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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iscovery Studio

Molecular Modeling for Life Science

 당신의 연구에 분자 모델링 연구를 접목하세요. 
당신의 연구 결과를 더 명확하게, 자세하게,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실험 결과 시뮬레이션 및 예측 

Protein Docking Simulation
실험결과 분석 및 검증 

Receptor-Ligand Interaction Analysis 

시간과 비용 절감 

Drug Discovery Process
PCA Analysis

Protein Docking Simulation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 

Windows Like Interface
자동화된 프로토콜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Cas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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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in Engineering 

 당신의 아이디어를 시뮬레이션하세요. 
새로운 단백질을 디자인하기 전, 당신의 아이디어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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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body Annotation & Modeling
항체 서열을 분석하여 CDR 영역을 탐색합니다. 

항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항체 서열로부터 삼차원 구조를 생성하고, 
항체-항체 결합 구조 예측 등의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Homology Modeling
유사 단백질 구조를 검색하여,

단백질 서열로부터 삼차원 구조를 생성합니다. 

Protein-Protein Docking Simulation
단백질-단백질 간 결합구조를 예측하고,
결합 부위의 상호작용을 분석합니다. 

Mutation Effect Prediction
아미노산을 치환했을 때, 단백질의 안정성이나 
화합물과의 결합력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합니다

pH-dependent Stability
pH의 변화에 따른

단백질의 안정성 변화를 계산합니다.

CDR2

CDR1

CDR3

R103F



Drug Design

 약물 후보 물질을 빠르게 탐색하세요. 
가상 스크리닝을 통해 당신의 타겟 단백질에 결합할 수 있는 후보 물질을 탐색하고, 

더 높은 결합 친화력을 갖는 새로운 화합물로 디자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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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Screening
다수의 화합물로부터 타겟 단백질에 결합할 가능성이 큰 대상을 스크리닝합니다. 

단백질에 대한 결합 친화도를 수치화하고 순위를 부여하여 
약물 후보 물질로 가능성이 큰 화합물을 선정합니다. 

Nonbond Interaction Analysis
단백질-화합물 간 상호작용을 간편하게 시각화하여,

결합 구조를 순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Binding Site Search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여,

화합물이 결합할 가능성이 있는 결합자리를 예측합니다. 

Pose Analysis
계산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화합물과의 상호작용에 주로 관여하는 아미노산을 표시합니다. 

Optimization
시뮬레이션 기법을 사용하여,

포즈를 최적화하고 에너지를 다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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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ffold Hopping
단백질과의 상호작용은 유지한 채로

스캐폴드를 치환할 수 있는 구조를 탐색합니다. 

Lead Optimization
단백질과의 상호작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치환기 구조를 제안합니다.  

Query Modeling
가상 스크리닝을 위한 화학적 특징과 

공간적 특징을 고려한 쿼리 모델을 생성합니다. 
사용자는 생성된 쿼리를 이용하여 

유사한 특징을 갖는 화합물을 스크리닝 할 수 있습니다. 

Drug Repositioning
약 350종의 단백질에 대한 

쿼리 데이터 베이스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화합물이 결합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단백질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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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Analysis

의미있는 데이터를 수집하세요. 
라이브러리를 통해 화합물들의 구조와 활성값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새로운 화합물의 활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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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tative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 (QSAR)
다양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화합물의 구조와 활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여러  물리 화학적 특성을 계산하여 다양한 머신 러닝 기법을 통해 활성과의 상관관계를 학습합니다. 
학습된 모델을 통해 사용자는 활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새로운 분자의 활성 값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Library Analysis
라이브러리에 대한 분석, 비교, 분류, 추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화학구조의 유사성과 다양성을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제공하며 사용자는 이를 통해 

보유한 라이브러리로부터 의미 있는 데이터 세트를 
분류 및 추출할 수 있습니다. 

ADME / Toxicity Prediction
정량적 구조-활성 상관관계 방법을 통해 수립된 모델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특성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리화학적 특성: 
질량, 무게, 부피, 분배계수 등

약리학적 특성 :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출

생태학적 독성 : 
발암성, 복귀돌연변이, 경구독성, 

피부자극성, 안구 자극성, 어류 독성 등

Tox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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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Friendly Interface

 쉽고, 간편하며, 강력한 솔루션! 
Discovery Studio는 분자 모델링 연구를 위한 강력한 솔루션으로, 

데이터 편집 및 처리를 도와줄 부가적인 도구들을 통해 더 간편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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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very Studio Client
Discovery Studio는 분자 모델링 계산을 위한 그래픽 인터페이스 기반의 단일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시각화된 분자 및 프로토콜들을 마우스 클릭만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계산을 하나의 클라이언트에서 계산하고, 분석하고, 편집할 수 있어 데이터를 변환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BIOVIA Draw
BIOVIA Draw는 화학구조를 편리하게 그릴 수 있는 

Drawing Tool입니다. 
연구자에게 익숙한 형태의 편집 기능을 제공하며 

이곳에서 작성한 화학구조를 
Discovery Studio에 그대로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Pipeline Pilot
Pipeline Pilot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변환하고 분석할 수 있는 

컴포넌트 기반의 워크플로우 제작 도구입니다. 
사용자는 미리 정의된 다양한 화학 및 

데이터 처리 기능들을 연결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프로세스를 
자동화된 프로토콜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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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S BIOVIA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112-19

T. 031-495-6932(내선256) / F. 031-495-6632 / E. Dsupport@insilico.co.kr
www.insilico.co.kr/3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