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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석 배경 및 목적

1. 분석 배경

2019년 12월 중순 중국의 우한시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는 유례없는 확산속도를 보이며, 단기간에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국경을 폐쇄하거나 외국인 입국 금지 등의 
방법을 통해 봉쇄 조치를 취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20년 3월 코
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해 범유행(팬데믹, Pandemic)을 선언하였다.

기온과 습도가 올라가면 바이러스의 위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처음의 예상과 달
리 계절이 바뀌어도 그 위력은 약해지지 않았고,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이 절실한 
상황에서 미국 제약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Gilead Sciences, Inc.)사에서 개발한 
렘데시비르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치료제로 식품의약처(FDA)의 긴
급사용 승인을 획득하였다.

렘데시비르는 에볼라 출혈열 치료제로 개발되었으나 그 효과가 기존 약물과 크
게 다르지 않아 개발이 중단된 약품이나, 후속 연구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등에 항
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하여 약물 재창출(Drug 
Repurposing) 기술이 재차 주목받고 있다.

약물 재창출은 약물 재활용 또는 신약 재창출이라고도 불리며 이미 시판되어 사
용되고 있어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이나 임상시험에서 안전성은 있지만 효능이 충
분히 입증되지 않아 허가받지 못한 약물을 대상으로 새로운 적응증을 규명하는 
신약 개발 방법 중 하나이다.

약물 재창출은 완전히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갖고 있다. 기존의 신약 개발은 타겟 발굴, 후보 물질 스크리닝 및 최적화, 
약리학적(Pharmacology) 평가, 약동학적(Pharmacokinetics) 평가, 제형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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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러 과정을 거치므로 10년 이상 소요되는데 비해, 약물 재창출은 화합물 규
명, 화합물 획득, 개발, 등록의 과정으로 신약 개발이 3년 내에도 가능하므로 약물
의 개발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신약 개발의 경우 많은 기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성공률은 통상적으로 10% 
이하로 낮은 반면, 신약재창출은 약물의 안전성이나 약동학과 관련된 위험성이 낮
은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좀 더 높은 장점이 있다. 

약물 재창출은 맹검법(Blind test)/스크리닝, 타겟 기반, 지식 기반, 시그니처
(signature, 특정 정보) 기반, 경로 또는 네트워크 기반, 타겟 작용기전
(Mechanism) 기반 등의 다양한 과학적 방법론을 바탕으로 하므로, 약물 과학에 
대한 지식기반이 늘어날수록 더욱 성공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기술의 발달로 생물정보학(BI, 
Bioinformatics)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신약 개발에 활용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
고 있으며, AI 기술을 신약 개발에 활용 시, 신약 개발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과 시간이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어서, 약물 재창출과 관련하여 질
병의 원인이 되는 작용기전에 따라 적합한 신약 후보물질을 찾아내는데 활용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는 AI 기반의 신약 개발이 예전부터 이루어져 왔으
며, 2020년 2월 일본의 다이닛폰스미토모는 영국의 엑센시아의 AI 플랫폼을 활용
하여 신약 후보화합물 ‘DSP-1181’의 임상 1상 시험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으며, 
미국의 인실리코(InSilico) 제약은 중국으로부터 미화 200만불(약 2,400억 원)을 
투자 받았고, 미국의 아톰와이즈(Atomwise)는 슈퍼컴퓨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아
톰넷(AtomNet)을 만드는 등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국내의 경우 SK바이오팜은 2018년 AI 기반 ‘약물설계(Drug Design) 플랫
폼’을 개발하였고, 한미약품은 AI 기반 신약 개발 전문기업 스탠다임과 2020년 1
월에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으며,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보건산업진흥원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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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3월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약물 재창출과 관련한 
연구개발이 시작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본 과제인 AI·BI를 활용한 약물 재창출 기술에 대한 특허와 논문 등의 정보네트
워크 분석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약물 재창출과 관련된 다양한 접근 방
법론과 그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한 정보들과 그 주변에 위치한 다양한 관련 정
보들의 네트워크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국내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약물 재
창출 개발전략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분석 목적

