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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막전압 고정 기법은 세포막 이온통로의 활성화 게이트, 비활성화 게이트의 

물리적 성질 등을 밝힐 수 있다. 즉, 여러 다양한 펄스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활성화 

게이트와 비활성화 게이트의 막전압 의존성을 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L-type Ca2+ 

통로의 모델을 막전압 고정 기법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여 최적의 펄스 프로토콜을 

얻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비활성화 게이트의 막전압 의존성을 구하는 

경우, 테스트 전압에서 +10 mV의 전압으로 가기 전에 0 ms, 5 ms, 20 ms의 gap을 

주었는데 이 중 5 ms의 gap을 주었을 때 모델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얻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활성화 게이트의 막전압 의존성을 구하는 경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실제 

관계와 크게 다른 결과를 얻었으나, 0 mV 이하의 막전압에 대해서만 막전압 

의존성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실제 관계와 근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적절히 이용한다면 실제 세포실험에서 정확한 

수치를 얻기 위한 펄스 프로토콜을 얻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서론 

패치 클램프 테크닉 (patch clamp technique)은 

Neher, Sackmann 등 공동 연구자들이 1970년대

에 개발한 기술로서 세포막에 존재하는 이온통로

를 통한 이온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다

[1]. 미세 유리 전극을 세포막에 갖다 대고 음압

을 걸어서 1 GΩ 이상의 gigaseal을 만드는 것이 

시작 단계로서 미세 유리 전극과 닿아 있는 세포

막 패치 (membrane patch)를 통한 단일이온통로 

전류를 기록하는 방식 (cell-attached, inside-out, 

outside-out configuration)이 있고, 패치를 뚫어

서 세포 전체 막을 통한 전류를 기록하는 방식 

(whole-cell configuration)이 있다. 이러한 패치 

클램프 테크닉을 통해 매우 작은 세포에서도 막

전압 고정실험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세

포막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온통로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세포막에 존재하는 이온통로들 중 상당수는 막전

압에 의존적으로 열리고 닫히는데 Hodgkin과 

Huxley는 게이트가 하나만 존재하여 열리고 닫히

는 것이 아니라, 막전압 탈분극에 의해 열리는 활

성화 게이트와 막전압 탈분극에 의해 닫히는 비

활성화 게이트 두 가지가 따로 존재한다고 하였

다[2]. 다양한 펄스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활성화 

게이트의 막전압 의존성, 비활성화 게이트의 막

전압 의존성을 구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각 게

이트의 state transition과 관련된 속도 상수(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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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ant)를 구할 수 있다[3]. 본 연구에서는 시뮬

레이션을 이용하여 m∞등 활성화 게이트 및 비활

성화 게이트의 막전압 의존성을 구하기 위한 최

적의 펄스 프로토콜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 및 계산방법 

막전압 의존성 Na-channel의 경우, 활성화 게이

트는 다음과 같은 state transition을 갖는다. 

1 − m
𝛽𝛽←
𝛼𝛼
→m 

 

여기서 1-m은 활성화 게이트가 닫혀 있을 확률, 

m은 활성화 게이트가 열려 있을 확률을 표시하

며, α와 β는 각기 forward rate constant와 

backward rate constant를 가리킨다. α와 β 모두 

막전압에 의존적으로서 적절한 펄스 프로토콜을 

이용하면 두 가지 rate constant의 막전압 의존성

을 알 수 있다. 펄스 프로토콜로 알 수 있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steady-state activation curve이다. 

이는 transition이 steady-state (m∞)에 도달한 상

태에 대해 막전압 의존성을 보는 것인데, 이때 

forward transition의 속도는 backward transition

의 속도와 같게 된다. 즉, 
 

α ∙ (1 − m∞) = 𝛽𝛽 ∙ m∞ 

 

위 수식을 m∞에 대해 재배열 하면, 
 

m∞ = α
α + 𝛽𝛽 

 

그리고 막전압 고정상태에서 활성화 게이트의 변

화는 지수함수적으로 변하는데 이때의 time 

constant(τ), 즉, 시정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τ = 1
α + 𝛽𝛽 

 

위의 두 식을 재배열하면 forward rate constant

인 α와 backward rate constant인 β를 구할 수 있

다.  

