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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스퍼민은 생체에서 합성되는 폴리아민 중 하나로, 생리적 조건에서
는 4가의 양전하을 띠어 음전하를 띠는 다양한 생체물질과 결합하
여 여러 반응을 일으킨다. 스퍼민은 위장관의 운동성을 저하시키는
데, 이는 세포막의 칼슘이온 통로의 활성을 감소시켜 세포 내 칼슘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지만, 정확한 기전은 밝혀지
지 않았다. 위장관 운동은 부교감신경인 무스카린 자극에 의해 항진
되며, 무스카린 수용체에 의한 양이온의 전류를 mICAT이라 부른다.
mICAT은 비선택적 양이온 통로를 통해 세포 안쪽으로 밀려들어오는
양이온들을 측정한 값으로 mICAT에 의하여 전압의존성 칼슘 채널이
활성화된다. 기니픽 실험에서 스퍼민이 mICAT을 억제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knockout mouse를 이용한 연구에서 mICAT은 TRPC4가
70-80%, TRPC6이 20-30%를 이루고 있음이 알려졌으나, 각각의
채널에 대한 반응은 보고된 바 없다.
TRPC4가 발현된 HEK293 세포에서 whole cell patch clamp 방법
을 이용해 mITRPC4를 측정하였다. 세포내에 스퍼민을 처치한 결과,
농도가 높아질수록 채널의 활성이 억제되었다. 스퍼민의 결합 부위
를 알아보기 위한 아미노산 결손 mutant 실험에서는 아미노산
(720-740)이 결손된 mutant는 전류의 크기가 wild type보다 컸으
며, 스퍼민에 의한 억제가 감소하였고, (720-740)중에서 음전하를
띠는 아미노산을 알라닌으로 치환한 mutant 실험에서는 E728A가
포함된 mutant에서 스퍼민의 억제 효과가 작게 나타났다. Mg2+의
결합부위로 알려진 D629를 알라닌으로 치환한 mutant에서는 스퍼
i

민의 억제효과가 미미하였다. D629A/ Δ(720-740) mutant는 전류
의 크기가 D629A 단독 변이체에 비해 매우 컸으며, 스퍼민을 첨가
하였을 때 전류의 크기가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나, D629A에서 관찰
되는 것 이상으로는 작아지지 않았다. 또한, 스퍼민을 배양된 카할
간질세포 덩어리에 처치하였더니 무스카린 자극에 의한 탈분극이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났고, 인체 대장조직에 투여하였을 때 수축이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스퍼민이 TRPC4채널을 억제하
며, 스퍼민의 작용부위는 여러 곳인데, 아미노산 (720-740)와
D629가 결합 부위 중 하나일 것으로 생각된다. 스퍼민에 의한 위장
관 운동의 감소에 TRPC4 채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스퍼민, TRPC4, 폴리아민, 비선택적양이온채널, 카할간질

세포, 위장관운동성
학번: 2010-3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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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폴리아민은 아미노기를 두 개 이상 가진 지방족 탄화수소를 말하며
생체에 널리 존재한다. 폴리아민에는 푸트레신(putrescine), 스퍼미
딘(spermidine), 스퍼민(spermine)의 세 가지가 있는데, 이들은
단백질의 합성, 세포 분열과 세포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Pegg
2014). 그 중에 스퍼민은 가장 상위 폴리아민이며, 세포내 pH =
7.4

조건에서는

4가

양이온으로

작용하게

된다.

푸트레신은

ornithine carboxylase (ODC)에 의해 L-ornithine에서 합성되며,
spermidine/spermidine synthase에 의해 스퍼미딘, 스퍼민으로 합
성된다.

반대

방향으로의

이동은

spermidine/spermine

N1-

acetyltransferase (SSAT)에 의해 스퍼민에서 스퍼미딘으로, 스퍼
미딘에서 푸트레신으로 이화된다. 폴리아민의 합성과 이화에는 다른
효소들도 관여하지만, ODC와 SSAT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폴리아민의 생체 내에서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폴리아민 대사에
관련된 효소를 변형시키는 transgenic animal 을 이용한 실험이 많
이 진행 되었다. 폴리아민 합성의 첫 단계인 ODC knockout mouse
는 생존하지 못하였으나 (Pendeville et al. 2001), 상위 폴리아민에
서 하위 폴리아민으로 분해시키는 SSAT 를 knockout 시켰을 때에
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Niiranen et al. 2006). 오히려 ODC
나 SSAT를 과발현 시켰을 때 변화가 더 컸는데, 이 경우에도 푸트
레신의 농도는 증가하였으나, 스퍼민과 스퍼미딘의 농도는 크게 변
하지 않았고, 증가된 푸트레신으로 인하여, 털이 빠지거나 지방이
감소하는 등의 변화가 생겼다(Alhonen et al. 2009). 이런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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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 볼 때 폴리아민은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며, 상위 스
퍼민의 농도는 좁은 범위에서 조절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폴리아민은 동물의 위장관계 운동성을 감소시킨다고 보고되었다
(Belair et al. 1981; Tansy et al. 1982). 혈관이나 소화관으로 투
여하였을 때 세포밖에 처치한 폴리아민이 평활근을 이완시키는데,
이는 세포막의 칼슘 이온 통로의 활성을 감소시켜 세포내의 칼슘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으로 생각되었지만, 자세한 작용 기전은 알려
지지 않았다. 내장 평활근의 칼슘 농도는 endoplasmic reticulum이
나, sarcoplasmic reticulum에 저장되어 있다가 외부에서 자극이 주
어졌을 때 공급되거나, 세포 외부에 과량으로 존재하는 칼슘이 세포
막에 존재하는 이온통로를 통해 밀려들어 와서 조절된다. 전압의존
성 칼슘채널은 아세틸콜린의 무스카린성 자극으로 인해 비선택적
양이온의 (nonselective cation)의 투과에 의해 이차적으로 조절된
다.
무스카린성 자극 후 발생하는 전류를 mICAT이라 부르는데, 이들은
비선택적 양이온 통로 (nonselective cation channel, NSCC)을 통
해 세포 안쪽으로 밀려들어오는 양이온들을 측정한 값이다. 최근 특
정 이온통로를 knock out 시킨 쥐에서 무스카린성 자극에 따라 수
축이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연구를

