ml streptomycin 

을 함유한 High glucose DMEM에서 배양하였다. 모든 세포주는 5% 

CO₂가 공급되는 37℃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4. 일차 배양 간세포(primary hepatocyte) 분리

8주령 C57BL/6 마우스에서 졸레틸과 럼푼을 생리식염수에 희석한 

마취제로 마취한 후, 24G 크기의 카테터를 간의 portal vein에 

cannulation 하였다. 그 후 HASS 배지(Life Technologies, Grand 

Island, NY)에 0.5mM의 EGTA와 25mM의 HEPES를 넣어 만든 

washing media를 사용하여 perfusion 하였다. 그 후, DMEM low 

glucose 배지에 1%의 penicillin/streptomycin과 15mM의 HEPES로 

만든 digestion media에 1mg/ml의 농도로 Collagenase from 

Clostridium histolyticum(Sigma-Aldrich, St.Louis, MO, USA)로 

녹여 만든 배지로 digestion 하였다. 이렇게 digestion 된 간을 20ml 



digestion media 속에서 찢은 후, 퍼져 나온 세포들을 DMEM high 

glucose 배지에 10% FBS, 1% penicillin/streptomycin, 15mM 

HEPES, 10nM dexamethasone으로 만든 isolation media로 3번에 

걸쳐 워싱한 후(100g, 3min, 4℃), 일차 배양 간세포를 제외한 

세포들을 걸러내었다. 그 후 일차 배양 간세포를 5% CO₂가 공급되는 

37℃ 배양기에서 배양한 다음, DMEM low glucose 배지에 1% 

penicillin/streptomycin, 5mM HEPES와 10nM의 dexamethasone을 

포함한 culture media로 워싱 후, culture media에 10% FBS를 

포함해서 만든 배지를 공급하여 4시간 동안 인큐베이션하였다. 이후 

다시 culture media로 1회 워싱 후, serum 없는 culture media로 

배지를 바꾸어 하루간 배양하였고, 다음 날 실험을 시작하였다. 

5. LX-2 Nuclight 세포 제작

96 well plate에 LX-2 세포를 20000 cells/well로 배양한 후 다음 날 

Red Nuclight™ Lentivirus Reagent(ESSEN BioScience, MI, USA)

를 배지에 MOI(multiplicity of infection) 3의 값으로 추가하였다. 하

루 동안 배양한 후, 배지를 갈아주었고, IncuCyte ZOOMⓇ(ESSEN 

BioScience, MI, USA)을 이용하여 핵의 염색을 확인하였다. 배지를 갈

아주면서 puromycin 50 μg/ml로 selection 하였고, 점점 더 큰 plate

로 옮기면서 안정적인 cell line을 구축하였다.

6. Thioredoxin 1/2 과발현 세포 제작

Raw264.7세포를 12 well plate에 4x10^5 cells/well로 배양하여 

다음날 배지를 제거한 후 well 당 500 μl의 배양 배지와 500 μl의 



TOM media(Welgene, Daegu, Korea)로 incubation 하였다. 이 때, 

well 당 800 ng의 플라스미드(pcDNA 벡터 및 thioredoxin 1/2 

과발현 벡터), 2 μl의 lipofectamine® reagent(Life Technologies, 

Grand Island, NY)를 추가하여 24시간 동안 incubation 하여 일시적 

과발현 세포를 만들었다.  

LX-2세포를 96 well plate에 4x10^4 cells/ml로 배양하여 다음날 

배지를 제거한 후 well 당 50 μl의 배양 배지와 150 μl의 TOM 

media로 incubation 하였다. 이 때, well 당 120 ng의 

플라스미드(pcDNA 벡터 및 thioredoxin 1/2 과발현 벡터), 0.35 μl의 

lipofectamineⓇ reagent를 추가하여 24시간 동안 incubation 하여 

일시적 과발현 세포를 만들었다.

Thioredoxin 1/2 과발현 플라스미드는 이화여대 약학대학 창동신 교수 

연구팀에서 제공받았다.

7. 면역화학적 분석 (Western blot analysis) 

세포의 배지를 suction하여 제거한 후, 1XPBS로 한 번 워싱하였다. 그 

후 phosphatase inhibitor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와 

proteinase inhibitor(Roche, Basel, Switzerland)를 포함하고 있는 

radio immune precipitation assay(RIPA) buffer(iNtRON 

biotechnology, Gyeonggi-do, Korea) 혹은 cell lysis buffer를 사용

하여 세포를 용해시켰다. 15분(for RIPA buffer) 혹은 1시간(for cell 

lysis buffer) 동안 얼음에서 인큐베이션하였고, 원심 분리(12000g, 

4℃, 15분) 후 상층액을 전 세포 추출액으로 하여 단백질 농도를 

Bradford 정량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샘플을 8-15% 사이의 전



기영동 젤에 로딩하였고, nitrocellulose membrane 0.45 μm 

filter(GE healthcare Life Sciences, Chalfont, Buckinghamshire, 

UK)로 트랜스퍼하였다(190분, 40V 혹은 70분 190mA). 멤브레인을 

5% skim milk(BD Bioscience, San Jose, CA)로 1시간 동안 인큐베

이션하였고, 1차 항체를 4℃ 에서 overnight 하거나 상온에서 4시간 동

안 인큐베이션하였다. HRP-conjugated 2차 항체를 사용하였다. 이를 

enhanced chemiluminescence(ECL) system reagent (EMD 

Millipore, Billerica, MA, USA)를 사용하여 LAS3000-mini(Fujifilm, 

Tokyo, Japan)으로 측정하였다. 

8. mRNA 분리와 Reverse transcriptase-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세포의 배지를 suction하여 제거한 후, 1XPBS로 한 번 워싱하였다. 그 

후 TRIzol reagent(Life Technologies, Grand Island, NY)를 제조사

의 프로토콜에 따라 mRNA를 분리하였다. 이 후 mRNA는 Maxime RT 

Premix(iNtRON, biotechnology, Gyeonggi-do, Korea)를 사용하여 

complementary DNA(cDNA)로 역전사하였다. Primer sequence는 다

음과 같다.

5’-CTGGGAAATCGTGGAAATGAG-3’(IL-6-forward)

5’-GACTCTGGCTTTGTCTTTCTTGTTA-3’(IL-6-reverse)

5’-GCCTTGCAGAAAAGAGAGCT-3’(IL-10-forward) 

5’-AAAGAAAGTCTTCACCTGGC-3’(IL-10-reverse) 증폭된 

DNA의 밴드 강도는 FLA-7000(Fujifilm, Tokyo, Japan)으로 측정되



었다.

