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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Magazine
다쏘시스템 BIOVIA 공식 파트너사

(주)인실리코 공식 매거진
연구 개발에서 제품 생산까지
데이터 수집 처리 및 분석 전문기업

글로벌 기업 다쏘시스템즈의 과학 중심기업들을 위한
BIOVIA 솔루션 판매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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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분자 모델링 솔루션 및 시스템 구축 컨설팅은 (주) 인실리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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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SAULT SYSTEMES 주관으로 진행한 2018년 행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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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ing

이외에도 많은 고객사례가 있습니다

(02)

Build up

Support

인실리코는 컨설팅, 설치, 지원이
통합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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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준수, 공정변수, 표준 전자 문서 등 다양한 솔루션 자문은 인실리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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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AB 2018_제12회 국제연구, 분석장비전
제12회 국제연구, 실험 및 첨단분석장비전

지난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제12회 국제연구, 실험 및 첨담분석장비전 KOREA
LAB에 (주)인실리코도 다녀왔습니다. 정말 많은 분의 고객과 업체가 참여한 행사였습니다.
국제연구.실험 및 첨단분석장비전은 실험실 기초, 실험실 안전, 측정 및 분석, 바이오.생명.제약.
식품설비 연구장비, R&D융합기술 장치 및 설비, 수질.대기.환경 기술산업 및 연구 설비 등
다양한 장비, 시설, 소프트웨어를 살펴보실 수 있는 전시회입니다.
저희는 3DS BIOVIA Enterprise Solution QUMAS, OneLab, ScienceCloud를 홍보 및 세미나
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도 다쏘시스템 공식파트너사로서 3DS BIOVIA의 솔루션을 가지고, 참가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Enterprise Solution 관련 문의는 이메일 ESsupport@insilico.co.kr로
부탁드립니다.

*Enterprise Solution
BIOVIA Discoverant: 제조, 생산을 위한 SMART Factory 구축 솔루션
BIOVIA OneLab: R&D, QC, QA 생산을 위한 통합실험실 관리 솔루션
BIOVIA Pipeline Pilot: 연구자들을 위한 쉬운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다양한 데이터 분석/처리)
BIOVIA QUMAS: 제약, 바이오 기업을 위한 규제준수 솔루션

*DASSAULT SYSTEMES 후원으로 진행한 행사입니다

(03)

쉽고, 정밀한 분자 모델링 시뮬레이션은 바로 Materials Studio!

한국공업화 춘계학술대회
한국공업화학회 춘계학술대회 기기전시가 5월 3일부터 4일까지 대구 EXCO에 있었습니다.
다쏘시스템 공식 파트너사인 (주)인실리코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 3DS BIOVIA Simulation
Solution Materials Studio에 대해 홍보하며, 고객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이 찾아주셔서 더 없이 뜻깊은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양한 문의사항에 답변드리며, 직접 프로그램을 시연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SOLZA

한국공업화학회 춘계학술대회 기기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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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는 한국공업화 추계학술대회 기기전시(10.30~11.01)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화학 및 신소재를
위한 분자모델링 솔루션인 Materials Studio는 현재 다양한 고객사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주)인실리코에서는 Materials Studio에 대한 컨설팅, 정기교육,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Materials Studio 관련 문의는 이메일 Msupport@insilico.co.kr로 부탁드립니다.

*Simulation Solution
BIOVIA Materials Studio: 화학 및 신소재를 위한 분자모델링 솔루션

*DASSAULT SYSTEMES 후원으로 진행했던 행사입니다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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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기반으로 마우스 클릭만으로 시각화된 분자 및 프로토콜 조작이 가능한 BIOVIA Simulation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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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VIA Community Conference
DASSAULT SYSTEMES BIOVIA FORUM
Dassault Systemes BIOVIA 컨퍼런스가 서울 드래곤시티(용산)에서 진행했습니다. 본 행사는
고객을 초청하여 BIOVIA 본사 Scientist와 함께 Discovery Research와 Enterprise Solution
2개의 세션으로 진행했습니다.
글로벌 선두기업 다쏘시스템즈의 과학중심 기업들을 위한 BIOVIA는 매년
고객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3DEXPERIENCE

2018 BIOVIA FORUM
MAY 24th, 2018 KOREA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더욱 뜻깊은 컨퍼런스가 될 수 있게
다쏘시스템과 함께 노력하는 공식 파트너사인 (주)인실리코가 되겠습니다.
아래에는 발표했던 본사 연사와 발표 주제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05)