본 과제의 목적은 AI·BI를 활용한 약물 재창출 기술과 관련된 최신 연구 동향을 
코어(중심) 정보를 중심으로, 주변 정보까지 포함하는 정보 네트워크를 작성함으
로써 실질적으로 약물 재창출 기술에 관여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 유사
성, 연관성 등의 정보들을 일목요연하게 연결 및 네트워크화하여 AI·BI를 활용한 
약물 재창출 관련 기술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과 동시에 이를 관련 분야 산·학·
연과 공유함으로써 향후 국내에서 포스트 코로나 등에 대비한 약물 재창출 사업
의 대응 전략 수립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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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분석 대상 기술

1. 약물 재창출 기술

AI·BI를 활용한 약물 재창출 기술이란 유전자, 단백질 등의 생화학 정보와 약품, 
질병 관련 빅데이터를 인공지능 방법론을 이용, 처리하여 인간생명에 유용한 정보
를 획득하는 기술로서 최근 신약 개발의 전 과정에 걸쳐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
지능 기술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신약 개발 회사의 창업이 국내·외에서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신약 개발 프로세스가 데이터 기반(Data-driven) 
방식으로 진화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출처: 최상운, 신약 개발을 위한 또 하나의 전략, Drug repositioning, 2013, 재인용>

약물 재창출 기술은 신약 개발의 비용절감과 개발기간 단축을 위해 이미 임상시
험을 통해 안정성이 검증된 약물을 이용해 새로운 용도를 개발하는 것으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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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의 유용성과 시장을 확대하고, 특허권의 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 
약물의 제품 수명주기 관리(예, 에버그리닝 전략)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약물에 대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되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약물 재창
출 기술이 플랫폼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이 특허로서 보호를 받는다면 수
많은 약물들에 적용이 가능하게 되어 그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인공지능 
등을 약물 재창출 기술개발에 활용할 경우 개발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어 코로나
19와 같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더욱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약물 재창출 방법을 약물 타겟(표적)에 따라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최초 약물 표적의 다른 적응증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는 방법(On 
Target 전략)과 기존 공지의 약물의 새로운 용도를 탐색하는 방법(Off Target 전
략), 그리고 약물 처리에 따른 유전체 발현 변화를 분석하여 새로운 적응증을 탐
색하는 방법(Pharmacogenomics 전략) 등으로 나눌 수 있다.

New target-Disease  
Relationship
(On Target 전략)

New drug-New target
Relationship
(Off Target 전략)

Pharmacogenomics를
이용한 접근법

ü 최초 약물 표적의 다른 적

응증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여 repositioning하는 

방법

ü 약물 표적과 새로운 질병과

의 연관성을 규명하여 약물

의 새로운 적응증을 찾고, 

이를 통해 새로운 용도를 

개발하는 전략

ü 알려진 약물들을 다양한 스

크리닝 시스템에 적용함으

로써 새로운 약물 표적과의 

연관성을 규명하고, 이를 통

해 약물의 새로운 용도를 

찾는 전략

ü 약물의 처음 표적과는 다른 

표적을 통한 치료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됨

ü 약물처리에 따른 유전체 발

현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새

로운 작용점 및 적응증을 

찾는 방법

ü 효능뿐만 아니라 안정성 문

제로 실패한 약물에 대한 

새로운 문제 해결방법의 제

시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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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 활용 기술

지난 2016년 6월,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로 우리를 놀라게 했던 구글(Google)
의 딥마인드(DeepMind Technologies Limited)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프로그램 
알파고(AlphaGo)는 인공지능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이란,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문장이해, 영상인
식, 음성인식, 학습 등을 컴퓨터가 실행하는 영역으로 “컴퓨터 두뇌”라고도 한다. 