9. Real-time quantitative polymerase chain reaction

세포의 배지를 suction하여 제거한 후, 1XPBS로 한 번 워싱하였다. 그 

후 TRIzol reagent(Life Technologies, Grand Island, NY)를 제조사

의 프로토콜에 따라 mRNA를 분리하였다. 이 후 mRNA는 Maxime RT 

Premix(iNtRON, biotechnology, Gyeonggi-do, Korea)를 사용하여 

complementary DNA(cDNA)로 역전사하였다. 이후, iTaq Universal 

SYBR Green Supermix(Bio-Rad, Hercules, CA, USA) 및 SYBR 

Select Master Mix for CFX(Life Technologies, Grand Island, NY), 

Bio-Rad CFX Manager 3.1기계와 제공되는 프로그램(Bio-Rad, 

Hercules, CA, USA)을 이용하여 real-time PCR 분석을 수행하였다. 

18s rRNA로 보정된 타겟 mRNA의 상대적인 양은 2−∆Ct method를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Primer sequence는 다음과 같다.

5’-CCAAGTCTTCTCAGCGCCAT-3’(CCL3-forward) 

5’-TCCGGCTGTAGGAGAAGCAG-3’(CCL3-reverse)

5’-GGAGTATTTCTACACCAGCA-3’(CCL5-forward) 

5’-CGGTTCCTTCGAGTGACAAA-3’(CCL5-reverse) 

5’-GGGCCTGCTGTTCACAGTT-3’(MCP-1-forward) 

5’-CCAGCCTACTCATTGGGAT-3’(MCP-1-reverse) 

5’-GTAACCCGTTGAACCCCATT-3'



(18s rRNA-forword) 

5’-CCATCCAATCGGTAGTAGCG-3’

(18s rRNA-reverse)

10. 사염화탄소(CCl₄)유도 간 섬유화 동물 실험

8주령 C57BL6/J male 마우스에 CCl₄를 corn oil(희석 비율 1:4)을 

vehicle로 하여 3주 동안 주 2회, 0.5 ml/kg 용량으로 복강 내 

투여하여 간 섬유화를 유도하였다. 대조군 마우스에 동일한 양의 

vehicle을 주 2회, 복강 내 투여하였다. 동시에 Auranofin을 60% 

PEG400(PEG400과 생리식염수를 2:3 비율로 섞어 만듦) 에 녹여 1, 

3, 10mg/kg 용량으로 주 5회 경구 투여하였다. 간을 일정하게 잘라 

조직학적 분석을 위하여 formalin(Sigma-Aldrich, St. Louis, MO, 

USA)에 고정하였으며, 단백질 및 mRNA 분리 단계를 거쳤다. 또한 

혈액을 채취하여 혈액화학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11. 티오아세타마이드(TAA)유도 간 섬유화 동물 실험 

5주령 BALB/c male 마우스에 TAA를 생리식염수를 vehicle로 하여 

8주 동안 주 2회, 100mg/kg 용량으로 복강 내 투여하여 간 섬유화를 

유도하였다. 대조군 마우스에 동일한 양의 vehicle을 주 2회, 복강 내 

투여하였다. 동시에 Auranofin을 60% PEG400(PEG400과 

생리식염수를 2:3 비율로 섞어 만듦) 에 녹여 1, 3, 10mg/kg 용량으로 

주 5회 경구 투여하였다. 간을 일정하게 잘라 조직학적 분석을 위하여 

formalin(Sigma-Aldrich, St. Louis, MO, USA)에 고정하였으며, 



단백질 및 mRNA 분리 단계를 거쳤다. 또한 혈액을 채취하여 

혈액화학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12. 조직병리학적 분석 (Histopathological analysis)

간 조직 절편을 formalin으로 고정한 후,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

실 임성철 교수 연구팀에 의뢰하여 masson’s trichrom staining을 수

행하고 fibrosis score를 측정하였다. 

13. 혈액의 화학적 분석

혈청의 alanine transaminase (ALT), aspartate transaminase 

(AST), total bilirubin (TBIL), direct bilirubin (DBIL), lactate 

dehydrogenase (LDH), gamma(γ)-glutamyl transferase (GGT), 

albumin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실험동물실 김상아 수의사에게 의뢰하

여 자동 혈액 분석기인 SpectrumⓇ[(Abbott Laboratories, Abbott 

Park, IL)]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4.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간 검체를 절편으로 만들었고 조직 절편은 10% buffered neutral 

formalin으로 고정하고 파라핀에 매몰하였다. 이후 4 μm 두께로 절단

하여 슬라이드에 표본을 고정시키고 염색하여 분석하였다.

15. 통계처리방법(Statistical analysis)



Densitometric analysis는 multiguage software (Fujifilm, Tokyo, 

Japan)과 Image J 1.46r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그룹 간의 유의성 검

정은 student’s t-test를 이용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성은 p<0.05, 

p<0.01, p<0.005를 기준으로 표기하였다.



Ⅲ. 실험 결과

1. Auranofin의 대식세포 분화 조절

Auranofin이 대식세포의 분화를 조절함으로써 염증 반응의 진행

을 억제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auranofin이 M1으로의 분화를 억제하고 

M2로의 분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마우스 대식세포주 Raw264.7 세포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M1 

유형 대식 세포 유도 인자인 LPS, IFN-γ를 10 ng/ml씩 처리함과 동

시에 auranofin을 농도 별로 처리한 결과, M1 marker인 iNOS의 단백

질 발현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31). 그리고 염증 지

표인 COX-2의 단백질 발현 역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Fig 1A).  IL-4를 20 ng/ml 처리하여 대식세포를 M2 유형으로 유

도하고 auranofin을 처리한 결과, M2 marker인 arginase-1의 단백질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3 μM의 농도에서는 다시 억

제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고, 이는 비특이적 분화 억제로 추측할 수 

있다(Fig 1B). Auranofin과 함께 골드 제제에 속하는 다른 약물인 

aurothiomalate 및 aurothioglucose에 대하여 평가를 하였다. 그 결과 

두 가지 약물 모두 M1 marker인 iNOS의 단백질 발현 감소를 보였다. 

하지만 COX-2 발현의 변화는 확인할 수 없었다(Fig 1C). 상기 결과

로, 골드 제제는 대식세포에서 염증성 M1으로의 분화를 억제하는 효과

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1. Effect of gold salts on macrophage polarization.

(A) iNOS (M1 marker) and COX-2 protein expression on 

Raw264.7 cells(mouse macrophage cell line) after 

six-hour-incubation; significant versus control, *** p<0.005 

; significant versus LPS, INF-γ treated group, ### 

p<0.005. 

(B) arginase-1 (M2 marker) protein expression on Raw264.7 

cells after 24-hour-incubation; significant versus control, 

*** p<0.005 ; significant versus IL-4 treated group, ### 

p<0.005.

(C) iNOS and COX-2 protein expression on Raw264.7 cells after 

aurothiomalate and aurothioglucose. This experiment is 

performed twice independently.