α = m∞
τ  

β = 1 − m∞
τ  

비활성화 게이트도 같은 방법으로 forward rate 

constant와 backward constant를 구할 수 있으며, 

결과 도출에 이용한 L-type Ca2+ 통로의 모델은 

다음과 같다[4]. 

 

d∞ =  1
1 + 𝑒𝑒-(𝑉𝑉+15.3)/5.0 

𝜏𝜏d = 3.05 ∙ 𝑒𝑒-0.0045∙(𝑉𝑉+7)2 + 1.05 ∙ 𝑒𝑒-0.002∙(𝑉𝑉−18)2

+ 0.25 

f1∞ =  1
1 + 𝑒𝑒(𝑉𝑉+26.7)/5.4 

𝜏𝜏f1 = 105 ∙ 𝑒𝑒-(𝑉𝑉+45
12 )

2

+ 40

1 + 𝑒𝑒
-𝑉𝑉+25

25
+ 15

1 + 𝑒𝑒
𝑉𝑉+75

25

+ 1.7 
 

f2∞ =  f1∞ 

𝜏𝜏f2 = 41 ∙ 𝑒𝑒-(𝑉𝑉+47
12 )

2

+ 80

1 + 𝑒𝑒
-(𝑉𝑉+55)

5
+ 15

1 + 𝑒𝑒
𝑉𝑉+75

25

+ 1.7 

 InactCa =  1
1+[Ca2+]i/0.001 

 
여기서 d는 활성화 게이트, f1는 빠른 비활성화 

게이트, f2는 느린 비활성화 게이트이다. InactCa

은 칼슘에 의존적으로 비활성화되는 fraction이

다. 𝑉𝑉는 막전압을 의미하며 단위는 mV이다. τ는 

시정수(time constant)를 의미하며 단위는 msec

이다. [Ca2+]i는 세포내에 이온상태로 존재하는 

칼슘의 농도이고 단위는 mM로 하였다. 전류 크

기 (pA)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𝐼𝐼CaL = 𝐺𝐺CaL ∙ d ∙ (0.9 ∙ f1 + 0.1 ∙ f2) ∙ (𝑉𝑉 − 𝐸𝐸Ca) 

 

여기서 𝐺𝐺CaL은 L-type Ca-통로의 conductance로

서 단위는 μS이다. 𝐸𝐸Ca는 세포내외의 칼슘 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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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에 의해 결정되는 평형전위이며 단위는 mV

이다. 여기서는 +65.0 mV의 고정된 값을 사용하

였다.   

결과 및 논의 

1. Steady-state inactivation curve 

L-type Ca2+-통로의 steady-state inactivation 

curve를 구하는 펄스 프로토콜은 Katsube 등 [5]

이 이용한 펄스 프로토콜을 사용하였다. -80에서 

+20mV까지의 각 테스트 전압에서 gap이 없이 

바로 +10 mV 전압으로 탈분극시켰을 때의 활성

화 게이트, 비활성화 게이트, 그리고 tail current

를 구하였다 (Figure 1). Deactivation이 완료되어 

모든 테스트 전압에서의 deactivation이 같아진 

시점에서 tail current의 크기를 측정한다면 각 테

스트 전압에서의 inactivation 정도를 정확히 반

영하게 된다. 실제 전류를 기록하는 경우 이러한 

activation과 inactivation을 직접 볼 수는 없으므

로 전류가 peak에 도달하는 시간의 약 2배가 되

는 시점에서 전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

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전류가 비활성화되는 구

획에서 시작지점까지 거꾸로 extrapolation fit을 

하여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는 첫 번째 방

법을 이용하여 각 테스트 전압에서의 inactivation 

정도를 구하였다. 