최근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기술은 4차 산업을 주도하는 메가트렌트로 
대두되고 있으며, 딥마인드사의 알파고로 상징되는 심층신경망을 이용한 딥러닝 
기술 등 기계학습이 연구와 산업 전반의 혁신과 사회경제적 생활양식에도 근본적
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보건의료 및 헬스케어 부분에도 전자의무기록/전자건강
기록(EMR/EHR) 등 비정형 텍스트 정보, X-ray, NMR등 각종 의료 영상 데이터, 
건강보험 청구 내역, 수백만 명 단위의 유전체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질병의 진
단, 치료, 생활 습관 모니터링, 의료진의 의사 결정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그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약 개발을 위한 타겟이 선정되면 HTS(High Throughput 
Screening)를 통해 수만~수백만 종의 화합물 가운데 대상 타겟에 대해 활성을 나
타내는 약물 후보를 선별하는 화합물 스크리닝 단계를 거친다. 이에 소요되는 비
용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타겟과 화합물의 구조 모델링을 통한 가상탐색
(Virtual Screening) 기법이 발달하였고, 특히, 데이터 기반 가상탐색
(Data-driven Virtual Screening)은 구조 정보 외에도 다양한 바이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기계학습,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기반 가상탐색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 지난 수
십 년 간 머신러닝의 재료가 되는 화합물 활성 데이터가 일정 규모 이상 축적되
었고, 2) 클라우드, GPU등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졌으며, 
3) 최근 심층신경망(Deep Neural Network, DNN) 기술의 발전으로 어렵고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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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의 해결 성능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본 과제에서는 분석대상 기술인 AI·BI를 활용한 약물 재창출 기술 중 선별 기준

에 따라 11개의 중심특허를 선별하였는데, 이하에서는 선별된 11개 중심특허에서 
활용된 대표적인 AI 기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가. 순방향 심층 신경망 (Feedforward Deep Neural Network, FDNN)

순방향 심층 신경망(FDNN)은 인공 신경망 최초의 가장 단순한 형태로서, 데이
터 연산이 입력층(input layer)에서 은닉층(hidden layer)을 거쳐 출력층(output 
layer)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피드백이나 루프(Loop)를 가지지 않는 인공 신
경망 구조로서, 노드(node) 간의 순환을 형성하지 않는 인공 신경망이다. 즉 순방
향 심층 신경망에서 정보는 입력 노드로부터 출력 노드 방향으로 한 방향, 순방향
으로만 움직이며, 숨겨진 노드가 있는 경우 이를 경유하고 네트워크 안에서 순환
이나 루프는 존재하지 않는다. 

순방향 심층 신경망(FDNN)은 가장 기본적인 심층 신경망으로서 일반적으로 모
든 신경망이 완전히 연결된(Fully connected) 다중의 은닉층들(Hidden layers)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중 단백질 타겟의 약물-타겟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모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인공 신경망 구조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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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향 심층 신경망(FDNN)의 개념도>

나. 컨벌루션 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컨벌루션 신경망(CNN)은 시각적 이미지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피드-포워드
적인 인공 신경망의 한 종류로서 딥러닝에서 심층 신경망으로 분류되며, 시각적 
이미지 분석에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공유 가중치 구조와 변환 불변성 
특성에 기초하여 변이 불변 또는 공간 불변 인공 신경망(Space Invariant 
Artificial Neural Networks, SIANN)으로도 알려져 있다. 

컨벌루션 신경망(CNN)은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는 부분(Feature Extraction)
과 클래스를 분류하는 부분(Classification)을 포함하는데, 아래 개념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징 추출 영역은 컨벌루션 층(Convolution Layer)과 풀링 층(Pooling 
Layer)을 여러 겹 쌓는 형태로 구성되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미지 분류를 위한 완
전 연결 층(Fully Connected Layer)이 추가되며, 이미지 특징 추출을 위하여 필
터(커널)가 순회하며 합성곱(convolution)을 계산하고, 그 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Feature map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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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벌루션 신경망(CNN)의 개념도>

컨벌루션 신경망(CNN)은 일반적인 완전 연결 신경망(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 FCNN)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는다. 

§ 각 레이어의 입출력 데이터의 형상 유지 
§ 이미지의 공간 정보를 유지하면서 인접 이미지와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인식
§ 복수의 필터로 이미지의 특징 추출 및 학습
§ 추출한 이미지의 특징을 모으고 강화하는 풀링(Pooling) 계층 존재 
§ 필터를 공유 파라미터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인공 신경망과 비교하여 학

습 파라미터가 매우 적음 

최근 대규모 화합물 활성 데이터를 이용한 약물 탐색에 딥러닝을 최초로 도입한 
것은 2015년 미국 AI 신약벤처인 아톰와이즈(Atomwise)사에서 개발한 아톰넷
(AtomNet)이다. 즉 심층 신경망을 신약개발에 최초로 적용한 사례로서, 아톰와이
즈(Atomwise)는 심층 컨벌루션 신경망(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DCNN)을 통해 분자 구조(약물)-단백질(타겟) 결합 사이트(Binding Site)에 대한 
3차원 정보를 시각적 결과와 함께 같이 보여주는 아톰넷(AtomNet)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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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I 알고리즘 (회귀분석, regression analysis)