통해

TRPC

(Transient

Receptor Potential Canonical) 채널 4번과 6번 (TRPC4, TRPC6)
이

죄

소장

근세포의

mICAT를

이루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Tsvilovskyy et al. 2009). 실질적으로 mICAT에 기여하는 정도를
보면 TRPC4가 70-80%, TRPC6이 20-30%를 차지하여, TRPC4
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본 실험실의 이전 연구에서도 TRPC4가 쥐
2

의 위장관 평활근 NSCC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Lee et al. 2005).
기니픽에서 세포외액에 투여한 폴리아민에 의하여 소장 평활근세포
의 mICAT은 억제되며, 농도가 높을수록 억제되는 정도도 커진다
(Tsvilovskyy et al. 2004). 같은 연구에서 세포내 스퍼민의 농도를
변화시켰을 때도 mICAT의 크기가 농도가 높아질수록 작아지는 양상
을 보였다. TRPC4 채널은 TRPC6 채널과 함께 쥐 소장의 mICAT를
이루며, 무스카린 수용체 2와 3(M2, M3)에 의해 복합적으로 조절
을 받는다(Unno et al. 2006). 평활근 세포의 mICAT이 스퍼민에 의
하여 억제되는 것은 mICAT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TRPC4가 억
제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지만, 폴리아민의 TRPC4에 대한 직접적
인 영향과 작용기전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스퍼민의 TRPC4 채널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고, 그 작용부위를
찾고자 한다.

3

연구재료 및 방법

I.

HEK293 세포에서의 TRPC4β 전류의 측정
1. HEK293 세포 배양과 TRPC4β 발현

Human embryonic kidney(HEK293) cell (ATCC, USA)를 지침에
따라 배양한다. TRPC4β 채널 발현을 위해 세포는 12-well plate에
옮긴다. 다음날, 0.5 μg/well의 murine TRPC4β-EGFP cDNA를 포
함한 pcDNA vector를 transfection reagent FuGENE6 와 함께
넣어 발현시킨다. Mutant 실험을 하는 경우 mutation 이 된 cDNA
(eg. TRPC4β-EGFP-E728A)를 넣어 발현시킨다. 18-24시간 후
세포는 trypsinize 하여 whole–cell recoding을 위해 준비한다.

2. 전기 생리학적 방법 (Whole-cell patch –clamp)
분리된 세포를 도립 현미경 (inverted microscope, IX50, Olympus,
Japan) 위의 chamber로 옮겨 가라앉힌 후에, physiological salt
solution (PSS)를 1-2 mL/min 의 속도로 흘려준다. 저항이 2-4
MΩ인 미세 유리피펫을 이용하여 1 GΩ 이상의 seal을 만든다. 기준
막전압을 -60 mV로 하고 (Axon Instrument, USA) 지정된
voltage ramp pulse를 보내고 whole cell current를 측정한다
(pClamp

software

Instruments).

v.9.2

and

Digidata

1322A

(Axon

Data는 5 kHz로 filtering 하여 보여지고, clamfit,
4

pClamp와 Origin 프로그램 (Microcal origin v. 8, USA)를 이용하
여 분석한다.

3.

용액과 약물처치

세포 외부용액과 세포 내부 용액을 사용하였고, 세포외부용액으로는
PSS 와 Cs+-rich 용액을 사용하였다. PSS (mM)는 NaCl 135,
KCl 5, CaCl2 , MgCl2 1, Glucose 10, and HEPES (N-[2hydroxyethyl] piperazine-N’-[2-ethanesulphonic acid]) 10
구성에 pH는 NaOH를 시용하여 7.4로 조절한다. Cs+-rich 용액은
NaCl과 KCl 대신 CsCl 140으로 구성되며 pH는 CsOH를 사용하여
7.4로 적정하였다. 피펫용 세포 내부 용액은 CsCl 140, HEPES 10,
Tris-GTP (tris-Guanosin 5 ’ -triphospate) 0.2, EGTA 0.5,
Mg-ATP (Adenosin 5’-triphospate) 3, GTPγS 0.2 로 구성된
다 (pH=7.3). 스퍼민을 첨가하여 농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한다.
Methionine 의 반응을 보기 위하여 Cs+-rich 용액에 methionine
을 첨가하여 실험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모든 시약들은 SigmaAldrich에서 구입하였다.

4.

측정과 통계분석

막전압을 -60 mM로 고정한 상태에서 +100에서 -100 mV (또는
-120 mV)의 전압 변화를 500 (또는 550) ms 동안 주어 전류 변
화를 측정하였다. 세포 외부 용액을 PSS 용액에서 140 mM 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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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 용액으로 바꾸어주면, TRPC4의 활성이 최대로 증가된 전류
(Cs+-rich 용액) 에서 바꾸기 직전의 전류 (background current)
를 뺀 값으로 current density를 측정하였다.
농도-효과 곡선은 스퍼민의 농도의 semilarithmic scale에 따른 전
류값으로 표시하여 Hill equation 에 따라 fitting 하였다.

여기서 IControl과 IPA는 각각 스퍼민을 넣고, 안 넣었을 때의 current
density 이며, [PA]는 스퍼민 농도이다. IC50은 전류값이 50%로 감
소하는 스퍼민 농도이며 p는 그 곡선의 slope factor이다. 모든 실
험의 통계분석은 Origin software를 사용하였고, 모든 데이터는 평
균 ± 표준오차로 표시하였다. 두 군간의 비교는 Student ’ s
unpaired t-test를 시행하였고, P < 0.05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세포 기록 수는 n으로 나타내었다.

II.