  

 
Figure 1. 비활성화 게이트의 막전압 의존성을 

구하는 프로토콜. Gap이 없는 펄스 프로토콜

에 의한 L-type Ca2+ channel의 전류, 활성화 

게이트 및 비활성화 게이트의 변화를 보여주

고 있다. 

 

다음으로는 5 ms의 gap을 주고 +10 mV 전압으

로 탈분극 시켜서 시간변화에 따른 활성화 게이

트, 비활성화 게이트, 그리고 tail current의 변화

를 구하였다. (Figure 2). 5 ms의 gap을 주는 동안

에는 -80mV의 전압을 유지하였고 이 때 모든 테

스트 전압에서의 활성화 게이트는 같은 수준(~0)

에 도달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전제는 -80 mV 

전압에서의 활성화 게이트가 5 ms 보다 긴 

deactivation 시간상수를 가지는 경우에는 성립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적절한 double pulse 

protocol을 정하기 위해서는 gap에 해당되는 막

전압에서의 활성화 게이트 시간상수가 얼마인지

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상태에서 +10 mV 전압으로 탈분극 시키면 매

우 빠른 time course를 갖는 활성화 게이트는 모

든 테스트 전압에서 동일한 time course를 갖고 

변하는 반면, 매우 느린 시간상수를 갖는 비활성

화 게이트의 경우에는 각각의 테스트 전압의 상

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10 

mV에 해당되는 새로운 비활성화 수준으로 매우 

느리게 변하게 된다. 따라서 전류의 peak 지점에

서 전류크기를 측정한다면 활성화 게이트의 상태

는 동일하고 비활성화 게이트만 차이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  

 
Figure 2. 5 ms의 gap이 포함된 펄스 프로토

콜을 이용하여 얻은 비활성화 게이트의 막전

압 의존성. 5 ms의 gap이 있을 때의 L-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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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하였다 (Figure 1). Deactivation이 완료되어 

모든 테스트 전압에서의 deactivation이 같아진 

시점에서 tail current의 크기를 측정한다면 각 테

스트 전압에서의 inactivation 정도를 정확히 반

영하게 된다. 실제 전류를 기록하는 경우 이러한 

activation과 inactivation을 직접 볼 수는 없으므

로 전류가 peak에 도달하는 시간의 약 2배가 되

는 시점에서 전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

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전류가 비활성화되는 구

획에서 시작지점까지 거꾸로 extrapolation fit을 

하여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는 첫 번째 방

법을 이용하여 각 테스트 전압에서의 inactivation 

정도를 구하였다. 

  

 
Figure 1. 비활성화 게이트의 막전압 의존성을 

구하는 프로토콜. Gap이 없는 펄스 프로토콜

에 의한 L-type Ca2+ channel의 전류, 활성화 

게이트 및 비활성화 게이트의 변화를 보여주

고 있다. 

 

다음으로는 5 ms의 gap을 주고 +10 mV 전압으

로 탈분극 시켜서 시간변화에 따른 활성화 게이

트, 비활성화 게이트, 그리고 tail current의 변화

를 구하였다. (Figure 2). 5 ms의 gap을 주는 동안

에는 -80mV의 전압을 유지하였고 이 때 모든 테

스트 전압에서의 활성화 게이트는 같은 수준(~0)