인공지능(AI)의 다양한 선택들은 데이터 분석을 통한 머신러닝(기계학습)의 결
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머신러닝을 데이터를 학습하여 예측하고 분류하는 
방법으로 정의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은 통계학에서 발전
된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이라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은 지금처럼 빅데이터가 등장하기 전에 비교적 
적은 데이터로 독립변수나 종속변수의 관계를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실무에
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측기법이었고,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
으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함수관계를 규명하
는 통계적 방법으로 독립변수의 분포를 분석한 후,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것
이다.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는 입력값이나 원인을 나타내며, 종속변수
(dependent variable)은 결과물이나 효과를 나타낸다. 독립변수는 설명변수
(explanatory variable)라고도 하며, 종속변수는 반응변수(response variable)라고
도 한다.  

<선형 회귀분석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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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 방법

1. 검색 조건 및 결과

가. 특허 검색 및 결과

특허 검색 데이터베이스로 키워트(Keywert)를 사용하여, 검색 국가 및 범위를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PCT 등의 특허출원공개 및 특허등록공고로 하여 
검색을 진행하였다. 약물 재창출과 관련된 특허를 검색하기 위해 키워드 검색을 
실시하였고, 누락되는 특허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허 명세서 전체 내’에 약물 재창
출과 관련된 키워드를 포함한 특허가 검색되도록 검색 조건을 포괄적으로 설정하
였다. 

국   가 사용 DB 사 용 문 헌 검 색 기 간

한국 KEYWERT
 출원공개, 등록공고 
특허명세서 전체

2020.05. 
이전 공개된 
선행문헌

미국 KEYWERT
공개(Applications), 등록(Granted) 
특허명세서 전체

일본, 유럽, 
중국

KEYWERT
 출원공개, 등록공고 
특허명세서 전체

PCT KEYWERT
 출원공개, 등록공고 
특허명세서 전체

구   분 언어 키워드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유럽, PCT

및

Google 

국문 약물 재창출, 신약재창출, 약물 리포지셔닝, 신규 적응증

영문
drug repositioning, drug repurposing, new/novel indication 
identification

검색 결과, 노이즈 포함 총 3,135건이 검색되었다. 본 과제에서는 약물 재창출 
방법 또는 적용례 등과 관련되지 않은 특허는 노이즈로 간주하였다. 노이즈를 제
거한 후의 유효특허 건수는 총 147건이었으며, 이를 국가별로 살펴본다면, 미국이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이 29건, 중국이 24건, PCT가 23건, 유럽이 12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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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이 3건으로 검색되었다.
나. 논문 검색

논문 검색 역시 Google 학술검색에서 특허 검색과 동일한 키워드를 활용하여  
검색하였다.

2. 기술분류표 작성

가. 기술분류표 작성 기준

선별된 유효특허 147건에 대한 세부 내용을 검토한 후, 기술분류를 실시하였다. 
본 과제에서의 기술분류표는 약물 재창출의 다양한 접근 방법론을 고려하여 ‘약물 
재창출을 위한 약물-질병-타겟 간의 상호작용, 유사성, 연관성 등의 정보를 어떻
게 연결(connection)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작성되었다.

약물 재창출은 결국 방법론에 입각한 것이므로, 해당 방법에 활용되는 정보(데
이터) 및 이의 활용방법에 주안점을 두어 기술분류표를 작성하였다.

약물 재창출과 관련하여 많은 리뷰 논문 중 정보 수집 및 기술분류표 작성의 참
고를 위해 아래와 같은 리뷰 논문들을 참고하였다.
Ÿ Sudeep Pushpakom 외, Nature Reviews Drug Discovery volume 18, pages 41–

58(2019), “Drug repurposing: progress, challenges and recommendations”

Ÿ Guangxu Jin 외, Drug Discovery Today Volume 19, Issue 5, pages 

637-644(2014), “Toward better drug repositioning: prioritizing and integrating 

existing methods into efficient pipelines”

Ÿ Hanquin Xue 외, International Journal of Biological Sciences, Volume 14, Issue 

10, pages 1232-1244(2018), “Review of Drug Repositioning Approaches and 

Resources”

Ÿ Rachel Hodos 외, WIREs System Biology and Medicine 8(3), “In silico methods 

for drug repurposing and pharmacology: Computational approaches to d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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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rposing and pharmacology”

상기 리뷰 논문들은 약물 재창출의 방법론은 물론, 기술적 배경, 장점 및 한계
점, 종래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기술흐름 등이 잘 설명되어 있다. 이 중
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약물 재창출의 여러 가지 방법론과 분류체계에 대해 일목
요연하게 정리한 Rachel Hodos 등의 논문을 참고하여1) 기술분류표를 작성하였
다.

