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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참가 행사 안내

BIOVIA Community Conference
BIOVIA 본사의 Scientist 분들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한 행사입니다. 

05.24 서울드래곤시티

BIOVIA Community Conference

행사 세션장 모습

05.24 서울드래곤시티통합 분자 모델링 솔루션
Discovery Studio

통합 분자모델링 솔루션

글로벌 기업 다쏘시스템즈 BIOVIA 공식 파트너사인 인실리코에서
단백질 및 화합물 관련 통합 분자 모델링 솔루션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

문의: 031-628-0300 (Tel) / 031-628-0333 (Fax)
         Msupport@insilico.co.kr (E-mail) 

다쏘시스템 BIOVIA 공식 파트너사

BIOVIA 
Discovery Studio
생명과학 연구를 위한 분자모델링 솔루션,
국내 전문인력 SOLZA의 기술 지원을 받아보세요!

단백질 및 화합물의 형태와 에너지를 가상 환경에서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사용자는 예측된 결과를 활용하여 실험 결과를 더 빠르게 도출할 수 있으며, 
결과에 대한 3차원 구조 기반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www.insilico.co.kr

* 상기 이미지는 실제 

Discovery Studio로 

구현한 이미지입니다.

자동화된 프로토콜과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

단백질의 결합 에너지 예측 및 안정성 변화 계산 가능!

항체의 3차원 구조 생성 및 응집 사이트 예측!

단백질과 약물 후보 물질의 상호작용 예측!

QSAR 모델을 생성하여 약물 후보 물질 가상 스크리닝!

Windows Like Interface 
ProteinDesign 

Antibody
Modeling  M

olecular

Docking  

Create 

Q
SA

R M
odel 

DS Case Study
Structure Based Drug Design

Protein Engineering

Protein Aggregation

*다쏘시스템 주관, (주)인실리코 지원한 행사 임을 안내드립니다.

Coming Soon
OCT.18 (Thur), 2018 Seoul Dragon City Hotel  KOREA 
2018 DASSAULT SYSTEMES INNOVATION CONFERENCE

Coming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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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Structure Based Drug Design

sozA
새로운 단백질을 디자인하기 전, 아이디어를 보다 구체화하고 싶다면 바로 Discovery Studio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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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 활용 방법 (1)

sozA
가상 스크리닝을 통해 타켓 단백질의 후보 물질을 탐색이 가능한 Discovery Studio !

(04)

Small Molecule Docking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여 화합물의 결합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Molecular Properties and ADMET

화합물의 2D 구조로부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계산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합니다.

Discovery Studio 를 이용하여 타겟 단백질에 결합할 수 있는 화합물의 구조를 탐색합니다. 

s

Reference

Computa�onal biology and chemistry 
73 (2018): 1-12.

<3D QSAR Pharmacophore Based Virtual Screening for Identification 
of Potential Inhibitors for CDC25B>

Cell division cycle 25B (CDC25B)는 

세포주기 단계에서 기본적인 역할을 하며 

암에 대한 강력한 약물 타겟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화합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Lipinski’s rule of five 에 만족하며 

Pharmacophore model 에 의한 

Virtual Screening 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Docking 연구에서 CDC25B와 

화합물에 대한 결합 친화도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약물 후보물질이 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통합 분자 모델링 솔루션은 BIOVIA Discovery Studio, 솔루션 자문은 솔자 !

단백질-화합물 간 상호작용을 2D, 3D 기반으로 시각화하여 분석이 가능합니다.

* 물리학적 특성

> 질량, 무게, 부피, 분배게수 등

* 약리학적 특성

>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출

* 생태학적 특성

> 발암성, 경구독성, 피부자극성, 안구 자극성,

   어류 독성 등

Toxicity

Physicochemical
Property

AD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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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Protei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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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통계적인 분석 기법을 활용해 다양한 특성 분석이 가능한 Discovery Studio !

(05)

S
O

LZ
A

DS 활용 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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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기반으로 마우스 클릭만으로 시각화된 분자 및 프로토콜 조작이 가능한 Discovery Studio !

Discovery Studio 를 이용하여 단백질의 안정성이나 기질 특이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돌연변이 단백질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Succinate production positively correlates with the affinity of the global 
transcription factor Cra for its effector FBP in Escherichia coli>

Catabolite repressor/activator (Cra) 는 

많은 대사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며, 결합할 경우

 기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ffector fructose-1,

6-bisphosphate (FBP) 에 대한 Cra 의 친화력이 

숙신산 생합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 합니다.

          이 논문에서 구조 기반의 연구를 통하여 

두 분자간의 결합 모드를 예측하여 결합 친화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의 정보를 얻으며, 

이를 활용한 돌연변이 디자인 연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

Biotechnology for biofuels 9.1 (2016): 264

Calculate Mutation Energy (Binding/Stability)

Mutation Energy 를 계산하여 이론적으로 단백질의 안정성을 예측 할 수 있습니다.

Predict Disulfide Bridges

단백질의 모든 공간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CYS 으로 치환하였을 때, Disulfide bond 를 형성할 수 

있는 아미노산 쌍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06)

s

CYC79

CYC365

VAL79

ALA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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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Protein Aggr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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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통계적인 분석 기법을 활용해 다양한 특성 분석이 가능한 Discovery Studio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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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활용 방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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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기반으로 마우스 클릭만으로 시각화된 분자 및 프로토콜 조작이 가능한 Discovery Studio !