카할간질세포 (Interstitial cell of Cajal, ICC) 배양과 전기
생리학적 측정

8-13일 된 BALB/c mouse를 에테르로 마취 시킨 후 경추탈골로
희생시켜 소장 조직을 채취하여 Krebs-Ringer bicarbonate 용액
(KRB, NaCl 120.4, KCl 5.9, NaHCO3 15.5, glucose 11.5, MgCl2
1.2, NaH2PO4 1.2, CaCl2 2.5, (mM) pH 7.3-4)에 담그어 장간막
쪽으로 열어 내용물을 제거한다. Sylgard가 도포된 (Dow co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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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USA) 패트리 접시에 고정하여 장점막을 제거하고 근육층만
남겨 Ca2+-free Hanks solution (in mM : KCl 5.36, NaCl 125,
NaOH

0.34, Na2HCO3 0.44, glucose 10, sucrose 2.9, HEPES

11)에 30분간 안정시킨다. 이 조직을 collagenase (Worthington
Biochemical Co, USA) 1.3 mg/mL, bovine serum albumin 2
mg/mL (Sigma Chemical Co, USA), trypsin inhibitor (Sigma) 2
mg/mL, ATP 0.27 mg/mL이 포함된 효소 용액으로 옮겨 단일세포
로 분리하였다. 분리된 세포를 murine collagen (2.5 μg/mL;
Falcon/BD, USA)로 코팅된 35 mm dish로 옮겨 37°C, 산소
95%, 이산화탄소 5% 조건에서 smooth muscle growth medium
(Clonetics Corp, USA)와 2% antibiotics/antimycotics (Gibco,
USA), murine stem cell factor (5 ng/mL; Sigma)를 넣어 배양하
였다. 모든 실험은 1일 배양된 세포에서 이루어졌다. ICC는 anti–
c-kit antibody (phycoerythrin-conjugated rat anti-mouse ckit monoclonal antibody; eBioscience, USA)를 이용하여 면역학적
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전기생리학적

방법은

HEK293

세포에서와

대체로

비슷하여,

current clamp 방법으로 막전압을 변화를 측정하였다. PSS 은 조성
은 같으며, 피펫용액의 조성은 KCl 140, MgCl2 5, K2 adenosine
triphosphate 2.7, NaGTP 0.1, creatine phosphate disodium 2.5,
HEPES 5, ETGA 0.1 (mM)로 pH는 KOH를 이용하여 7.2로 맞추
었다. 모든 실험은 30°C 에서 이루어졌다

III.

대장 분절 수축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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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장 조직의 준비
서울대학교병원 외과에서 비폐쇄성 질환으로 대장을 절제하는 환자
들로부터 정상대장조직을 얻었다. 실험에 필요한 정상대장조직은 그
양이 작으므로 정상 대장을 얻기 위해 보통의 경우보다 대장을 더
절제하는 일은 없었다. 본 실험의 내용은 의학연구 윤리 심의 위원
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IRB 승인번호: H-0603-071-170)
2. 대장 조직의 수축력 측정
종주근에 평행한 방향으로 4 cm x 2 cm 크기의 대장 전 층을 이용
하였다. Water bath 내에서 3-0 vicryl 로 윤상근 전층을 양측에
각각

봉합하여

이것을

한꺼번에 클립으로

고정하였다.

대장의

proximal, mid, distal 에 대해 1 cm 간격으로 클립으로 고정하여
측정하였다. Water bath는 지속적으로 KRB 용액을 7 mL x min-1
의 속도로 관류시키며, 37.5 ℃로 유지되었다. 기본 장력은 5 mN이
되도록 하며, 60 분간 equilibrium이 된 이후에 수축을 측정하였다.
수축력의 측정과 분석은 Acqknowledge software (Biopac System
Inc. Santa Barbara, CA)를 이용하였다.

3. 용액과 약물처치
KRB 용액의 구성 성분은 앞에서 기술 된 것과 같고, 이 용액의 pH
는 37.5℃ 에서 97% O2와 3% CO2로 지속적으로 bubbling시켰을
때 7.3-7.4로 유지 되었다. 60분간 equilibrium이 된 후 규칙적인
수축이 관찰 된 후 스퍼민 농도를 0.01, 0.1, 1 mM 로 높여가며 수
축 양상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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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I.

세포 내 스퍼민의 TRPC4β 에 대한 영향

TRPC4β 이온채널의 활성을 유도하기 위해 피펫용액에 GTPγS
(0.2 mM)를 섞어서 패치 클램프 테크닉을 이용해 whole cell
current 를 측정하였다.
1. 세포내 스퍼민 농도에 따른 IV curve 의 변화
스퍼민을 넣지 않은 피펫으로 측정한 TRPC4β 전류는 전형적인
double-rectifying I-V 곡선을 보여 주었다. 스퍼민의 농도를 0,
0.1, 0.32, 1 mM 로 증가시켰을 때, 내향 전류와 외향전류 모두 그
크기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Fig. 1-a), 내향전류보다는 외
향전류에서 그 차이가 더 뚜렷하였다.

+100 mV 에서 측정된

current density 의 크기는 스퍼민 농도를 0, 0,1, 0,32, 1 mM 로
증가시킴에 따라 각각 223.46 ± 60.35 (n=3), 198.01 ± 30.03
(n=5), 85.32 ± 24.69 (n=6), 18.45 ± 5.93 (n=6) pA/pF 이었
으며, 0.32 mM과 1 mM에서 측정된 전류는 컨트롤 그룹에 비해 통
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크기가 작았다 (Fig. 1-b). 내향 전류도 스퍼
민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류 크기가 -303.03 ± 85.06, 288.67 ± 39.89, -163.18 ± 34.72, -156.03 ± 41.30 pA/pF
으로 크기의 절대값이 작아졌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
다.
Hill-equation 에 따른 억제농도-효과는 IC50 = 0.21±0.01 mM
로, 0.21 mM에서 TRPC4β채널의 전류의 50%가 줄어들며, 갑작스
9