나. 기술분류 내용 및 세부 사항

본 과제에서의 기술분류는 약물 재창출을 위한 ‘약물-질병-타겟’ 간의 상호작
용 등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

구체적으로 타겟을 중심으로 타겟-약물 및 타겟-질병의 연관성에 따른 약물 
재창출 접근 방법(타겟 중심의 접근법); 이미 허가받은 약물의 부작용 정보에 기
반한 약물 재창출 접근 방법(부작용에 기반한 접근법); 약물 처리에 따른 유전자 
발현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작용점 또는 적응증을 찾는 약물 재창출 방법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에 기반한 접근법); 약물 또는 질병의 유사성에 근거한 접
근법; 및 임상정보 또는 전자의무기록(HER)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임상정보/의무
기록에 기반한 접근법; 등 크게 5가지 분류로 작성하였다. 

이에 대한 기술분류의 정의 및 관련 유효특허 건수는 아래와 같다.

1) 참고논문, Rachel Hodos 외, WIREs System Biology and Medicine 8(3), “In silico methods for drug 
repurposing and pharmacology: Computational approaches to drug repurposing and pharmacology”

기술분류 간단 정의 활용 데이터 예시
유효

특허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Target-centric approach)

약물이 약효를 발휘하는 

타겟(단백질)을 중심으로, 타겟-약물, 

타겟-질병간 연관성 등을 연구하는 

약물 재창출 방법 (참고논문 198쪽)

타겟정보, 

약물-타겟간 

상호작용(DTI) 정보 

등

24

2 부작용에 기반한 접근법 약물의 부작용 정보에 근거하여 약물정보, 약물부작용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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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겟 중심의 접근법 

타겟 중심의 접근법(Target-centric approach)은 질병에 있어서 타겟의 생물학
적 역할에 기반하여 약물을 재창출하는 방법이다. 약물 재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약물들은 처음 개발 당시의 작용점(타겟)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
용할 수 있다. 타겟 중심의 접근법은 최초 약물 개발 당시 연구했던 타겟의 다른 
새로운 적응증과의 연관성을 분석함으로써 약물 재창출을 시도하는 On Target 전
략과 이미 알려진 약물들을 다양한 스크리닝 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타겟
과의 연관성을 규명하여 약물 개발 당시와는 다른 타겟인 새로운 용도를 찾는 Off 
Target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과제에서 ‘타겟 중심의 접근법’은 상기 2가지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타겟과 
약물 간의 새로운 상호작용을 규명함으로써 약물 재창출을 시도하는 것과 타겟과 
질병(적응증) 간의 새로운 연관성을 규명함으로써 약물을 재창출을 시도하는 것
을 모두 포함한다. 특히, 약물-타겟간의 상호작용을 예측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
용되는 타겟의 작용점 또는 약물이 결합하는 부위의 구조 정보(structural 
information)를 활용하는 방법(예: 분자 도킹, molecular docking)이나, 또는 약물
과 타겟간의 결합 친화도(binding affinity)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 등도 여기에 포
함된다. 

