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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Bye

“4분기

”

정식 발간!

Welcome
2018

규제 준수, 공정변수, 표준 전자 문서 등 다양한 솔루션 자문은 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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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기반 협업, 연구, 분석 솔루션 자문은 솔자 !

R&D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자문은 솔자 !

Materials Studio_계산 영역

재료과학 및 화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원자와 분자 구조를 이용하여 물질의 특성 및 거동을
증명 및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Modeling & Simulation 프로그램

계산 영역

SOLZA

INSILICO Newsletter

Materials Studio_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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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

Easy to Use, All in One

쉽고, 정밀한 분자 모델링 시뮬레이션!

e.g., morphology,
drug delivery

Meso

e.g., permeation,
crystallisation

Graphic Interface를 통해 더욱 쉽고 정밀하게,
재료의 분자 구조 및 성질을 연구하도록 도와줍니다.

e.g., electronics, catalysis

Materials Studio

Visualizer & Collection
Visualizer & Collection은 Materials Studio의 기반 프로그램으로 강력한 Builder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복잡한 구조를 손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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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관리환경 구축 컨설팅은 솔자 !

바이오 및 신약 개발을 위한 통합 분자 모델링 솔루션 자문은 솔자 !

Materials Studio_적용 분야 (2)
적용 분야

적용 분야

SOLZA

INSILICO Newsletter

Materials Studio_적용 분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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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여 주세요. (시뮬레이션 솔루션 페이지 브로셔 다운 가능)

> http://www.insilico.co.kr/index.php/solution/simulation
(05)

(06)

so zA

공정정보 관리에서 제조/생산에 이르기까지 시스템 구축 자문은 솔자 !

품질관리에서 협업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 서비스 자문은 솔자 !

Discovery Studio_소개(2)

분자 모델링 연구를 위한 강력한 솔루션으로, 분자 모델링 연구를 위한 포괄적인 기능들을
하나의 솔루션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SOLZA

INSILICO Newsletter

Discovery Studio_소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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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여 주세요. (시뮬레이션 솔루션 페이지 브로셔 다운 가능)

> http://www.insilico.co.kr/index.php/solution/simulation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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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관리시스템 시스템 구축 자문은 솔자 !

품질관리시스템 시스템 구축 자문은 솔자 !

Discovery Studio_장점/계산 분야

Merit

Merit

1. 연구 프로세스 개선 및 효율적인 연구

3. 연구 결과에 대한 강력한 검증 데이터 마련

연구 전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후보 물질 및 우선순위 결정

원자 단위로 표현된 삼차원 모델을 통해 구조적인 분석 가능

합리적인 연구 계획을 통해 시간과 비용 절감

비결합 상호작용 분석, 단백질 표면 특성 분포 분석, 차트, 테이블 등 다양한 도구를 통한 데이터 분석

단백질, 화합물 모델링 대한 포괄적인 범위를 포함

다양한 분야, 다양한 문헌 속에서 모델링을 통한 데이터 검증 사례
Pose Name

Rank

Score

Pose1

1

-107.627

Pose2

2

-106.249

Pose3

3

-105.669

Pose4

4

-105.594

Pose5

5

-104.88

Binding complexes of trypsin inhibitor
protein with bos taurus trypsinogen

Docked poses and score

A ligand binding pose and analysis
with human A2A Receptor

Statistical analysis of binding poses

계산 분야
2.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음
각각의 계산 기능 및 파라미터에 대한 상세한 도움말 제공
다양한 연구 아이디어에 대한 튜토리얼을 제공
gmx
gmx
gmx
gmx

editconf -f 1AKI_processed.gro -o 1AKI_newbox.gro -c -d 1.0 -bt cubic
solvate -cp 1AKI_newbox.gro -cs spc216.gro -o 1AKI_solv.gro -p topol.top
grompp -f ions.mdp -c 1AKI_solv.gro -p topol.top -o ions.tpr
genion -s ions.tpr -o 1AKI_solv_ions.gro -p topol.top -pname NA -nname CL -nn 8

Structure-based design and
lead optimization
Macromolecule design
and protein engineering

마우스 클릭만으로 사용 가능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09)

워크플로우 기반의
프로토콜 배치

Small-molecule design

(10)

SOLZA

INSILICO Newsletter

Discovery Studio_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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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연동을 통한 데이터 관리 및 규제 준수 시스템 !

Materials Studio, Discovery Studio-통합 분자 모델링 솔루션 자문은 솔자 !