런 변화가 일어나는 0.1 mM과 0.32 mM 사이에 physiologic
concentration이 위치할 것으로 판단 되었다(Fig. 1-c).
2. 세포내 스퍼민 농도에 따른 TRPC4β의 전기적 특성의 변화
TRPC4β 채널의 전도도 활성 (cationic conductance activation)
그래프를 그려 보면, 스퍼민 농도가 0-0.32 mM 까지는 채널의 전
기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N-shape 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a). 그러나, 스퍼민의 농도가 1 mM이 되
면 N-shape이 사라졌는데(녹색), 이는 전도도의 크기를 일정하게
하여 비교한 normalized graph에서 더 확실하게 나타난다 (Fig.
2-b). 이로써 스퍼민의 TRPC4β채널의 억제 효과는 큰 양전압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스퍼민

1

mM에서는

TRPC4β 채널이 거의 막혔기 때문에 이후 작용 부위를 찾는 실험
은 모두 농도 1 mM의 조건에서 시행되었다.

II.

아미노산 720 이후의 유전자 변형을 주었을 때 스퍼민
영향

1. 유전자 결손 TRPC4β 채널에서의 영향
TRPC4β채널의 어느 부분에 스퍼민이 작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유전자 결손 모델을 만들어 전류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TRPC4β의
구조는, 6개의 transmembrane domain (TM) 양 옆으로 Nterminal 과 C-terminal이 존재하고, TRPC5 채널에서 밝혀진
Mg2+-binding site 인 D633/D636 (TRPC4β 에서는 D629/D632
10

Figure 1.

Inhibitory effect of internal spermine at ascending

concentrations. (a) I-V relationships, (b) mean current densities
measured at +100 mV. Current densities in cells with 0.32 mM and 1
mM spermine in pipette solution were significantly smaller than that
with control. (**P < 0.05). (c) Relative current amplitude plotted
against spermine concentration on semilogarithmic scale and fitted
according to equation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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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nductance activation curves in the presence of internal

spermine at ascending concentrations (a), (b) corresponding
normalized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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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기에 해당한다)은 6번째 TM 의 세포 안쪽 C-terminal 에 위
치한다(Fig 3-a). 같은 양전하를 띠는 스퍼민이 결합하는 부위도
C-terminal 에 있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생각되어 C-terminal
일부를 결손시키는 모델을 가장 먼저 고려하였다.
A. 아미노산(1-740),

아미노산

(1-720)만

포함된

TRPC4β 채널
TRP box 이후의 결손모델인 아미노산 (1-740)과, 아미노산 (1720) mutant 를 만들었다 (Fig. 3-b). 아미노산 (1-740)과 아미
노산 (1-720) TRPC4β mutant 는 wild type TRPC4β (WT)에 비
하여 전류 밀도의 크기가 비슷하고, 전형적인 double rectifying IV
relationship을 보이는 TRPC4β 채널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Fig. 3-c, 3-d). 아미노산 (1-740) mutant은 스퍼민 1 mM 에
의해 내향전류와 외향전류 모두 감소하였지만 (Fig. 3-c), 아미노
산 (1-720) mutant에서는 내향전류는 WT과 큰 차이가 없고, 큰
양전압에도 아미노산(1-720) mutant에서는 외향 전류가 아미노산
(1-740) mutant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하지 않았다 (Fig. 3-c, 4d). 이것은 전도도 활성 그래프를 보면 더 잘 나타나는데, Figure
3-e, 3-f 를 보면 아미노산 (1-720) mutant는 스퍼민 1 mM 조
건에서도 N-shape 이 잘 유지되는 반면, (1-740) mutant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아미노산 (720740) 이 TRPC4β채널의 스퍼민 작용 부위일 가능성이 있다 판단되
어 그 부분의 결손 모델을 제작하였다 (Fig. 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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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ffect of the deletion of C-terminal on spermine

block. (a) The 2-dementional structure of mTRPC4β and
schematic illustration of DNA (b). (c) Averaged whole cell I-V
values of (1-740) and (1-720) (d) in decimal voltage manner
showing less inhibition in (1-720) at +100 mV. (e) Conductance
activation curves of deletion models with and without internal
spermine, and corresponding normalized curves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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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아미노산(720-740)이 결손된 TRPC4β채널 Δ(720740)
아미노산 (1-740), 아미노산(1-720) mutant 는 스퍼민이 없는
조건에서 WT 와 current density가 작거나 비슷했는데, Δ(720740) mutant는 current density 가 WT보다 훨씬 크게 측정되었다
(WT 112.85± 14.77, Δ(720-740) 250.68±68.61 pA/pF,
+100 mV) (Fig. 4-b, d). Δ(720-740) mutant의 IV curve도 전
형적인 double-rectifying curve을 보였으며, 스퍼민 1 mM을 추가
하였을 때, 내향전류의 크기는 큰 변화가 없었고, 외향 전류는 유의
하게 감소하였다(Fig. 4-b). 그러나, 외향전류의 감소는 다른
mutant 보다 적어서 GV curve 를 그려보면 스퍼민이 들어간 후에
도 거의 완전한 N-shape를 유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c). 스퍼민이 들어간 상태에서의 Δ(720-740) mutant의 +100 mV
에서의 전류 밀도가 95.323±18.96 pA/pF으로 스퍼민이 들어가지
않은 WT에서의 값 (112.85± 14.77 pA/pF)과 큰 차이가 나지 않
았다 (Fig. 4-d). WT과 결손 모델의 +100mV에서의 current
density를 각각의 조건에서 평균값으로 나눈 상대 전류를 보면
Figure 4-e와 같다. 아미노산 (1-740) mutant의 경우 WT 과 비
슷하게 내향전류, 외향전류가 스퍼민에 의해 10% 이하로 억제되나
(WT 7.76%, (1-740) 5.47%), 아미노산 (1-720) mutant나 Δ
(720-740) mutant의 경우에는 스퍼민에 의해 억제되는 정도가 적
으며, 특히 Δ(720-740) mutant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720) 23.9%, Δ(720-740)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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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ffect of the deletion of (720-740) on spermine block. (a)