(Discovery from side 

effects)

새로운 적응증을 연구하는 약물 

재창출 방법 (참고논문 198-199쪽)

정보, 약물-부작용간 

연관성 정보 등

3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에 

기반한 접근법 (Gene 

expression profiles-based 

approach)

약물에 의한 유전자 발현양상의 변화 

및 이에 따른 질병에 대한 효과 등을 

연구하는 약물 재창출 방법 

(참고논문 199-200 쪽)

유전자 정보, 

유전자-질병간 연관성 

정보, 유전자-약물간 

연관성 정보 등

67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Drug- or 

Disease-Similarity 

approach) 

질병 간의 유사성이 있으면 동일한 

약물로 유사한 다른 질병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 기반한 약물 

재창출 방법 (참고논문 200-201 쪽)

약물정보, 질병정보, 

약물-질병간 

연관성(pair) 정보 등

39

5

임상정보/의무기록에 기반한 

접근법 (Mining from 

Clinical and EHR)

환자의 임상정보/의무기록을 포함한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한 약물 재창출 

방법 (참고논문 201 쪽)

전자의무기록, 

약물임상정보,

코호트 정보 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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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작용에 기반한 접근법 

부작용에 기반한 접근법(Discovery from side effects)은 이미 허가받은 약물의 
부작용 정보에 기반하여 새로운 용도로의 약물 재창출을 시도하는 방법이다. 부작
용이 상당 부분 겹치는 약물들은 공통된 작용 기전(Mechanism of Action, MoA)
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에 기초하여, 부작용 정보가 특정 질병에 대한 표현
형적 바이오 마커(phenotypic biomarker)의 한 종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Y질병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많은 약물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정 부작용이, X질병에 대한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A라는 약물에서도 나타난
다면, A라는 약물 또한 Y질병에 대한 치료제의 후보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접근법의 주된 논리이다. 

처음 고혈압과 협심증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2상 시험에서 약효 입증에 실패
한 연구자들이 사용량을 늘린 뒤 임상 1상을 다시 진행하던 중 약을 복용한 임상
시험 참여자들에게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잇따라 나타나면서, 결국 임상시험에
서 나타난 부작용을 이용한 약물로 방향을 틀어 신약으로 나온 것이 바로 발기부
전 치료제의 대명사로 알려진 ‘비아그라’다. 비아그라뿐만 아니라 ‘미녹시딜’은 당
초 위궤양 치료제로 개발 중이었지만 효과 입증에 실패해 고혈압 치료제로 방향
을 바꿨다가 임상시험자들에게서 털이 나는 부작용이 보고되면서 최종적으로 탈
모 치료제로 쓰이게 됐다. 이러한 ‘비아그라’나 ‘미녹시딜’은 모두 부작용에 기반한 
접근법으로 ‘약물 재창출’된 사례이다.

3)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에 기반한 접근법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에 기반한 접근법(Gene expression profiles-based 
approach)은 약물 처리에 따른 유전자 발현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작용점 
또는 적응증을 찾는 약물 재창출 방법이다. 이러한 유전자 발현 정보는 약물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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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여부와 관계없이 거의 모든 화합물 또는 질병에 대해 얻을 수 있고, 각 약물과 
질병에서의 작은 변화(perturbation)까지도 객관적이고 세부적으로 얻을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특정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유전자의 발현이 한 방향으로 
변화를 일으켰다면, 이러한 유전자 발현을 반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약물
이 해당 질병의 치료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가설에 주목한 것이다. 

약물 처리 및 이에 따른 유전자의 발현 변화를 확인하여 유전자와 약물 간의 상
관관계를 파악한 Connectivity Map(CMap) 정보를 활용하여 약물의 새로운 용도
를 규명하려는 방법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된다.

Connectivity Map(CMap)은 1,300여 가지의 생물체 작용 저분자(bioactive 
small molecule)를 처리한 human cell을 배양하여 얻은 유전체 수준의 전사 발현 
데이터 (genome-wide transcriptional expression data)를 모아 놓은 데이터베이
스로, 이와 같이 기존에 알려진 chemical들의 유전자 발현 패턴 (gene expression 
pattern)을 데이터베이스화 한 후, 테스트 하고자 하는 chemical로 인한 유의 발
현 유전자(DEGs,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의 발현 정도에 따른 순서를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발현 정보와 비교하여 chemical 간에 존재하는 유전
자 발현 activity의 유사성 (similarity, connectivity) 분석을 수행한다.