2. 사염화탄소 모델에서의 auranofin에 의한 간 섬유화 

억제 효과

     Auranofin의 간 섬유화 억제 효능을 증명하기 위하여 초기 섬유화 

모델로 사염화탄소(CCl₄) 모델을 선택하였다. CCl₄를 0.5 ml/kg 용량

으로 3주간 주 2회 복강 내 투여하였고, auranofin은 1, 3, 10 mg/kg 

용량으로 주 5회 경구 투여한 후 섬유화 진행 정도를 평가하였다. 추가

로 혈청 alanine transaminase(ALT), aspartate transaminase(AST), 

total bilirubin(TBIL), direct bilirubin(DBIL)을 측정하였다

(Supplementary table 1). CCl₄의 투여로 섬유화 스코어 상 평균 1.5 

정도의 mild한 섬유화가 유도되었다. Auranofin 3, 10 mg/kg 군에서 

섬유화 스코어가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얻지 못하였다 (Fig 2A). Masson’s trichrome 염색 후 조직병리학적 

평가를 내린 결과, auranofin 10 mg/kg 군에서 눈에 띄는 섬유화의 개

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B).  한편,  auranofin 10 mg/kg 투여 

군에서 간 섬유화 및 성상세포 활성화 지표인 collagen1a1과 α-SMA

의 단백질 발현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관찰하였다(Fig 2C). 본 실험

을 통하여 auranofin이 초기 섬유화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Figure 2. Effect of auranofin on the CCl₄-induced liver fibrosis 

mouse model. 

(A) Fibrosis scoring analysis in the CCl₄ treated mouse 

experiment model(stage 0. none; stage 1. enlarged, fibrotic 

portal areas; stage 2. periportal or portal-portal septa but 

intact architecture; stage 3. fibrosis with architectural 

distortion but no obvious cirrhosis; stage 4 : probable or 

definite cirrhosis).

(B) Histological analysis(Masson’s trichrome staining, x10) in 

the CCl₄ treated mouse experiment model.

(C) Col1a1 and α-SMA protein expression in each group: 

control mice, CCl₄-treated mice, CCl₄-treated auranofin 

10 mg/kg-administrated mice. Control group mice were 

treated with corn oil as a vehicle, and CCl₄ group mice 

were administrated with CCl₄(0.5 ml/kg, 20% diluted with 

corn oil) for 3 weeks, twice per week. Auranofin was 

diluted with 60% PEG400 and administrated for 3 weeks, 

five times per week. 



3. 티오아세타마이드 모델에서의 auranofin에 의한 간 

섬유화 억제 효과

    말기 섬유화 모델로 티오아세타마이드(TAA) 모델을 선택하였다. 

TAA를 100 mg/kg 용량으로 8주간 주 2회 복강 내 투여하였고, 

auranofin은 1, 3, 10 mg/kg 용량으로 주 5회 경구 투여한 후 섬유화 

진행 정도를 평가하였다. 추가로 혈청 alanine transaminase(ALT), 

aspartate transaminase(AST), total bilirubin(TBIL), lactate 

dehydrogenase (LDH), gamma(γ)-glutamyl transferase (GGT), 

albumin을 측정하였다(Supplementary table 2). TAA의 투여로 

fibrosis 상 3 정도의 severe한 섬유화가 유도되었다. 또한 auranofin 

10 mg/kg 군에서 유의미한 fibrosis score의 감소를 보였다(Fig 3A). 

Masson’s trichrome 염색 후 조직병리학적 평가를 내린 결과, 약물의 

투여로 인한 섬유화의 개선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3B). α-SMA의 

단백질 발현을 평가한 결과, TAA의 투여로 증가한 α-SMA의 발현이 

auranofin의 투여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C). 또한, TAA의 투여로 liver weight/body weight가 증가하였고, 

auranofin의 투여로 인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auranofin 10 mg/kg 단독 투여 군에서 측정한 liver weight/body 

weight가 대조군에 비해서도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D). 따라서 본 실험을 통하여 auranofin이 TAA 유도 간 섬유화

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ure 3. Effect of auranofin on the 

Thioacetamide(TAA)-induced liver fibrosis mouse model

(A) Fibrosis scoring analysis in the TAA treated mouse 

experiment model(stage 0. none; stage 1. enlarged, fibrotic 

portal areas; stage 2. periportal or portal-portal septa but 

intact architecture; stage 3. fibrosis with architectural 

distortion but no obvious cirrhosis; stage 4 : probable or 

definite cirrhosis). Significant versus TAA-treated group, 

*** p<0.005.

(B) Histological analysis(Masson’s trichrome staining, x10) in 

the TAA treated mouse experiment model.

(C) α-SMA protein expression in each group: control mice, 

TAA-treated mice, TAA-treated auranofin 1 

mg/kg-administrated mice, TAA-treated auranofin 3 

mg/kg-administrated mice, TAA-treated auranofin 10 

mg/kg-administrated mice, control auranofin 

10mg/kg-administrated mice. Control group mice were 



treated with normal saline as a vehicle, and TAA group 

mice were administrated with TAA(100mg/kg diluted with 

normal saline) for 8 weeks, twice per week. Auranofin was 

diluted with 60% PEG400 and administrated for 8 weeks, 

five times per week. Significant versus control group, 

***<0.005; significant versus TAA-treated group, # p<0.05, 

### p<0.005.

(D)  Liver weight/body weight analysis in each group. Significant 

versus control group, *** p<0.005; significant versus 

TAA-treated group, ### p<0.005.



4. 대식세포의 케모카인 및 사이토카인 분비에 대한 

auranofin의 효과

    다음으로, 대식 세포가 분비하는 다양한 종류의 케모카인과 사이토

카인의 발현에 대한 약물의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간 섬유화 과정

에서 CCL1, CCL3(MIP-1-alpha), CCL5(RANTES), 

MCP-1(CCL2), CXCL1, CXCL4, CXCL10 등과 같은 케모카인들은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을 유인함으로써 염증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3). 이를 바탕으로 하여, Raw 264.7 세포를 M1으로 유도한 

후 auranofin을 처리하고 CCL3, CCL5, MCP-1 의 발현을 평가하였

다. Real-time PCR을 통해 실시간으로 분석한 결과, 약물의 처리에 따

라 CCL3, CCL5, MCP-1의 mRNA 발현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4A). 또한,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섬유화를 악화시키는 

사이토카인인 IL-6(4)의 발현을 확인하였다.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conventional PCR 분석을 통해 IL-6의 발현을 관찰한 결과, 

auranofin 3 μM 농도에서 IL-6의 mRNA 발현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을 확인하였다(Fig 4B). 한편, 마우스에서 간 섬유화 진행을 늦춘다고 

보고 된 바 있는 사이토카인인 IL-10(5)의 발현도 평가하였다. Raw 

264.7 세포를 M2로 유도한 후 auranofin을 24시간 동안 처리하고 

conventional PCR을 통해 분석한 결과, 농도의존적으로 IL-10의 

mRNA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다(Fig 4B). 즉, auranofin은 대

식 세포 분화 조절을 통해 섬유화 유도 케모카인과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억제하고 항섬유화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증가시킴으로써 간 섬유화 억제 

효과를 가진다고 사료된다.