Schematic illustration of Δ(720-740). (b) Averaged whole cell I-V
values of Δ(720-740) in decimal voltage manner showing less
inhibition in outward current. (c) Conductance activation curves
showing typical N-shape with internal spermine 1 mM (red line). (d)
Mean current densities measured at +100 and -100 mV in all deletion
models, (c) corresponding relative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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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oint mutation를 시킨 TRPC4β채널에서의 영향
A. 아미노산(720-740) 사이의 양전하를 띠는 아미노산의
point mutation
지금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스퍼민이 TRPC4β 채널에 작용하기
위해서는 아미노산 (720-740)이 중요한 부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 어떤 아미노산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아보기 위해 음전하를 띠는 아미노산 6개를 alanine으로 치환하여
전기적 특성을 없애고 실험을 반복하였다; D724A, E728A, E729A,
E734A, E738A, E739A (Fig. 5-a). Mutant 들의 current density
는 WT 에 비해 비슷하거나 작은 편이었으며, 스퍼민에 의해 대부
분 억제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Fig. 5-b), E728A와 E729A의
mutant에서는 내향 전류에서는 억제되지 않는 양상이었다. Relative
current를 보았을 때도 E728A와 E729A의 mutant에서는 외향 전
류가 다른 mutant에 비하여 억제되는 정도가 적었다 (E728A
30.1%, E729A 20.1%)(Fig. 5-c).
B. 아미노산

(720-740)

사이의

양전하

아미노산의

double mutation
다른 mutant 에 비해 억제 효과가 적게 나타난 E728A, E729A
mutant와 상대적으로 스퍼민 없는 조건에서의 전류가 크게 나온
E734A 를 double mutation 시켜 실험하였다; E728A/E729A,
E728A/E734A, E734A/E73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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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Effect of the substitutions of negatively charged amino acids

between (720-740) on spermine block. (a) An alignment of the sequence
of TRPC4β with red letters of D, E representing negatively charged
aspartate and glutamate, respectively and green letters of EWKFAR
indicating TRP Box. (b) Mean current densities measured at +100 and 100 mV with and without internal spermine 1 mM, (c) corresponding
relative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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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Effect of the double-substitution of E728, E729 and E734 on

spermine block. (a) Mean current densities measured at + 100 and -100 mV
and corresponding relative current (b). (c) Relative current of all mutants at
+100 mV showing less inhibition (>20%) in six mu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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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34A/E738A mutant 에서는 current 가 매우 작게 측정되었으며,
그럼에도

외향전류는

스퍼민에

의해

억제되었다

(Fig.

6-a).

E728A/E729A, E728A/E734A mutant 는 WT에 비해서는 전체적
인 전류의 크기는 비슷하였으나, 외향전류는 상대적으로 적게 억제
되는

양상을

보였다

(E728A/E729A

34.8%,

E728A/E734A

38.0%) (Fig. 6-a, 6-b).
아미노산 결손 모델과 point mutation의 모든 relative current의
결과는 Figure 6-c 에 나타내었다. 아미노산 (1-720), Δ(720740), E728A, E729A, E728A/729A, E728A/734A 는 스퍼민에
의한 외향전류의 억제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III.

Mg2+ 결합부위인 D629 부위를 변형시켰을 때의 변화

TRPC5 채널에서 D633, D636은 양이온인 Mg2+의 결합부위로 알
려져 있다(Obukhov et al. 2005). 이 위치는 TRPC4 채널에서는
D629, D632에 해당하는데, 스퍼민은 4가 양이온으로 이 부분에
Mg2+ 과 비슷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기적 특성
을 바꾸었을 때 채널의 활성에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D629, D632 각각에 대하여 무극성의 alanine (A), asparagine (N),
glutamine (Q) 세가지로 치환하여 실험하고자 하였으나 D632N,
D632Q는 발현이 되지 않았고, D629Q는 DNA 조합이 안되었으며,
D629N에서는 TRPC4 전류가 측정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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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629A
D629A 에서 보이는 I-V relationship은 WT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double-rectifying 하는 양상이 아니었으며 WT에 비하여는 전류
의 크기가 작았다 (WT 93.71 ± 18.67 vs. 36.13 ± 6.78
pA/pF).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 0 mV에서 +40mV 에서 나타나는
평평한 부분이 없었고, 내향 전류의 크기가 외향 전류의 크기에 비
해 매우 작은 모습을 보였다 (Fig. 7-a). 세포내에 스퍼민 1 mM을
추가하였을 때 +100 mV에서 전류의 크기는 평균 36.13 ± 6.78
pA/pF (n=3) 에서 17.48 ± 4.52 pA/pF (n=4)으로 감소하긴 하
였으나 (P < 0.05), 그 감소의 정도가 50% 정도로 지금까지 실험
한 어떤 mutant 보다 억제 효과가 작았다 (Fig. 7-b).
2. D629A와 Δ(720-740)의 double mutant
결손모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였던 Δ(720-740)과 함께
double mutation 을 시켜 whole cell recording 을 시행하였다. 스
퍼민이 없는 조건에서의 D629/Δ(720-740)은 외향전류의 크기는
Δ(720-740)단독 mutant와 비슷하였고 (196.65 ± 87.39 pA/pF,
n=4) 0 mV에서 +40mV 에서 나타나는 평평한 부분이 없는 것과
내향 전류의 크기가 외향 전류의 크기에 비해 매우 작은 것은
D629A와 동일하였다 (Fig. 7-c). 스퍼민을 세포내에 처치하였을
때는 그 크기가 현저하게 작아졌는데 (10.51 ± 4.16 pA/pF,
n=4), D629A 에 스퍼민을 넣었을 때와 그 모양과 크기가 비슷하
였다 (Fig. 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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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Effect of the substitutions of D629 on spermine block.