특정 질환에서 유전체 수준의 전사 발현이 증가 또는 억제된 패턴을 다시 정상 
상태와 가장 비슷하게 되돌릴 수 있는 약물을 CMap의 1,300여 약물과 전사체 패
턴 검색을 통해 검색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양한 질환 모델에서 적어
도 30여 종 이상의 재창출신약 후보가 발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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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29 Sep 2006:Vol. 313, Issue 5795, pp. 1929-1935>
DOI: 10.1126/science.1132939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약물 또는 질병의 유사성에 근거한 접근법(Drug- or Disease-Similarity 
approach)은 약물 간의 유사성이 있으면 동일한 질병에 대해 치료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질병간의 유사성이 있으면 동일한 약물로 유사한 다른 질병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 기초하여 시작된 약물 재창출 방법이다. 예를 들어, A라는 
공통된 치료제를 갖는 서로 다른 두 질병 X와 Y가 있고 X 질병에만 사용되는 다
른 치료제 B가 있다면, 이 B 치료제를 Y 질병에도 사용해 볼 수 있다는 가설에서 
비롯되었다. 더 나아가서, 질병 간(X, Y)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약물(A, B) 간의 
유사성도 산출하여 새로운 약물과 질병간의 연관성을 규명해 내고 있고, 보다 다
양한 측면에서의 유사성을 활용함으로써 예측 정확도까지 높이고 있다. 

약물 간의 유사성은 약물의 화학적 구조, 타겟 단백질,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한 
유사성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질병 간 유사성은 질병의 표현형, 관련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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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등에 대한 유사성으로 평가될 수 있다. 평가된 유사성은 표준화 및 점수화함
으로써 가장 유사한 약물-질병 간 연관성부터 약물 재창출에 활용될 수 있다.

5) 임상정보/의무기록에 기반한 접근법 

임상정보/의무기록에 기반한 접근법(Mining from Clinical and EHR)은 빅데이
터를 활용한 약물 재창출 방법으로서, 약물 재창출에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빅
데이터로는 임상정보, 또는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s, HER)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임상정보나 의무기록에는 수많은 환자들의 진단코드, 처방전, 복
용 결과, 의사소견 등 약물의 치료효과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
데, 이러한 정보들은 표준화/구조화되어 있지 않아 분석에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법이 발달하면서 이제 이러한 임상정보/의
무기록 정보에 입각하여 약물 재창출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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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특허동향 분석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PCT 등의 특허출원공개 및 특허등록공고를 대상
으로, 특허 검색 데이터베이스 키워트(Keywert)를 사용하여, ‘특허 명세서 전체 
내’에 약물 재창출과 관련된 키워드를 포함한 특허로 총 3,135건이 검색되었다. 

검색 결과 중 본 과제와 관련성이 낮은, AI·BI의 활용과 무관한 약물 재창출 관
련 특허는 노이즈로 간주하여 제거한 결과, 유효특허 건수는 총 147건이었고, 이
를 대상으로 특허동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1. 특허동향 Landscape

가. 주요 국가별·연도별 출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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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BI를 활용한 약물 재창출 관련 특허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출원되기 시작
하여,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기술들이 출원되었고, 2012년 이후 출원건수
가 전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공개 특허구간이 존
재하는 2019년~2020년을 제외하고, 공개 특허구간 중 가장 최근인 2018년도에 
출원이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AI·BI를 활용한 약물 재창출 관련 특허들 중 최다 출원 국가는 미국(56건, 
38%)이며, 한국(29건, 20%), 중국(24건, 16%), 유럽(12건, 8%), 일본(3건, 
2%) 순으로 관련 기술들이 많이 출원되었고, PCT 출원도 23건(16%)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2018년도에 출원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중국은 2017년, 한
국과 일본은 2015년, 유럽은 2015년과 2018년에 최다 출원이 있었으나, 미국 대
비 다른 국가들의 출원건수의 차이가 커 미국이 해당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
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최근 연구가 시작된 단
계로 파악된다.

최근 COVID-19의 발생으로 AI·BI를 활용한 약물 재창출 기술을 활용해 치료
제를 개발하는 연구가 급격히 증가한 추세로 보아, 향후 관련 기술 분야의 출원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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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분류별·연도별 출원 동향