Figure 4. Decreased mRNA expression of inflammatory mediators 

in auranofin-treated Raw264.7 cells.

(A) Real-time PCR analysis of CCL3, CCL5, MCP-1 gene 

expression.

(B) Conventional PCR analysis of IL-6, IL-10 gene expression



5. 일차 배양 간세포의 생존에 대한 auranofin의 효과

다음으로 간세포(Hepatocyte)에 대한 auranofin의 약효를 

평가하였다. auranofin이 실제 간 섬유화 치료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간세포에 대한 독성이 없어야 한다고 보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 방법에 기술한 바와 같이 마우스 일차배양간세포를 분리하여 

약물을 처리하였다. 약물의 농도 범위는 대식 세포에서 세포 사멸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표현형 조절을 유발하는 농도를 

사용하였다(Supplementary data 3). 24시간 동안 약물을 처리하여 

실시간으로 세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약물의 처리에 따른 세포 

생존률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Fig A, C). Trypan blue 

assay를 통해서도 같은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Fig B). 즉, 

auranofin은 대식 세포의 분화를 조절하는 농도에서 간세포에 대한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Figure 5. Effect of auranofin on cell viability of primary 

hepatocytes.

(A) Image pictured by IncuCyte ZOOMⓇ(ESSEN BioScience, MI, 

USA) after 24-hour-incubation. Magnification is 10X.

(B) Cell viability was analyzed by trypan blue assay after 

24-hour-incubation.

(C) Cell confluency was measured by calculating phase percent.



6. 간 성상세포주의 증식 및 세포사멸에 대한 auranofin

의 효과

다음으로 간 성상세포에 대한 약물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정상 

조직에서 간 성상세포는 간을 구성하는 세포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11), 비타민 A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간이 여러 

종류의 인자들에 의해 손상을 받게 되면, 간 성상세포의 활성화와 

증식이 일어나고, 활성화된 성상세포는 콜라겐을 분비하여 섬유화를 

촉진하게 된다(12). 티오아세타마이드 투여 마우스 간 조직을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을 통해 분석한 결과, 티오아세타마이드 투여로 

증가한 간 성상세포의 활성화와 증식이 약물의 처리에 의해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Fig A). LX-2 Nuclight 세포를 구축하여 정상 

배양 배지 조건에서 실시간으로 세포를 분석한 결과, 비교적 

저농도에서부터 auranofin에 의해 세포의 증식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B, C). 강력한 간 성상세포의 증식인자로 알려진 

사이토카인인 PDGF-β(18)에 대한 반응성을 평가한 결과, PDGF-β 

100 ng/ml의 처리에도 불구하고 auranofin 0.3 μM에서 유의미한 

세포 증식 억제 및 세포 사멸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D). Serum 고갈 

배양 조건에서 실시간 세포 분석을 통해 auranofin 0.3 μM 농도에서의 

세포 수 감소를 확인하였다(Fig E). 이를 바탕으로 auranofin이 간 

성상세포의 세포 자멸사를 유도한다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다. caspase 

3/7 기질을사용하여 실시간 세포 분석을 수행한 결과, auranofin 0.1 

μM에서 caspase 3/7 활성이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40시간 째의 caspase 3/7 활성을 정량한 결과, 약 두 배 

가까운 활성의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다(Fig F). Auranofin이 간 

성상세포의 증식 및 세포 사멸뿐만 아니라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TGF-β1/SMAD 신호 전달 체계에 대한 

약효를 평가하였다(19). TGF-β 2.5 ng/ml를 1시간 처리하고 

auranofin에 의한 p-SMAD2, SMAD2, p-SMAD3 의 발현을 평가한 

결과, 유의미한 단백질 발현양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20). 상기 

결과를 종합해보면 auranofin은 간 성상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세포자멸사를 유발한다. 이와 같은 작용을 통해 auranofin은 간 

섬유화에 대한 보호 효능을 가지며, 이는 TGF-β1/SMAD 신호 

체계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6. Effect of auranofin on proliferation and apoptosis of 

LX-2 cells.

(A) α-SMA and desmin immunohistochemistry. anti-α-SMA 

antibody is used with 1:100 ratio. anti-desmin antibody is 

used with 1:50 ratio.

(B) Image pictured by IncuCyte ZOOMⓇ(ESSEN BioScience, MI, 

USA) at 64 hours prior to beginning of the experiment. 



Magnification is 10X.

(C) Effect of auranofin on proliferation in LX-2 cells.

(D) Effect of auranofin on PDGF-β-induced proliferation in 

LX-2 cells. Serum was starved for 24 hours before PDGF-

β and auranofin are treated. Significant versus control 

group, ***<0.005; significant versus PDGF-β-treated group, 

### p<0.005.

(E) Cell confluency was measured by calculating average red 

object area (μm²)

(F) Caspase 3/7 activity of LX-2 cells for evaluating cell 

apoptosis. Significant versus control group, ***<0.005.

(G) Effect of auranofin on expression of TGF-β1-induced 

p-SMAD2, p-SMAD3, SMAD2. LX-2 cell was incubated for 

1 hour. 



7. Thioredoxin reductase/Thioredoxin system에 작

용하는 auranofin의 약리 기전

Auranofin이 대식 세포 및 간 성상세포에서 보이는 약효에 대한 

기전을 규명하고자, 세포 내 항산화 체계인 thioredoxin 

reductase/thioredoxin system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auranofin은 thioredoxin reductase를 저해하는 활성을 

가진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13, 14). Thioredoxin reductase는 

selenium을 포함한 산화환원효소로 산화형의 thioredoxin을 다시 

환원형으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고, 이 반응에는 NADPH가 

관여한다고 알려져있다(15). Thioredoxin reductase는 항산화작용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세포의 증식 및 세포자멸사와 관계된 신호 체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16, 17). Thioredoxin reductase 1 및 

thioredoxin 1은 주로 세포질에 존재하고, thioredoxin reductase 2 및 

thioredoxin 2는 주로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한다(15). Auranofin 약리 

기전 연구의 시작으로써, 우선 비환원형 및 환원형 조건으로 나누어 

thioredoxin reductase 1/2 및 thioredoxin 1/2를 웨스턴 블롯으로 

정량하였다. Auranofin이 단백질의 –SH기와 결합하여 작용할 것이라고 

가정하여, 단백질의 이황화결합을 잘 보존하기 위해 비환원형 조건을 

설계하였다. 비환원형 조건은 단백질 샘플링 마지막 단계에서 

β-mercaptoethanol을 제외하고 가열 단계를 생략하여 진행한 것이며, 

환원형 조건은 일반적으로 수행된 실험 방법을 따른 것을 의미한다. 