SOLZA

INSILICO EVENTS

2017 Go by INSILIICO EVENTS

2017 주최 및 참가 행사 스토리

11月

Experience & Knowledge 세미나 주최
규제 준수 솔루션을 이용한 국내,외 사례 및
신규 솔루션 소개 세미나_인실리코 본사

5月

BIOVIA FUGM Korea 2017 주최

KOREA LAB 참가
국제연구, 실험 및 첨단분석장비전

국내 User 분들의 Modeling & Simulation 사례 발표와
BIOVIA 본사 담당자분들의 Enterprise Solution
데모시연 및 제품 소개 미팅

6月

4月

BIOVIA Community Conference Korea 2017 주최
BIOVIA 본사 Scientist 및 담당자분들을 모시고,
Modeling & Simulation과 Enterprise Solution에 대해 다양한 주제를
토론. 더불어 BIOVIA 솔루션 전시-체험 공간을 통한 고객 컨설팅 진행

한국고분자학회 춘계학술대회 참가

대한금속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 참가

2017 정기교육 진행된 일정
MS: Materials Studio 정기교육 일정
DS: Discovery Studio 정기교육 일정

인실리코 소통하는 팀웍 (구:교육장)

Molecular Modeling Protein Engineering Tools

Small Molecule Docking

Small Molecular Design Tools

MS

DS

DS

MS

DS

DS

MS

3월

3월

4월

7월

9월

10월

10월

Quantum Mechanics(DMol3, CASTEP)

Molecular Mechanics(Forcite Plus, AM Cell)

(11)

10月

Molecular Mechanics (Meso/QSAR)

so zA

so zA

Discoverant 생산공정 변수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

통합 분자 모델링 솔루션 자문은 솔자 !

2018 주최 및 참가 예정 행사

4月

5月

KOREA LAB 참가

BIOVIA Community Conference 주최

-국제연구, 실험 및 첨단분석장비전

한국고분자학회 춘계학술대회 참가

*행사 일정의 경우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6月 8月
생화학분자생물학회
춘계학술대회 참가

10月 11月

SOLZA

INSILICO EVENTS

2018 Prearranged INSILICO EVENTS

APAC PARTNER SUMMIT
Dassault Systemes KOREA
SEOUL/KOREA 주최
Focused User Group Meeting 주최

BIOVIA 본사 Scientist 및 담당자분들을 모시고 Modeling & Simulation과
Enterprise Solution에 대해 다양한 주제를 토론하는 컨퍼런스

한국공업화학회 추계학술대회 참가

국내 User 분들의 Modeling & Simulation 사례 발표와
BIOVIA 본사 담당자분들의 Enterprise Solution 데모시연 및 제품 소개

**인실리코 세미나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2018 정기교육 예정 일정(날짜 미정-향후 상세 일정 안내 예정)
MS: Materials Studio 정기교육 일정
DS: Discovery Studio 정기교육 일정

인실리코 소통하는 팀웍 (구:교육장)

Molecular Modeling Protein Engineering Tools

Small Molecule Docking

Small Molecular Design Tools

MS

DS

DS

MS

DS

DS

MS

3월

3월

4월

7월

9월

10월

10월

Quantum Mechanics(DMol3, CASTEP)

Molecular Mechanics(Forcite Plus, AM Cell)

(12)

Molecular Mechanics (Meso/QSAR)

2018
지난 한 해에도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더욱 노력하고
성장하는 INSILICO 및 SOLZA가 되겠습니다. 무술년 ‘황금 개띠 해’에도
탁월한 활력으로 모든 일에 건승하시고, 희망과 영원의 상징인 태양처럼
소중한 인연이 지속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New Year bring only good things to all of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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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는 가장 끈기있는 자에게 돌아간다”
Napoleon Bonaparte
이번 매거진의 명언은 나폴레옹의 ‘끈기’에 대한 명언입니다.

2002년 분자모델링 세계 최대 다국적 기업인
다쏘시스템 BIOVIA 한국지역 독점 기술 컨설팅 계약 체결을 인실리코가 이뤄냈습니다.
분자모델링 및 시스템 구축 컨설팅 그룹인 SOLZA가 15년간 다양한 분야의
연구개발에 활용되게끔 끈기있게 고객의 고민을 같이 나눠 빠르고, 정확하게 컨설팅한 결과입니다.

so zA

솔루션 컨설팅은 솔자

품질관리, 규제 준수, 정보관리 플랫폼 등 고객의 사이트에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시스템 구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고객 맞춤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델링 시뮬레이션부터 엔터프라이즈 솔루션까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최적의 가치와 만족을 고객에게 선사하고자 오늘도 한발 앞서 움직입니다.

INSILICO / SOLZA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코리아바이오파크 C동 602호
T. 031-628-0319 F. 031-628-0333 E. info@insilico.co.kr
www.insilico.co.kr/3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