에 도달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전제는 -80 mV 

전압에서의 활성화 게이트가 5 ms 보다 긴 

deactivation 시간상수를 가지는 경우에는 성립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적절한 double pulse 

protocol을 정하기 위해서는 gap에 해당되는 막

전압에서의 활성화 게이트 시간상수가 얼마인지

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상태에서 +10 mV 전압으로 탈분극 시키면 매

우 빠른 time course를 갖는 활성화 게이트는 모

든 테스트 전압에서 동일한 time course를 갖고 

변하는 반면, 매우 느린 시간상수를 갖는 비활성

화 게이트의 경우에는 각각의 테스트 전압의 상

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10 

mV에 해당되는 새로운 비활성화 수준으로 매우 

느리게 변하게 된다. 따라서 전류의 peak 지점에

서 전류크기를 측정한다면 활성화 게이트의 상태

는 동일하고 비활성화 게이트만 차이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  

 
Figure 2. 5 ms의 gap이 포함된 펄스 프로토

콜을 이용하여 얻은 비활성화 게이트의 막전

압 의존성. 5 ms의 gap이 있을 때의 L-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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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2+ channel의 전류, 활성화 게이트 및 비활

성화 게이트의 변화를 보여준다. 

 

Gap이 너무 커도 비활성화 게이트의 막전압 의

존성을 구하기에 적절하지 않았다. Figure 3는 

gap이 없는 경우, gap이 20 m인 경우, 50 ms인 

경우를 각각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Gap이 50 

ms로 너무 큰 경우, tail current의 크기는 테스트 

전압에 따른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gap의 길이는 비활성화 게이트의 시간상

수보다는 훨씬 작은 수준에서 정하는 것이 적절

하다. 

 
Figure 3. Gap의 길이에 따른 tail current의 

변화.  

 

각각의 gap 조건에서 얻은 tail current의 크기를 

최대 전류 크기로 표준화 한 다음, 테스트 전압에 

대해 플롯하여 비활성화 게이트의 막전압 의존성

을 구하였다 (Figure 4). 각 조건에서의 테스트 전

압-표준화된 tail current 관계를 다음과 같은 

Boltzmann function에 fitting하였다.  

y = 1 − 𝐴𝐴
1 + 𝑒𝑒(𝑉𝑉m−𝑉𝑉h)/slope + 𝐴𝐴 

 

여기서 y는 표준화된 tail current의 크기, A는 y의

 최소값, 𝑉𝑉m은 막전압, 𝑉𝑉h는 표준화된 tail current 

크기가 최대, 최소의 중간값일 때의 막전압, slope
는 Boltzmann function의 slope를 각기 나타낸다. 

이렇게 하여 얻은 𝑉𝑉h와 slope를 Table 1에 정리하

였다. 모델에서 적용한 𝑉𝑉h와 slope는 -26.7 mV와 

5.4 mV였는데, gap이 0 ms 일 때의 𝑉𝑉h와 slope는 

각기 -26.6 mV, 5.6 mV이어서 비활성화 게이트

의 막전압 의존성을 구하기에 비교적 적절한 조

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gap이 5 ms인 경우

에는 𝑉𝑉h와 slope이 각기 -26.7 mV, 5.4 mV로서 모

델에서 적용한 𝑉𝑉h  및 slope와 정확히 일치하여 

gap이 0 ms인 경우보다 정확하게 비활성화 게이

트의 막전압 의존성을 구할 수 있는 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gap을 더 늘려 20 ms를 적용

한 경우에는 𝑉𝑉h와 slope이 각기 -26.4 mV, 4.5 mV

로 나타나서 모델에 적용한 값과는 크게 차이가 

벌어졌다. 

-80 -60 -40 -20 0 2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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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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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 ms
 5ms 
 20ms

I/I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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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Gap의 길이에 따른 normalized tail 

current (I/Imax)의 변화. 실선은 Boltzmann 

curve에 fitting을 한 결과이다 (본문 참조). 

 

 𝑉𝑉h (mV) Slope (mV) 

모델수치 -26.7 5.4 

0 ms gap -26.6 5.6 

5 ms gap -26.7 5.4 

20 ms gap -26.4 4.5 
 

Table 1. Gap의 길이에 따른 Boltzmann function의 

𝑉𝑉h와 slope. 실제 모델의 수치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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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eady-state activation curve 

L-type Ca2+-통로의 steady-state activation 

curve를 구하는 펄스 프로토콜 역시 Katsube 등 

[5]이 이용한 펄스 프로토콜을 사용하였다. 