Raw264.7 세포에서 auranofin을 처리하고 thioredoxin reductase 

1을 정량 한 결과, 비환원형 조건에서는 100 kDa 근처의 단백질 

발현이 감소하고, 55 kDa 근처의 발현양이 증가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환원형 조건에서는 100 kDa 부근의 단백질 발현이 



나타나지 않았고, 55 kDa 근처에서만 나타났으며 발현양의 차이는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A).  Thioredoxin 1의 경우 비환원형 및 

환원형 조건에서 25 kDa 부근의 단백질 발현양이 미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환원형 조건에서 15 kDa 부근의 밴드가 굵게 

나타났으며, 환원형 조건에서 15 kDa 부근의 단백질 발현양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A). LX-2 세포에서 

auranofin을 처리하고 thioredoxin reductase 1을 정량 한 결과, 

비환원형 조건에서는 100 kDa 근처의 단백질 발현이 약간 증가하여 

일정하게 유지되고, 130 kDa 근처의 발현양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환원형 조건에서는 100 kDa 이상에서는 

단백질 발현이 나타나지 않았고, 55 kDa 근처에서만 나타났으며 

발현양의 차이는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B). Thioredoxin 1의 

경우 두 조건 모두에서 25 kDa, 15 kDa의 단백질이 검출되었으며, 

약물의 처리에 따른 발현양의 변화는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B). 

Raw264.7 세포에서 auranofin을 처리하고 thioredoxin reductase 2를 

정량 한 결과, thioredoxin reductase 1과는 다르게 100 kDa 

부근에서는 단백질의 발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환원형 및 환원형 조건에서 모두 55 kDa 근처의 단백질 발현양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또한, thioredoxin 2의 경우 

비환원형 및 환원형 조건에서 단백질 발현양의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Fig C). LX-2 세포에서 auranofin을 처리하고 비환원형 

조건에서 thioredoxin reductase 2를 정량한 결과, 70 kDa과 100 

kDa 사이에서 단백질이 관찰되었으며 약물의 처리에 따라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환원형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 동일한 

위치에서 밴드가 관찰되었으며 약물의 처리에 따른 발현양의 변화는 



없었다. 비환원형 조건에서 thioredoxin 2를 정량한 결과 40 kDa 

부근의 단일 밴드로 나타났으며, 약물의 처리에 따른 발현양의 변화는 

없었다. 환원형 조건에서는 15 kDa 부근의 단일 밴드로 단백질을 

관찰할 수 있었고, 역시 약물의 처리에 따른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Fig D).

Auranofin에 의한 thioredoxin reductase 및 thioredoxin 발현의 변화

가 대식 세포 및 간 성상세포에서 보이는 약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이라 가정하여, -SH기 공여자인 N-acetylcystein을 전 처리하는 실험

을 디자인하였다. Raw 264.7 세포에서 N-acetylcystein 3mM을 1시

간 전 처리하고 auranofin을 처리한 결과, iNOS 및 COX-2 발현양의 

감소가 유의미하게 반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LX-2 세포에서 

N-acetylcystein 1mM을 1시간 전 처리하고 auranofin을 처리한 결과, 

약물에 의한 세포의 증식 억제가 유의미하게 회복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E). 다음으로, thioredoxin system과 약효 사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thioredoxin overexpression vector를 세

포에 형질 주입하는 실험을 디자인하였다. XFp analyzer를 사용하여 

Raw 264.7 및 LX-2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호흡을 측정한 결과, 대조군

에 비하여 auranofin 처리 군에서 OCR 값이 유의미하게 낮아져 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Supplementary figure 2) 우선 thioredoxin 2 과발현 

벡터를 Raw 264.7 및 LX-2 세포에 형질 주입하였다. Raw 264.7 세

포를 M1으로 유도하고 auranofin을 처리한 결과, 억제되었던 iNOS와 

COX-2 단백질 발현 양이 thioredoxin 2 과발현 군에서 부분적으로 회

복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간 성상세포에서는 대조군 및 auranofin 

0.1 μM 군에서 thioredoxin 2 과발현 벡터 주입으로 인해 세포 생존

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auranofin 0.3 μM 



군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를 관찰할 수 없었다(Fig F). 다음으로, 

thioredoxin 1 과발현 벡터를 사용하여 동일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하지

만 thioredoxin 1 과발현 벡터 주입은 Raw 264.7 세포에서 iNOS와 

COX-2 단백질 발현양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억제하였다. 그

리고 간 성상세포에서 역시 효과의 반전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농도 의

존적인 세포 사멸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였다(Fig G). 상기 결과로 대

식세포의 분화를 조절하고 간 성상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auranofin의 

작용은, 그것의 thioredoxin reductase/thioredoxin 억제 작용과 부분적

인 관련이 있고, 특히 미토콘드리아 형태인 thioredoxin reductase 및 

thioredoxin 2가 핵심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Figure 7. Pharmacological mechanism of auranofin through 

thioredoxin reductase/thioredoxin system

(A) Protein expression of thioredoxin reductase 1 and 

thioredoxin 1 in Raw264.7 cells. Upper panel is a result of 

non-reducing condition, lower panel is a result of reducing 

condition. Incubation time was 18 hours. Significant versus 

control group, **<0.01, ***<0.005. 

(B) Protein expression of thioredoxin reductase 1 and 

thioredoxin 1 in LX-2 cells. Upper panel is a result of 

non-reducing condition, lower panel is a result of reducing 

condition. Incubation time was 24 hours.



(C) Protein expression of thioredoxin reductase 2 and 

thioredoxin 2 in Raw 264.7 cells. Upper panel is a result of 

non-reducing condition, lower panel is a result of reducing 

condition. Incubation time was 18 hours. Significant versus 

control group, **<0.01, ***<0.005. 

(D) Protein expression of thioredoxin reductase 2 and 

thioredoxin 2 in LX-2 cells. Upper panel is a result of 

non-reducing condition, lower panel is a result of reducing 

condition. Incubation time was 24 hours. Significant versus 

control group, ***<0.005; n.s., not significant.

(E) Left panel : iNOS (M1 marker) and COX-2 protein 

expression on Raw264.7 cells(mouse macrophage cell line) 

after six-hour-incubation. N-acetylcystein(NAC) 3mM was 

diluted in sterile water and pre-treated 1 hour earlier. 

Significant versus control group, *<0.05, ***<0.005; 

significant versus LPS, IFN-γ and auranofin treated group, 

#<0.05. Right panel : Cell proliferation curve of LX-2 cells. 

N-acetylcystein(NAC) 1mM was diluted in sterile water and 

pre-treated 1 hour earlier. Significant versus NAC and 

auranofin 0.1 μM treated group, ##<0.01, ###<0.005 for 

each point of times; significant versus NAC and auranofin 

0.3 μM treated group, ***<0.005 for all points of times.