Representative whole-cell I-V values of D629A (a), D629A/Δ(720740) (c) with and without spermine are shown as black and gray
lines, respectively. Averaged whole cell I-V values of D629A (b) in
decimal voltage manner showing about 50% inhibition in D629A at
+100 mV. (d) Internal spermine inhibited the current to the similar
level in D629a and D629A/Δ(720-740). (e) Mean current densities
measured at + 100 and -100 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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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29A와 D629A/ Δ(720-740)의 전류의 크기는 Figure 7-e 에
나타내었다. D629A는 스퍼민에 의한 억제 효과가 미미한 반면,
D629A/ Δ(720-740)에서는 Δ(720-740)mutation으로 인해 커
진 전류가 D629A와 비슷한 수준으로 억제되었지만, 전압의 변화에
따른 전류의 모양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IV.

Methionine의 TRPC4β 에 대한 영향

Methionine

은

황

함유

아미노산으로,

mouse에서

stretch-

dependent K+ channel을 억제하여 대장 평활근을 탈분극 시킴으로
써 자발적 수축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Park et al. 2005). 이
러한 현상은 인체 대장 조직에서도 확인되어, methionine의 장 운
동 촉진제로서의 역할이 제시된 바 있다(Choe et al. 2012). 스퍼민
의

합성

과정

중

decarboxylated

S-adenosylmethionine

(dcAdoMet)이 푸트레신에서 상위 폴리아민으로 가는 중요한 역할
을 하기 때문에, 그 전구물질인 methionine의 농도가 TRPC4에도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methionine의 농도를 변화시켜가
며 TRPC4 전류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Methionine의 농도를 0.01, 0.1, 1 mM로 높여가며 관찰하였을 때,
전류의 억제나 촉진현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변화만 관
찰되었다 (Fig. 8). 효과를 좀 더 확실히 관찰하기 위하여 가장 높
은 농도인 1 mM을 주었다 안 주었다 반복하였을 때도, 전류의 변
화가 없었다 (Fi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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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Effect of methionine on TRPC4 with ascending concentration. Methionine did not show either inhibitory or

excitatory effect on the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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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Effect of 1 mM methionine on TRPC4. Channel activity was sustained with/without high concentration

of methio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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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ICC에서의 스퍼민의 영향

이제 생리학적 의미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하여 HEK 293 cell에 발
현된 TRPC4β채널이 아닌 ICC에서 스퍼민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낮은 농도(10 uM)의 스퍼민을 배양된 ICC에 투여하였을 때 안정막
전압이나 pacemaker activity에 아무런 변화도 관찰할 수 없었다
(Fig 10-a). 스퍼민을 전처치하고 막전압을 탈분극한다고 알려진
아세틸콜린 유사약물 카바콜을 처치하여 보았다. 카바콜에 의한 막
전압 탈분극은 정상처럼 잘 발생하였다(Fig. 10-b). 낮은 농도의
스퍼민은 카바콜 효과를 억제하지 못했다.
스퍼민의 농도를 1 mM까지 높여서 세포 바깥쪽에 투여하였을 때
두 종류의 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다. 첫째 반응은 스퍼민 자체가 지
속적인 막전압의 탈분극을 유 도한 것이고 (Fig. 11-a), 두번째는
스퍼민이 일시적으로 탈분극을 일으킨 후 다시 투여 전처럼 재분극
되었다 (Fig. 12-a). 세포내로 1 mM의 스퍼민을 투여하였을 때도
유사하게 막전압이 탈분극되었으나, 이 경우에는 피펫속에 넣은 경
우라 막전압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Fig. 11-b)
스퍼민 자체에 의해 일어난 탈분극이 일시적이었던 세포에서 카바
콜을 투여하여 보았더니 TRPC4β 이온통로를 발현된 HEK 293 세
포에서 얻은 결과와 일치하게 카바콜에 의한 탈분극이 일어나지 않
았다 (Fig. 12-a). 다음으로는, 카바콜을 먼저 사용하여 막전압을
탈분극시키고 이 탈분극이 일어나는 동안 스퍼민을 투여하여 보았
다. 예상한 바와 같이 탈분극이 세포밖 스퍼민에 의해 정상 수준으
로 되돌아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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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The effect of 10 uM spermine on the pacemaker activity of ICCs. Spermine did not show any effect on

the pacemaker activity (a). The pretreatment of spermine did not show any effect on carbachol-induced membrane
depolarization in ICC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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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The effect of 1 mM spermine on the pacemaker activity of ICCs. Spermine itself induced a membrane

depolarization. After washout of spermine, the membrane potential returns to the control state (a). When spermine
was applied to the intracellular side, spermine caused a sustained membrane depolarization because spermine
remained at the pipette solutio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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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The inhibitory effect of 1 mM spermine on CCh-induced membrane depolarization. The pretreatment of

spermine blocked the membrane depolarization induced by external CCh (a). (b) The effect of spermine during CChinduced membrane depolarization.
29

VI.

인체 대장조직에서의 스퍼민의 영향

인체의 대장조직에 스퍼민을 처치하였을 때, 좌측 결장과 직장 모두
에서 스퍼민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축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1 mM을 처치하였을 때는 자발적인 수축이 관찰되지
않았다 (Fig.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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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The inhibitory effect of spermine on the human left colon (a) and rectum (b). The amplitude of the

contraction decreased with ascending concentration. No contraction was observed with 1 mM of spermine.
31