새로운 단백질을 디자인하기 전,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싶다면 바로 Discovery Stud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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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BMB SEOUL 2018
지난 6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IUBMB Seoul 2018에 참여를 했습니다. 3DS BIOVIA
Simulation Solution Discovery Studio에 대해 홍보하며, 고객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휴가 중간에 있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부스에 많은 분이 방문해
주셔서 뜨거운 열기를 느낀 행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SOLZA

IUBMB SEOUL 2018_생화학분자생물학회 국제학술대회

2019년에는 생화학분자생물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기기전시에(06.03~06.04)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바이오 및 신약 개발을 위한 분자모델링 솔루션인 Discovery Studio는 현재 다양한 고객사에서 사용하고 계
십니다.
(주)인실리코에서는 Discovery Studio에 대한 컨설팅, 정기교육,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Discovery Studio 관련 문의는 이메일 Msupport@insilico.co.kr로 부탁드립니다.

*Simulation Solution
BIOVIA Discovery Studio: 바이오 및 신약 개발을 위한 분자모델링 솔루션

쉽고 간편한 인터페이스

단백질 디자인 및
항체 디자인

(06)

라이브러리 분석 및
머신러닝

단백질 구조 기반의
신약 발굴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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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Materials Stud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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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분자학회 추계학술대회 기기전시
한국고분자 추계학술대회
한국고분자학회 추계학술대회 기기전시가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경주 HICO에 있었습니다.
다쏘시스템 공식 파트너사인 (주)인실리코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3DS BIOVIA Simulation
Solution Materials Studio에 대해 홍보하며, 고객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이 찾아주셔서 더 없이 뜻깊은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양한 문의사항에 답변드리며, 직접 프로그램을 시연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2019년에는 한국고분자학회 춘계학술대회 (04.10~04.12)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화학 및 신소재를 위한 분자모델링 솔루션인 Materials Studio는 현재 다양한 고객사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주)인실리코에서는 Materials Studio에 대한 컨설팅, 정기교육,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Materials Studio 관련 문의는 이메일
Msupport@insilico.co.kr 로 부탁드립니다.

*Simulation Solution
BIOVIA Materials Studio: 화학 및 신소재를 위한 분자모델링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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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흐름에 따른
분자 거동 기반 물성 예측

전가 간의 상호작용
고려한 물성 예측

구조-활성 관계 분석을
통한 물질 특성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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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Micoro Level 전산모사를
통해 물질 분석

과학적 관리환경 구축 컨설팅은 인실리코 !

DASSAULT SYSTEMES INNOVATION CONFERENCE
다쏘시스템코리아가 10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AI Based Innovation with 3DEXPERIENCE’를 주제로 ‘다쏘시스템 이노베이션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SOLZA

DASSAULT SYSTEMES INNOV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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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산업군의 CATIA, SIMULIA, ENOVIA, DELMIA, BIOVIA 등 다쏘시스템 솔루션 사용자들을
모시고 3DEXPERIENCE 플랫폼 대표 애플리케이션들의 최근 기술 업데이트 및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의 현주소와 미래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BIVOIA Track에서는 Modeling&Simulation 세션과 Enterprise Solution으로 나누어 다쏘시스템코리아,
인실리코 임직원, 고객 연사 발표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 번 방문해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리며, 내년 DASSAULT SYSTEMES INNOVATION CONFERENCE
다쏘시스템코리아와 인실리코가 BIOVIA Track에서 더욱 흥미 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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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물성 예측이 가능한 Materials Stud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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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Materials Studio 정기교육 일정 안내
*Materials Studio: 통계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해당 물질의 특성을 Screening하고,
구조-활성 관계를 밝힌 후, 더욱 빠르게 새로운 물징 특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Materials Studio

http://www.insilico.co.kr/3ds.html

교육 참가 신청 페이지

교육 일정

교육 주제

세부 내용

2월

분자모델링 입문자를 위한
Materials Studio 기본 교육

> 분자모델링 소개
> Visualizer 및 기본 작동 설명 I
> Visualizer 및 기본 작동 설명 II
> Quantum Mechanics
> Molecular Mechanics

3월

분자모델링 입문자를 위한
Materials Studio 기본 교육

> Practical Education
> Basic Tutorials (Theory, OPT)
> Advanced Tutorials I
> Advanced Tutorials II

4월

분자모델링 입문자를 위한
Materials Studio 기본 교육

> 분자모델링 소개
> Visualizer 및 기본 작동 설명 I
> Visualizer 및 기본 작동 설명 II
> Quantum Mechanics
> Molecular Mechanics