(F) Left panel : iNOS (M1 marker) and COX-2 protein 

expression on Raw264.7 cells(mouse macrophage cell line) 

after six-hour-incubation. Thioredoxin 2 over-expressed 



vector was transfected with lipofectamineⓇ reagent for 800 

ng/well. O/E; over-expression. Right panel : cell confluency 

was measured by calculating average red object area (μ

m²). Thioredoxin 2 over-expressed vector was transfected 

with lipofectamineⓇ reagent for 120 ng/well. O/E; 

over-expression.

(G) Left panel : iNOS (M1 marker) and COX-2 protein 

expression on Raw264.7 cells(mouse macrophage cell line) 

after six-hour-incubation. Thioredoxin 1 over-expressed 

vector was transfected with lipofectamine® reagent for 800 

ng/well. O/E; over-expression. Right panel : cell confluency 

was measured by calculating average red object area (μ

m²). Thioredoxin 1 over-expressed vector was transfected 

with lipofectamineⓇ reagent for 120 ng/well. O/E; 

over-expression.



Ⅳ. 고찰 및 결론

본 논문은 1985년 5월 미국 FDA의 허가를 받은 항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인 auranofin이 간 섬유화의 진행에 있어서 보호 효능을 

가진다는 것을 최초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auranofin은 대식세포에 작용하여 염증성 M1으로의 분화를 

억제하고, 항염증성 M2로의 분화를 유도한다. Auranofin 1 μM 

농도에서 유의미한 iNOS, COX-2 발현의 감소와 arginase-1 발현의 

증가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3 μM의 농도에서는 M2 marker인 

arginase-1의 발현이 다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auranofin의 농도가 증가할 수록 비 특이적인 대식세포의 분화 

억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Auranofin과 같이 골드 

제제에 속한 aurothiomalate와 aurothioglucose에 대해서도 같은 

실험을 진행한 결과, M1으로의 억제는 iNOS 발현 감소를 통해 

확인하였지만 COX-2 발현의 변화는 확인할 수 없었다. 골드 제제 중 

auranofin과 aurothiomalate 만이 FDA의 허가를 받아서 임상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1). 하지만 auranofin이 더 흔하게 사용되는 이유가 

근육 주사로 사용되는 aurothiomalate와 달리 경구 제제인 것도 

있겠지만(2), 이와 같이 COX-2에 대한 약물의 효과도 임상에서의 

유효성 평가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추측한다.

대식세포의 분화 조절이 섬유화 진행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의 연구 

보고가 많다. 일례로, 대식세포가 TGF-β 신호 체계에 관여함으로써 

신장 섬유화를 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가 있으며(32), 섬유화 

동물 모델과 실제 섬유화 질환 환자들에게서 대식 세포의 분화 조절이 



중요함을 기술한 리뷰 논문이 있다(33). 또한, 대식세포 분화 조절이 

블레오마이신 유도 폐 섬유화 진행의 핵심이 된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34). 이 같은 선행 논문 결과를 토대로, auranofin의 대식세포 

분화 조절이 섬유화 질환의 개선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간 섬유화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초기 섬유화 

모델로 선택한 사염화탄소(CCl₄) 모델에서는 섬유화 스코어의 

유의미한 개선은 얻지 못했지만, 조직 염색 결과의 개선과 섬유화 및 간 

성상세포 활성화 지표인 col1a1 및 α-SMA 발현의 뚜렷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혈액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인 

ALT(U/L) 및 DBIL(mg/dl)의 개선이 나타났지만, 수치 변동 폭이 

미미하여 임상으로 의미를 부여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염화탄소(CCl₄)보다 더 확실한 섬유화의 유도를 얻기 위해서 

티오아세타마이드(TAA) 모델을 추가적으로 디자인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35). 그 결과 BALB/c 마우스에서 스코어 3 정도의 

섬유화를 얻을 수 있었으며, auranofin의 투여에 따른 스코어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직 염색 결과 및 α-SMA 단백질 발현의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liver weight/body weight 역시 auranofin 3, 10 

mg/kg 용량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auranofin 10 

mg/kg 단독 투여 군에서 liver weight/body weight 가 대조군에 

비하여 눈에 띄게 감소해있다는 것이다. 혈액데이터로 미루어 보건대, 

비 특이적인 간 독성은 아닐 것이라 사료되고 만성 염증으로써의 간 

섬유화 진행에 있어서는 이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대식 세포의 분화 조절과 간 섬유화 억제 사이의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해서 대식 세포가 분비하는 다양한 종류의 케모카인과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염증을 악화시키는 케모카인인 CCL3, 



CCL5, MCP-1 및 섬유화 사이토카인인 IL-6의 발현이 약물의 처리에 

따라서 감소하고, 항섬유화 사이토카인인 IL-10의 발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케모카인의 활성은 간 섬유화에서 염증 

반응에 큰 역할을 한다. 특히, MCP-1의 경우 염증성 M1 대식세포의 

화학 주성과 관련 있으며 이로 인해 간 섬유화 모델에서 Ly-6C+ 

단핵구를 끌어들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36, 37). 

뿐만 아니라 신 혈관생성을 유도함으로써 간 섬유화를 악화시킨다고 

보고된 바 있다(36). 다른 선행 연구에서도 대식 세포가 염증성 

케모카인들을 매개로 하여 간 섬유화의 진행을 촉진시키고, NF-κB 

활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38, 39). 한편, 

IL-10의 경우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으로 잘 알려져있다(40). 한 연구에 

따르면, 간 섬유화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CD11b(+) Gr1(+) 골수 

유래 대식세포가 IL-10을 매개로 하여 작용한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41). 이렇듯 auranofin은 대식세포 분화 조절 뿐만 아니라 

대식세포가 분비하는 여러 염증성 섬유화 유도 매개 인자의 분비를 

억제하고, 항 염증성 및 항 섬유화 인자의 발현을 증가시킴으로써 

염증의 진행을 억제하고 간 섬유화의 진행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간세포(Hepatocyte)에 대한 auranofin의 약효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간세포는 간 질량의 70~85%를 구성하는 실질 

조직으로(6), 단백질의 합성과 저장, 외인성 물질의 해독, 담즙의 합성과 

분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7). 이러한 간세포가 알코올, 독성 물질, 

감염, 지방간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면 세포의 괴사가 

일어나거나 IL-33과 같은 사이토카인이 분비된다(8). 세포의 괴사에 

의해 분비되는 세포 내 물질은 간에 상주하는 대식세포인 쿠퍼셀을 



활성화시키고, 간 성상세포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만성 염증과 간 

섬유화를 유도한다(9). 또한 IL-33을 포함하여 활성화된 쿠퍼셀이 

분비하는 케모카인과 사이토카인들은 섬유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10). 그렇기 때문에 auranofin이 간 섬유화 치료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간세포에 대한 독성이 없어야 한다고 보았다. 