Steady-state activation curve는 활성화 게이트의 

막전압 의존성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L-type 

Ca2+-channel의 경우,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40 

mV의 전압에서 여러 테스트 전압으로 탈분극 펄

스를 준 다음, 다시 -40 mV의 전압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때 활성화 게이트의 막전압 의존성을 구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tail 

current의 크기를 이용하여 구하는 것이고 두번

째는 테스트 전압에 의해 활성화되는 전류의 

peak값을 구한 다음, 이를 테스트 전압과 Ca2+의 

평형전위의 차이 (𝑉𝑉m − 𝐸𝐸Ca)로 나누어서 그 관계

를 Boltzmann curve에 fitting하는 방법을 사용하

는 것이다[3]. 

Tail current의 크기를 이용하는 경우, 빠른 활성

화는 완료되고, 느린 비활성화는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시점에서 다시 재분극을 시켜서 활성화 정

도에 의한 차이만을 보는 것이 그 원리이다. 그러

나 활성화 게이트의 time course가 테스트 전압

에 따라 변화가 크고, 또한 비활성화 게이트의 시

간상수가 활성화 게이트의 시간상수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프로토콜로 원하는 

수준의 정확한 막전압 의존성을 구하기가 어렵다

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을 실행한 결과 활성화가 완료된 시점에서 비활

성화 게이트의 상태는 테스트 전압마다 매우 큰 

차이가 있어 재분극시 tail current의 크기로 활성

화 게이트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5). 

 

A 

 
B 

 
Figure 5. -40 mV의 holding 전압에서 -40 mV부

터 +50 mV까지의 테스트 전압을 주었을 때의 활

성화 게이트, 비활성화 게이트, L-type Ca2+ 전류 

등의 변화 (A)와 각 테스트 전압 마지막 지점인 8 

ms에서의 비활성화 게이트의 열릴 확률 (B). 
 

 

Figure 6은 여러 테스트 전압에서의 전류와 재분

극 후의 tail current를 보여주고 있다. Tail current

의 크기를 각 테스트 전압에 대해 플롯 하여 

Boltzmann curve에 fitting하면 Table 2에서처럼 

활성화 게이트의 막전압 의존성을 구할 수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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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ype Ca2+-통로의 steady-state activation 

curve를 구하는 펄스 프로토콜 역시 Katsube 등 

[5]이 이용한 펄스 프로토콜을 사용하였다. 

Steady-state activation curve는 활성화 게이트의 

막전압 의존성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L-type 

Ca2+-channel의 경우,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40 

mV의 전압에서 여러 테스트 전압으로 탈분극 펄

스를 준 다음, 다시 -40 mV의 전압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때 활성화 게이트의 막전압 의존성을 구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tail 

current의 크기를 이용하여 구하는 것이고 두번

째는 테스트 전압에 의해 활성화되는 전류의 

peak값을 구한 다음, 이를 테스트 전압과 Ca2+의 

평형전위의 차이 (𝑉𝑉m − 𝐸𝐸Ca)로 나누어서 그 관계

를 Boltzmann curve에 fitting하는 방법을 사용하

는 것이다[3]. 

Tail current의 크기를 이용하는 경우, 빠른 활성

화는 완료되고, 느린 비활성화는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시점에서 다시 재분극을 시켜서 활성화 정

도에 의한 차이만을 보는 것이 그 원리이다. 그러

나 활성화 게이트의 time course가 테스트 전압

에 따라 변화가 크고, 또한 비활성화 게이트의 시

간상수가 활성화 게이트의 시간상수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프로토콜로 원하는 

수준의 정확한 막전압 의존성을 구하기가 어렵다

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을 실행한 결과 활성화가 완료된 시점에서 비활

성화 게이트의 상태는 테스트 전압마다 매우 큰 

차이가 있어 재분극시 tail current의 크기로 활성

화 게이트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5). 