고찰
본 연구를 통해 스퍼민은 HEK293 세포에 발현한 TRPC4β를 억제
하며, mutant 실험을 통하여 아미노산 (720-740)과 Mg2+ 결합부
위인 D629가 중요한 스퍼민 작용 부위임을 확인하였다.
스퍼민은 농도가 높아질수록 TRPC4β 채널을 억제하는 효과가 커
졌으며, 1 mM에 도달하면 외향 전류가 거의 사라지고 conduction
activation curve에서도 전형적인 N-shape이 사라졌다. 내향전류
보다는 외향전류의 억제 효과가 컸으며, 전압 의존성을 보였다.
2004년 Tsvilovskyy 등은 기니픽 소장의 평활근세포에 스퍼민을
처치하면 mICAT 억제되는 현상을 보고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세포
밖에 스퍼민을 처치했을 때 내향전류에서 depolarization 될수록 스
퍼민에 의한 억제가 작아지는 전압 의존성을 보였고, 세포내에 스퍼
민을 처치한 경우 에는 이러한 전압 의존성이 보이지 않았다
(Tsvilovskyy et al. 2004). 기니픽 소장의 평활근 세포에서 측정한
전류는 mICAT으로, 이는 mITRPC4와 mITRPC6의 합으로 나오는 전류
로서(Tsvilovskyy et al. 2009), 본 실험의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
할 수는 없지만 세포내의 스퍼민이 TRPC4 채널을 억제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스퍼민이 TRPC4 채널의 어느 부분에 작용하는 지 알기 위하여
mutant 실험을 시행하였다. 결손 모델에서 발견된 Δ(720-740)의
경우, 대부분의 mutant가 WT에 비해서 전류가 비슷하거나 작아진
데 반하여, WT보다 매우 큰 전류가 측정되었으며, 스퍼민에 의한
억제 효과가 WT의 1/3 정도에 불과했다 (WT 8-12% vs. 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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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740) 38.0%). 물론 Δ(720-740)도 스퍼민에 의해 억제되
기는 하기 때문에, 스퍼민의 작용 부위는 (720-740) 이외의 부분
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720-740)이 스퍼민의 작용
부위 중 한 부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720-740) 사이의 어떤 아미노산이 스퍼민 결합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음전하를 띠는 아미노산을 하나씩, 혹은 두
개씩 변경 시킨 결과는 전류 자체의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전체적
인 current density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는 기대만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Fig 5-b, 7-a), relative current를 보
면 double mutant 중 E728A/E729A와 E728A/E734A의 스퍼민
효과가 가장 적어 (Fig 6-c) E728이 스퍼민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TRPC5 채널에서 Mg2+의 결합부위 중 하나인 D633 (Obukhov et
al. 2005)에 해당하는 TRPC4 채널 D629를 alanine으로 치환하였
을 때는 스퍼민의 억제 효과가 적게 나타났다. I-V curve 모양도
스퍼민이 투여 여부와 관계없이 비슷한 모양으로, TRPC5 채널의
D633A에서 보이는 모습과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Obukhov
et al. 2005). D629A가 스퍼민에 의해 억제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로 설명할 수 있는데, 스퍼민 작용 부위가 D629이거나, 스퍼민이
Mg2+에 의존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Mg2+의 작용부위가 없어지면
스퍼민도 마찬가지로 작용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D629A/ Δ(720-740)의 결과를 보면, 예상과 전혀 달랐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토대로 생각해보면, 이 mutant의 경우에는 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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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작용부위의 일부가 없고, Mg2+의 작용부위도 없어졌으므로 스퍼
민에 의해서는 미미하게만 억제될 것으로 예상 되었다. 그러나,
D629A/ Δ(720-740)은 스퍼민 없는 조건에서는 외향전류가

Δ

(720-740)와 비슷하게 크게 나타났지만, 스퍼민에 의해서는 강력
하게 억제되었다. 스퍼민이 Mg2+에 의존적으로 작용한다면, 이
mutant에서는 스퍼민의 억제 효과가 D629A와 마찬가지로 작게 나
타났을 것이다. 따라서 스퍼민은 Mg2+와는 독립적으로 TRPC4 채
널을 억제 것으로 생각된다. Δ(720-740)만 있던 mutant 보다
D629A/ Δ(720-740)에서 스퍼민의 억제가 더 크게 보였던 이유
는 D629A 의 전류 자체가 WT 보다 작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스퍼민이 Δ(720-740)로 인하여 커진 전류를 원래의 크기로 줄이
긴 했지만, 그 이상의 억제효과는 보이지 못했다. 다시 말해,
D629A/ Δ(720-740)과 D629A 두 가지 세포에서 스퍼민이 들어
간 조건만 보면 IV curve 가 크기나 모양이 매우 비슷하였다 (Fig
7-d).
ICC는 소장 및 대장에서 위장관 리듬을 만드는 pacemaker 세포로
(Sanders et al. 2014), pacemaker potential을 만드는 이온통로로
는 TRPM7 이온통로와 ANO1 이온통로가 잘 알려져 있다(Kim et
al. 2005; Sanders et al. 2014). ICC의 pacemaker activity는 무스
카린 자극에 의해 조절되어, 자극을 받으면 빈도가 빨라지고 서파의
크기도 커져서 위장관의 리듬을 빠르게 하고 또 세포 내 IP3
receptor에 작용하여 칼슘저장고로부터 칼슘을 분비하여 세포 내
칼슘을 많이 증가시켜 수축력도 크게 한다(Kim et al. 2003). 이러
한 무스카린 자극에 대한 변화는 TRPC4 채널이 중요한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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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본 연구에서 세포 밖에 처치한 스퍼민에서 낮은 농도는 ICC
영향이 없었지만, 1 mM에서는 탈분극이 억제되었다(Fig. 10). 이런
결과는 스퍼민이 실제 조직에서도 무스카린 수용체 자극에 의한 막
전압의

탈분극에

관여할

가능성을

제시해

주며,

스퍼민은

pacemaker activity의 빈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스퍼민이 낮은 농도 (10 uM)에서도 TRPM7에 억
제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Kim et al. 2005). 그 연구에서
스퍼민이 단일 ICC에서 divalent free solution에서 활성화된
TRPM7을