일차배양간세포를 분리하여 auranofin을 처리한 결과, 간 성상세포뿐만 

아니라 대식세포주에서 사용한 약물의 농도에서도 세포 사멸이 일어나지 

않았고 세포의 표현형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auranofin은 간세포에서 독성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간 섬유화의 진행을 

억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간 성상세포에서는 auranofin이 세포의 성장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세포 사멸까지 일으킨다는 결과를 얻었다. Auranofin은 간 

섬유화의 진행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콜라겐 생성 세포를 강하게 

억제함으로써 섬유화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흥미롭게도 이와 같은 약효는 0.1 ~ 0.3 μM 정도의 상당한 

저농도에서 나타났으며, 이는 대식세포주에서 사용한 농도의 약 1/10에 

해당한다. 대식세포와 간세포에서는 3 μM에서도 세포의 사멸이 

관찰되지 않는데, 간 성상세포에서는 0.3 μM에서도 세포 사멸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에 주목해보았다. 이와 같은 약효의 차이는 세포 

내 auranofin의 작용을 길항할 수 있는 어떠한 단백질의 유무 혹은 

함량의 차이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한편, 간세포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은 GSH 함량(5mM)을 가지고 항산화 및 해독작용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이다(42). Auranofin은 대표적인 항산화 효소인 

thioredoxin reductase의 억제제로 보고된 바(13, 14), 세포 내 

thioredoxin reductase 및 thioredoxin 함량 혹은 작용의 차이로 



대식세포 및 간 성상세포에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며 간세포에서는 

높은 GSH 함량으로 인해 약물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길항작용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선행 논문과 실험 

결과를 가지고 auranofin의 기전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우선, 대식세포주 및 간 성상세포주에서 thioredoxin reductase 및 

thioredoxin 발현의 양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단백질의 이황화결합을 

잘 보존하기 위해 비환원형 조건 및 환원형 조건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비환원형 조건에서 대식세포주의 thioredoxin reductase 

1의 발현을 확인한 결과, 약물의 처리에 의해 100 kDa의 단백질 

발현이 줄어들고 55 kDa의 단백질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thioredoxin reductase 1은 

동형이합체(homodimer)로 그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43, 44), 본 

연구에서 사용한 thioredoxin reductase 1 항체는 55 kDa 부근에서 

단백질의 발현을 검출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있다. 그리고 환원형 

조건에서는 55 kDa 부근에서만 단백질이 검출되고 발현양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auranofin의 처리에 의해서 활성형 이합체 

thioredoxin reductase 1이 단량체로 분해되고, 절대적인 효소의 

양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비환원형 및 

환원형 조건에서의 thioredoxin 1의 발현을 비교 평가한 결과 25 kDa 

부근의 단백질의 발현은 비특이적 단백질의 검출로 생각할 수 있다. 15 

kDa 부근의 단백질이 실제 thioredoxin 1 이고 환원형 조건에서 이 

것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 auranofin에 의해 thioredoxin 1의 발현이 

감소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하지만 이 thioredoxin 1이 실제로 

기능하는 형태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 한편, 

auranofin에 의한 간 성상세포주에서의 thioredoxin reductase 1 



발현은 약간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비환원형 조건에서 약물의 처리에 

의해 130 kDa 부근의 단백질 발현이 증가하였는데, 이를 통해 약물이 

동형이합체에 결함함으로써 그 활성을 억제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환원형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 단량체의 절대적인 양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간 성상세포주의 thioredoxin 1 발현의 

변화는 비환원형 조건 및 환원형 조건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미토콘드리아 형태인 thioredoxin reductase 2에 대해서도 동일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비환원형 및 환원형 조건으로 나누어 대식세포의 

thioredoxin reductase 2 발현을 관찰한 결과 두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 번째로 thioredoxin reductase 2의 경우 동형이합체가 아닌 

단량체(55 kDa)로 검출이 된다. 그리고 auranofin의 처리에 의해 

절대적인 단백질 발현양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 활성형 효소가 약물에 

의해 분해될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결론이다. 한편 간 성상세포에서는 

70 kDa 부근에서 단량체의 thioredoxin reductase 2가 검출되었고, 

auranofin 0.1 μM 처리 군에서 밴드의 이동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간 성상세포주에서는 thioredoxin reductase 1, 2 모두 약물의 

결합에 의한 효소의 비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다만 차이는 단량체 단백질의 발현인데, thioredoxin reductase 1의 

경우 약물에 의해 효소의 유도와 결합에 의한 비 활성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thioredoxin reductase 2의 경우 약물에 의한 효소의 유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리고 대식세포주에서는 

약물의 처리에 의해 thioredoxin reductase 2의 분해가 일어나는 것에 

비해 간 성상세포주에서는 효소의 절대량 변화는 확인할 수 없었다. 

약물에 의한 thioredoxin 2 발현의 변화는 두 세포주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간 성상세포에서 thioredoxin 2의 기능 형태는 40 



kDa의 단백질로써 이루어질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며, 실제로 이러한 

비 환원형 및 환원형의 thioredoxin이 약물의 처리에 의해 기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다음으로, 약물의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SH 공여자인 

N-acetylcystein(NAC)를 처리하였다. NAC의 처리에 의해 

thioredoxin reductase 및 thioredoxin이 환원형으로 계속 유지되어 

auranofin의 작용점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결과, 

대식세포의 M1 분화 억제 효과의 반전 및 간 성상세포의 증식 억제 

효과의 유의미한 반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auranofin의 효과는 

단백질의 –SH기 억제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 단백질이 

thioredoxin reductase  1/2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thioredoxin 1/2 과발현 벡터를 두 세포에 주입하였다. Thioredoxin 

reductase 1/2 과발현 벡터를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포유류 

thioredoxin reductase 의 selenocystein기 단백질 서열에 종결 코돈이 

포함되어있어 그 실험 디자인이 매우 제한적이다(45). Thioredoxin 

2를 과발현 시킨 결과, 대식세포 M1 분화 억제 효과가 부분적으로 

반전되었다. 또한 간 성상세포의 증식 억제 효과 역시 반전되었지만, 

auranofin 0.3 μM 및 thioredoxin 2 과발현 군에서는 오히려 세포의 

사멸이 관찰되었다. 그러므로 auranofin의 약효는 thioredoxin 

reductase 및 thioredoxin 2를 매개로 일어나지만, 이 것이 전부는 

아니고 다른 기전이 추가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한편 

Thioredoxin 1을 과발현 실험 결과, 오히려 약효가 증강되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대식세포 M1 분화가 더 확실히 억제되었으며, 간 

성상세포주에서는 대조군의 Trx1 과발현만으로도 강한 세포 사멸 



현상이 관찰되었다. 티오아세타마이드 유도 간 섬유화 마우스 모델에서 

thioredoxin을 과발현시켰을 때 간 섬유화의 진행이 억제되었다는 선행 

연구가 있는데, 본 실험 결과는 오히려 이 논문의 결론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50). 따라서 thioredoxin reductase 1 및 

thioredoxin 1에 대한 auranofin의 작용과 간 섬유화에 대한 억제 

효과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를 thioredoxin reductase 2 및 thioredoxin 2와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추가 실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이 

thioredoxin 1/2 과발현 실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첫 

번째는 thioredoxin 1/2 과발현 만으로도 대식세포에서 iNOS의 발현, 

즉 M1으로의 유도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실험적으로 pcDNA 및 

thioredoxin 1/2 과발현 벡터에 대해 동일한 내독소(endotoxin) 제거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벡터 자체의 문제는 배제할 수 있다. 선행 연구 