6월

분자모델링 입문자를 위한
Materials Studio 기본 교육

> 분자모델링 소개
> Visualizer 및 기본 작동 설명 I
> Visualizer 및 기본 작동 설명 II
> Quantum Mechanics
> Molecular Mechanics

7월

Molecular Mechanics

> Practical Education
> Basic Tutorials (Theory, OPT)
> Advanced Tutorials I
> Advanced Tutorials II

10월

분자모델링 입문자를 위한
Materials Studio 기본 교육

> 분자모델링 소개
> Visualizer 및 기본 작동 설명 I
> Visualizer 및 기본 작동 설명 II
> Quantum Mechanics
> Molecular Mechanics

11월 (1)

Meso Scale Simulation

> Practical Education
> Basic Tutorials (Theory, OPT)
> Advanced Tutorials I
> Advanced Tutorials II

QSAR

> Practical Education
> Basic Tutorials (Theory, OPT)
> Advanced Tutorials I
> Advanced Tutorials II
/ MSC Protocol

11월 (2)

(Quantitative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

(09)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상 스크립트를 통해 타겟 단백질의 후보 물질을 탐색이 가능한 Discovery Stud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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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very Studio: 분자 모델링 연구를 위한 강력한 솔루션으로, 분자 모델링 연구를 위한
포괄적인 기능들을 하나의 솔루션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Discovery Studio

교육 참가 신청 페이지

http://www.insilico.co.kr/3ds.html

교육 일정

교육 주제

세부 내용

2월

단백질 구조 기반의 신약 설계

> 화합물 도킹 시뮬레이션 I
(Molecular Docking)
> 후보 물질 최적화를 통한 신규
화합물 디자인

4월

분자모델링 입문자를 위한
Discovery Studio 기본 교육

5월

화합물 라이브러리 분석 및 활성 예측

7월

분자모델링 입문자를 위한
Discovery Studio 기본 교육

8월

인실리코 기법을 이용한 단백질
구조 예측 시뮬레이션

10월

분자모델링 입문자를 위한
Discovery Studio 기본 교육

11월

분자동력학 시뮬레이션을 통한
단백질 움직임 예측

(10)

> 분자모델링 소개 및 실습
> 화합물 도킹 시뮬레이션 및
단백질 구조 예측

> 화합물 라이브러리 분석 방법
> 화합물 구조-활성 간 상관관계
분석 I (QSAR I)

> 분자모델링 소개 및 실습
> 화합물 도킹 시뮬레이션 및
단백질 구조 예측

> 단백질 서열 정렬과 구조 예측
> 항체 구조 예측과
신규 항체 디자인
> 단백질-단백질 결합 구조 예측
및 분석

> 분자모델링 소개 및 실습
> 화합물 도킹 시뮬레이션 및
단백질 구조 예측

> 분자동력학 기본
> 분자동력학 기법을 활용한
단백질 움직임 예측 및 분석 I
> 분자동력학 기법을 활용한
단백질 움직임 예측 및 분석 II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OLZA

2019 Discovery Studio 정기교육 일정 안내

A

2018년도 저희 (주)인실리코를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더욱 노력하고, 성장하는 (주)인실리코가 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8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기해년 황금 돼지처럼
황금이 굴러들어오는 행복한 일들이 가득한 눈부신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인실리코 임직원 드림

“Our problems are man-made, therefore they may be solved by man.
And man can be as big as he wants.
No problem of human destiny is beyond human beings.”

“우리의 문제는 인간이 만든 문제이므로, 인간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원하는 만큼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벗어나지 못할 운명의 굴레는 없습니다.”

John F. Kennedy
존 F. 케네디

12월 4분기 마지막 SOLZINE 명언은 미국의 정치가로
제 35대 대통령을 지낸 존 F. 케네디 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지마시고, 시스템 컨설팅에서 구축까지
다양한 분야(공정정보 관리, 제조/생산, 분자 모델링, 연구개발, 규제준수, 품질관리, 협업 솔루션 등)
고객을 위한 통합 솔루션에 대한 컨설팅에서 구축까지 저희와 함께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다쏘시스템즈 공식 파트너사인

(주)인실리코는

R&D, Manufacturing, QA,QC를

so zA

돕는 다양한 솔루션 컨설팅 전문기업입니다.

솔루션 컨설팅은 솔자
INSILICO / SOLZA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코리아바이오파크 C동 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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