 

A 

 
B 

 
Figure 5. -40 mV의 holding 전압에서 -40 mV부

터 +50 mV까지의 테스트 전압을 주었을 때의 활

성화 게이트, 비활성화 게이트, L-type Ca2+ 전류 

등의 변화 (A)와 각 테스트 전압 마지막 지점인 8 

ms에서의 비활성화 게이트의 열릴 확률 (B). 
 

 

Figure 6은 여러 테스트 전압에서의 전류와 재분

극 후의 tail current를 보여주고 있다. Tail current

의 크기를 각 테스트 전압에 대해 플롯 하여 

Boltzmann curve에 fitting하면 Table 2에서처럼 

활성화 게이트의 막전압 의존성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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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ure 6. 활성화 게이트의 막전압 의존성. A, 활성

화 게이트의 막전압 의존성을 구하기 위한 펄스 프

로토콜과 이를 통해 얻은 전류. B, 막전압과 활성화 

게이트의 열릴 확률 관계. Imembrane은 전체 막전류를 

표시하고, ICaL은 L-type Ca2+ 전류만을 표시한다. 

 

 𝑉𝑉h (mV) Slope (mV) 

모델수치 -15.3 5.0 

시뮬레이션 -9.9 9.2 
 

Table 2. Figure 6의 시뮬레이션으로 얻은 

Boltzmann function의 𝑉𝑉h 및 slope와 모델 수치와의 

비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프로토콜을 시뮬레이

션에 적용하여 얻은 𝑉𝑉h와 slope은 실제 모델에 적

용한 수치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Figure 5B를 참고하면, 8 ms 시간 후의 비활성화 

게이트의 열릴 확률은 테스트 전압이 0 mV에 이

르기까지는 작아지다가 -10 mV 이상으로 올라가

면 다시 커지고 있어서 이를 무시하고 전류 크기

로 활성화 게이트의 열릴 확률을 평가하기 어렵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테스트 전압 0 mV

까지만 tail current의 크기를 Boltzmann curve에 

fitting하여 둘의 관계를 Figure 7에 나타내고 이 

때의 𝑉𝑉h와 slope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A 

 
B 

 
Figure 7. 0 mV까지의 테스트 전압으로 얻은 활성

화 게이트의 막전압 의존성. A, -40 mV에서 테스트 

전압을 준 경우. B, -80 mV에서 테스트 전압을 준 

경우. 

 

 

 

 

 

 𝑉𝑉h (mV) Slope (mV) 

모델수치 -15.3 5.0 

시뮬레이션 

(HP=-40 mV) 
-14.4 7.8 

시뮬레이션 

(HP=-80 mV) 
-14.4 7.0 

 

Table 3. Figure 7의 시뮬레이션으로 얻은 

Boltzmann function의 𝑉𝑉h 및 slope와 모델 수치와의 

비교 

 

𝑉𝑉h와 slope 모두 모델수치에 가까워졌지만 특히 

𝑉𝑉h가 매우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다. 고정전압을 

-40 mV로 한 경우와 -80 mV로 한 경우는 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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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현저한 차이는 없었다. 

결론 

비활성화 게이트의 막전압 의존성을 구할 경우 

gap이 없는 펄스 프로토콜도 사용 가능하지만 가

능하면 gap을 주는 것이 좋은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최적의 길이를 정해주는 

것이 적절하였다. 즉, 활성화 게이트의 시간상수

보다는 2배 이상 길고, 비활성화 게이트의 시간

상수보다는 짧은 수준에서 gap의 길이를 정하는 

것이다. 

활성화 게이트의 경우에는 절대적인 값을 구하기

는 매우 힘들고 약물 등 다른 조건에 의한 변화를 

보는 목적으로는 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Boltzmann curve에 fitting하는 테스트 전

압의 range를 잘 정해주면 실제 수치에 어느 정

도 더 근접한 값을 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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