억제하고

배양

덩어리에서

관찰되는

pacemaker

activity를 억제되는 것을 관찰하였는데 이번에는 왜 다른 결과가
관찰되었는지는 더 연구를 진행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
연구보다 더 높은 스퍼민 1 mM을 세포 밖에 처치하였을 때, 스퍼
민 자체가 탈분극을 유도하는 현상이 관찰 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스퍼민이 inward rectifier K channel을 억제하여 막전압이 변화시
켰을 가능성이 있다(Thompson et al. 2000).
최근에 ICC에서 ANO1이라는 새로운 이온통로가 클로닝되었는데,
이 이온통로는 이전부터 pacemaker activity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
는 calcium activated Cl channel의 분자적 대응체임이 밝혀졌다
(Yang et al. 2008; Lees-Green et al. 2014). TRPM7이 초기
pacemaker activity에 중요한 반면에 calcium activated Clchannel는 pacemaker potential의 plateau phase를 유지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퍼민이 ANO1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앞으로 더 연구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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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emaker activity를 결정하는 pacemaker potential은 ICC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다. 이러한 pacemaker activity를 결정
하기 위해 많은 이온통로들이 관여하고 있음이 잘 알려져 있다
(Sanders et al. 2014). 본 실험에 의하면 최소한 스퍼민은 아세틸
콜린에 의해 활성화되는 비선택성 양이온통로를 억제하여 부교감신
경에 의한 소화관운동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스
퍼민을 세포 밖이나 세포 안에 투여하였을 때 큰 탈분극이 일어나
는 것은 안정막 전압에 중요한 inward rectifier K channel이 스퍼
민에 의해 억제되어 일어난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inward rectifier
K channel은 배양된 조건에 따라 배양덩어리의 상태에 따라 실제로
실험을 진행한 ICC의 상태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스퍼민이 실제로 수축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인체
대장조직을 이용하여 수축실험을 시행한 결과, migrating motor
complex 의 발생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13). 이는
TaMeyasu 등이 2004년에 발표된 동물 실험 결과와 일치하는 결
과이다. 스퍼민은 장관의 투과성을 높여서 약물이나 수용성 고분자
물질의 흡수를 촉진 시킨다고 알려져 있는데(Osman et al. 1998;
Miyake et al. 2006; Gao et al. 2008), 스퍼민이 장의 운동성을 저
하시켜서 장내 물질의 흡수되는 시간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
성이 있다.
최근 암세포에서 폴리아민이 높게 측정되고 암세포 성장과의 관련
성이 밝혀지면서 항암제 개발이나 화학예방요법(chemoprevention)
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Wallace et al. 2003; Nowotarski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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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이것은 폴리아민이 세포분열과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빨리 자라나는 세포에서 높게 측정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특
히 대장용종 환자에서 sulindac과 DFMO 를 예방적으로 투여한 경
우 직장 점막 내 폴리아민의 수치가 낮아지고, 이시성 대장암의 발
생이 적어지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Thompson et al. 2010). 암의
예방 효과를 위한 신약 개발을 할 때, 위장관의 운동성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고 있지 않으나, 폴리아민이 여러 세포내
매우 광범위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폴리아민의 조절은
엄격한 범위에서 조절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스퍼민을 세포 내에 처치하면 용량 의존적으로 (dosedependent) TRPC4β채널을 억제한다. 스퍼민의 결합 부위는 여러
부분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미노산 D629와 720-740이 스퍼민
결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카할간질세포에서는 무스
카린 자극에 의한 탈분극이 고농도 스퍼민에 의해 억제되었으며, 인
체 대장조직도 스퍼민에 의해 수축이 억제되었다. 스퍼민에 의한 위
장관 운동성 감소에 TRPC4 채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
되나, 향후 각 장기마다 스퍼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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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ermine is one of endogenous polyamines and positively charged (4+)
at physiological pH. Therefore, it is suggested to participate in many
cellular processes through their binding to various negatively charged
molecules such as DNA, RNA, phospholipids, etc. The role of
spermine the control of gastrointestinal motility has been poorly
investigated. Spermine added extracellularly to intestinal and vascular
smooth muscle cells cause relaxation through inhibition of Ca2+
channel activity, but the detailed inactivation mechanisms are still
unclear. The muscarinic receptor-mediated cationic current (mICAT) is
cationic currents carried through transmembrane channels with less
selectivity for Na+, K+, Cs+ and Ca2+. The cationic channel activation,
of mICAT, is taken as the primary and most important mechanism
underlying the contractile response, for it results in increased Ca2+
influxes. PAs inhibit mICAT in single guinea-pig ileal myocyte which
TRPC4 and TRPC6 channels are responsible for. TRPC4 underlies 7080% of the mICAT, however, the effects of PAs on TRPC4 have not
been investigated.
In this study, we performed conventional whole-cell recordings in
HEK293 cells transfected with mTRPC4β, changing the concentration
of intracellular spermine.

Spermine inhibited mITRPC4 in dose-

dependent manner. In deletion mutant model, Δ(720-740) showed
bigger current density than WT without spermine and was less
inhibited by spermine. To find out more specific spermine-binding sites,
cytosolic aspartate/glutamate residue between 720 and 740 of TRP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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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substituted with noncharged alanine. Mutants with E728A showed
relatively bigger current at positive potential.

D629 residue which is

known as Mg2+ binding site was substituted with alanine; TRPC4 was
blocked only in half by internal spermine. The outward current of
D629A/Δ(720-740) was as big as that of Δ(720-740) without spermine
and was greatly suppressed by spermine. However, sperminesuppressed current of D629A and D629A/Δ(720-740) were similar. In
cultured interstitial cell of Cajal, pretreatment of spermine blocked the
membrane depolarization induced by external CCh, and repolarized
CCh-induced membrane depolarization. On the human colon and
rectum, spermine inhibited spontaneous contraction.
In conclusion, spermine may suppress TRPC4, and amino acid (720740) and D629 are thought to be ones of the binding sites. TRPC4 may
take an important role in decreased gastrointestinal motility by
spermine.
-------------------------------------------------------------------------------------Keywords: Spermine, TRPC4, polyamine, nonselective cation channel,
interstitial cell of Cajal, gastrointestinal mo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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