결과 thioredoxin이 대식세포 분화 조절에 관여하고, 변형된 형태의 

thioredoxin이 염증성 M1으로의 분화를 촉진한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46, 47). 이와 같은 근거로 thioredoxin 1/2 단독의 M1 유도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thioredoxin 1 과발현 벡터를 주입하였을 

때, LPS, INF-γ에 대한 반응이 대조군과 비교하여 상가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점 역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thioredoxin과 

대식 세포 분화와 관련된 신호 전달 체계가 규명이 되면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추가적인 실험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auranofin은 두 종류의 세포를 타겟으로 하여 간 

섬유화에 대한 보호 효능을 가진다. 첫 번째는 대식세포의 염증성 M1 

분화를 억제하고 항염증성 M2로의 분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내

재된 약리 기전으로는 thioredoxin reductase 2에 대한 억제가 부분적



으로 관여할 것이라고 제시하는 바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 성상세

포의 증식 억제 및 세포자멸사를 유도하여 간 섬유화의 진행을 억제한다

는 것이다. 역시 thioredoxin reductase 2에 대한 억제가 관여하며, 

ASK(Apoptosis signal-regulating kinase 1)와 결합된 thioredoxin 

2가 억제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사이토크롬 C가 방출되어 caspase-3 

매개 세포자멸사가 일어난다는 선행 연구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48, 

49). 본 연구를 통해 auranofin을 간 섬유화 치료의 신규 약물로 제시

하며, 기전에 대한 연구는 추후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Supplementary table 1. Serological test [ALT(U/L), 

AST(U/L), total bilirubin(mg/dl), and direct bilirubin(mg/dl)] 

in CCl₄-induced liver fibrosis mouse model. Significant 

versus control group, * p<0.05, *** p<0.005; significant 

versus CCl₄-treated group, ## p<0.01, ### p<0.005.

Supplementary table 2. Serological test [ALT(U/L), 

AST(U/L), total bilirubin(mg/dl), LDH(U/L), GGT(U/L), and 

albumin(g/dl)] in TAA-induced liver fibrosis mouse model.



Supplementary figure 1. Cell confluency curve of Raw264.7 

cells analyzed by IncuCyte ZOOM(ESSEN BioScience, MI, 

USA). Magnification is 10X. 



Supplementary figure 2. OCR(Oxygen consumption rate) and 

ECAR(Extracellular acidification rate) of Raw 264.7 and LX-2 

cells measured by XFp analyzer(Seahorse Bioscience, MA). Test 

was completed according to the manufacturer’s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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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tective effect of auranofin 

on the progression of liver 

fibrosis

Kyungrok Yoon

College of Pharmacy, Pharmac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uranofin is orally available DMARDs used for rheumatoid 

arthritis. The agent was approved by US FDA in May 1985.  

Auranofin relieves inflammation and prevents destruction and 

modification of bone in rheumatoid arthritis patients, but its 

pharmacological mechanism is still unclear.

In this thesis, I found for the first time that auranofin 

controlled the M1/M2 polarization of macrophage. In mouse 

monocyte/macrophage cell line, Raw264.7, auranofin inhibits 

inflammatory M1 phenotype polarization and induces 

anti-inflammatory M2 phenotype polarization. mRNA levels of 

CCL3, CCL5 and MCP-1 known as inflammatory chemokines 



decreased by auranofin 0.1 - 3 μM in Raw264.7 cells. 

Auranofin also decreased the mRNA level of IL-6, a fibrogenic 

cytokine and increased the mRNA level of IL-10 which is 

categorized as anti-fibrogenic cytokine.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macrophage M1/M2 polarization is related with liver 

and kidney fibrogenesis, so I further evaluted the effect of 

auranofin on liver fibrosis. 

First, as a mild fibrosis mouse model, I injected CCl₄ twice a 

week to C57BL/6 mice for 3 weeks. By administration 10 mg/kg 

of auranofin, expression of collagen type 1a1 and alpha-smooth 

muscle actin was significantly reduced compared to 

CCl₄-treated group. As a severe fibrosis mouse model, I 

injected Thioacetamide twice a week to BALB/c mice for 8 

weeks. We also found the potent  inhibitory effect of auranofin 

on the progression of liver fibrosis.

Next, We studied the effects of auranofin on hepatic stellate 

cells. In 2% FBS or PDGF-β-stimulated cell proliferation 

condition, auranofin (0.1 - 0.3 μM) potently inhibited LX-2 cell 

proliferation. Moreover, above 100nM of auranofin caused 

apoptosis as evidenced by no FBS condition and measurement of 

caspase 3/7 activity.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cell viability in mouse primary hepatocytes exposed 

to 0.03 - 3 μM of auranofin. 

I further focused on the pharmacological mechanism of 

auranofin in both macrophages and hepatic stellate cells. Because 



auranofin was known as an inhibitor of thioredoxin reductase, I 

hypothesized that inhibition of M1 polarization and apoptosis of 

hepatic stellate cell by auranofin could occur through the 

regulation of thioredoxin reductase-thioredoxin system. In 

non-reducing condition for electrophoresis, protein expression of 

thioredoxin reductase 1, thioredoxin 1 and thioredoxin reductase 

2 were decreased by auranofin in Raw264.7 cells. Also, I found 

band shift of thioredoxin reductase 1 and decreased expression 

of thioredoxin reductase 2 in non-reducing condition for 

electrophoresis using LX-2 cells.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of thioredoxin 1 and 2 bands in immunoblotting.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harmacological effects 

of auranofin and thioredoxin reductase/thioredoxin system, I used  

N-acetylcystein, a representative -SH donor. Auranofin 

significantly reversed both the inhibition of M1 polarization in 

Raw264.7 cells and the inhibition of cell proliferation in LX-2 

cells. When I overexpressed thioredoxin 2 in both cell types, I 

could make same conclusion. 

In this thesis, I have revealed that auranofin inhibits 

inflammatory M1 polarization and induces anti-inflammatory M2 

polarization in macrophage. Auranofin also inhibits proliferation 

and induces apoptosis of hepatic stellate cells. All of these 

effects may have benefits for the prevention of liver 

fibrogenesis. I propose the possibility that auranofin-mediated 

inhibition of thioredoxin reductase 1/2 is involved in the 



anti-fibrotic effects. Overall, auranofin could be a new 

therapeutic agent for the therapy of liver fibrosis. 

Key words: Liver fibrosis, Auranofin, Macrophage phenotype 

switching, Hepatic stellate cell apoptosis, thioredoxin reduct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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