Discovery Studio 는 응집 사이트를 예측하여 안정성 높은 치료 단백질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Developability Index: A Rapid In Silico Tool for the Screening 
of Antibody Aggregation Propensity>

이 논문에서 개발 가능성 지수(Developability Index) 라는 

이론으로 소수성 상호 작용을 통해 

응집 성향을 예측하는 계산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 방법은 실험데이터 없이도 빠르게 스크리닝 가능하며, 

이를 활용하여 초기 개발 단계에서 여러 후보 항체간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Reference

Journal of pharmaceu�cal sciences 
101.1 (2012): 102-115.

Predict Protein Aggregation

Spatial Aggregation Propensity (SAP) 방법 기반으로 응집에 원인이 되는 “Hot Spots” 확인할 

수 있으며, 단백질의 개발 가능성 지수를 계산하여 후보 항체구조의 순위를 평가 할 수 있습니다.

Predict Humanizing Mutation

항체 서열을 분석하여 Human 항체의 유전자 배열에 근접한 Mutation Site 및 유형을 제안합니다.

CDR 영역이 아니면서 인간의 서열이 존재할 확률이 5% 미만으로 희박한 항목

Query 서열과 germline과 매칭되지 않는 항목

(08)

Green : high stability

Yellow : medium stability

Red : low stability

Red : High aggregation score
Blue : Low aggregation score 

항체 구조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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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실리코 4분기 참가 행사 안내

sozA
 분자 모델링을 이용하여 별도의 실험 없이 물질의 특성 예측, 신약개발 연구를 돕는 BIOVIA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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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산업에서 혁신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최고의 엔터프라이즈 협업 솔루션은 BIOVIA !

2. DASSAULT SYSTEMES INNOVATION CONFERENCE 행사 개최 및 참가 

2018년 10월 18일(목) 용산 Dragoncity에서 당일 행사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쏘시스템 주관)

BIOVIA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의 CATIA, SIMULIA, ENOVIA, DELMIA 등 다쏘시스템 

솔루션 사용자들을 모시고, 3DEXPERIENCE 플랫폼 대표 애플리케이션들의 최신 기술 업데이트 

및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AI(Aritificial Intelligence)의 현주소와 미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도전과제 및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컨퍼런스에는 Modeling & Simulation(Materials Science & Life Science, Pipeline Pilot, Machine 

Learning & AI)에 대해서 해외 및 국내 본사 연사와 인실리코 임직원, 국내 User 분들의 발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불어, Enterprise Solution(OneLab, QUMAS, Machine Learning & AI, 

ELN)에 대해 격의 없는 토론의 장이자 업계 간의 네트워크 행사가 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10)

2018 한국공업화학회 춘계학술대회 홍보부스 참가모습(다쏘시스템 지원)

1. 2018 한국고분자 추계학술대회 기업홍보 부스 참가

2018년 10월 10일(수)~12일(금)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합니다.

매년 연례행사로 개최되는 본 학술대회에는 고분자 관련학과의 우수한 석, 박사과정

학생을 포함하여 각 기관의 연구소에 근무하시는 2,300여 명 정도 참가 예정입니다.

저희 (주)인실리코에서는 다쏘시스템 BIOVIA Materials Studio 컨설팅 및 제품을 홍보

하기 위해 참석 예정입니다. 전문인력의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고,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미나 신청을 통해 화학 및 신소재 개발이 가능한 통합 분자 모델링 

솔루션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그럼 10월 11일(목)~12(금)에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에서 뵙겠습니다.

2018 DASSAULT SYSTEMES INNOVATION CONFERENCE 초청장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인원 제한이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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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기교육 일정 안내 (DS, MS)

sozA
바이오 및 신약 개발을 위한 통합 분자 모델링 솔루션은 Discovery Studio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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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zA
화학 및 신소재 개발을 위한 통합 분자 모델링 솔루션은 Materials Studio !

2018  4분기 정기교육 일정 안내 (DS,MS)

장소: 인실리코 소통하는 팀웍 (구:교육장)

*상기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http://www.insilico.co.kr/3ds.html교육 참가 신청은

10월 11~12일 10월 5일(금) Small Molecular Design Tools

Discovery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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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일정 참가 신청 마감 교육 내용

11월 15~16일 11월 9일(금) QSAR & Mesoscale Simulation(QSAR, Mesocite)

http://www.insilico.co.kr/3ds.html교육 참가 신청은

Materials Studio 교육 일정

Materials Studio: 통계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해당 물질의 특성을 Screening하고, 구조-활성 관계를 밝힌 후, 더욱 빠르게 
                             새로운 물징 특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 마감 교육 내용

zA

Advanced Docking

Fragment Based Design

Pharmacophore Modeling

Statistics Analysis

Coarse Graining Molecular Dynamics (CGMD)

Composi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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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31-628-0319   F. 031-628-0333   E. info@insil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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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zA
솔루션 컨설팅은 솔자

이번 매거진의 명언은 미국의 처세술 전문가로

유명한 작가이자, 전 대학교수인 데일 카네기 입니다.

이루고 싶은 꿈, 또는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가치를 믿고 도전해 보십시오!   

끝내 업적에 성공할 수 있게 저희 인실리코가 응원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업 다쏘시스템즈 공식 파트너사인 (주)인실리코는 R&D, Manufacturing, QA,QC를 

돕는 다양한 솔루션을 컨설팅 전문기업입니다.

SOLZA가 열쇠를 찾을 수 있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솔루션에 관한 풍부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컨설팅하겠습니다.

“Most of the important things in the world 
have been accomplished by people 

who have kept on trying 
when there seemed to be no hope at all.”

Dale Carnegie

“세상의 중요한 업적 중 대부분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한 사람들이 이룬 것이다.”

zA

데일 카네기

*4분기 소식지는 2018년 진행했던 인실리코와 BIOVIA 행사 내용 리뷰와 
  2019년 인실리코와 BIOVIA 예정된 행사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