AI·BI를 활용한 약물 재창출 기술의 세부 기술분류별 및 연도별 출원 동향을 살
펴보면, 전체적으로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에 기반한 접근법(기술분류 3)이 전체의 
46%(67건)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출원건수를 나타냈고, 약물 또는 질병의 유사
성에 근거한 접근법(28%, 41건), 타겟 중심의 접근법(15%, 22건) 기술분류 순으
로 다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는 임상정보/의무기록에 기반
한 접근법(기술분류 5)이나 약물 또는 질병의 유사성에 근거한 접근법(기술분류 
4)을 이용한 약물 재창출 기술들이 주로 출원되었으나, 2012년도부터 부작용에 
기반한 접근법(기술분류 2)을 활용한 기술들이 출원되기 시작하였고, 2014년도부
터 타겟 중심의 접근법(기술분류 1)을 활용한 기술들이 출원되기 시작하였으며, 
2015년도부터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에 기반한 접근법(기술분류 3)을 활용한 기술
들이 주로 출원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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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또는 질병의 유사성에 근거한 접근법을 활용한 기술(기술분류 4)은 2007
년 이후 매년 꾸준히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상정보/의무기록에 기반
한 접근법(기술분류 5)을 활용한 기술과 부작용에 기반한 접근법을 활용한 기술
(기술분류 2)은 출원 빈도가 다른 기술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타겟 중심의 접
근법(기술분류 1)과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에 기반한 접근법(기술분류 3)을 활용
한 기술들은 2015년부터 출원되어 꾸준히 출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 기술분류별로 출원 동향을 살펴본 결과 초기에는 임상정보/의무기록이나 
약물 또는 질병의 유사성에 기반하여 연구가 이뤄졌으며, AI관련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 방법 등의 발달로 이를 활용한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에 기반한 접근법이나 
타겟 중심의 접근법을 활용한 연구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COVID-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에 기반한 접근법과 타겟 중심의 접근법을 활
용한 연구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주요 국가별·기술분류별 출원 동향

AI·BI를 활용한 약물 재창출 기술의 주요 국가별 중점 출원 기술분야를 살펴보
면, 한국의 경우,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에 기반한 접근법(기술분류 3)이 전체 기
술분야 중 76%의 출원 비율을 나타내고, 부작용에 기반한 접근법(기술분야 2)의 
경우, 출원이 없는 분야로 파악되므로, 기술분야별로 출원 집중도의 편차가 크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미국, 유럽, PCT의 경우, 5개의 기술분류 전 분야에서 고른 출원 분포를 나타냈
고,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PCT 포함)에서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에 기반한 
접근법(기술분류 3)과 약물 또는 질병의 유사성에 근거한 접근법(기술분류 4) 기
술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출원이 진행된 경향을 나타냈다. 일본의 경우, 타겟 중심
의 접근법(기술분류 1)과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에 기반한 접근법(기술분야 3) 분
야에서만 중점적으로 출원이 진행되었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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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출원 동향으로부터, 각 국가별로 중점적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분야
가 서로 상이함을 알 수 있고, 이는 각 국가별로 일정 규모 이상 약물-타겟-질병 
간 데이터베이스 축적 여부나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접근 가능 여부, 최적
화된 인공지능(AI) 기술의 보유 여부에 따라 연구개발에 집중 가능한 분야에 차
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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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별 기술분류별 출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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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AI·BI를 활용한 약물 재창출 기술 성장단계 분석

특허기술 성장단계 분석에서 출원건수의 증가는 기술개발이 활발한 것을 의미하
고 출원인수의 증가는 기술시장에의 신규 진입자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종합
적으로 출원건수와 출원인수의 동시 증가는 해당 기술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
원
건
수

           출원인수

1. 태동
- 신기술의 출현

- 특허와 특허출원인의 적은 증가

2. 성장
- R&D의 급격한 증가, 경쟁의 격화

- 특허와 특허출원인의 빠른 증가

3. 성숙
-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 일부 업체의 도태

- 특허 수의 정체, 특허출원인의 정체 또는 감소

4. 쇠퇴
- 대체기술의 출현, 기술발전의 불연속점 발생

- 특허 수의 감소, 특허출원인의 정체 또는 감소

5. 회복
- 기술의 유용성 재발견, 대체기술의 쇠퇴

- 특허와 출원인 수가 증가추세로 전환

<특허기술 성장단계별 의미>

특허기술 성장단계 중 태동기 단계는 출원인과 출원건수의 증가가 시작되는 형
태로 이후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단계이며, 성장기 단
계는 출원인과 출원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형태로 본격적으로 해당 기술분야
의 연구개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로 해석할 수 있다.

태동기와 성장기의 구분은 분석 데이터의 모수 대비 해당 구간의 증가 건수, 기
술분야의 특성 및 출원인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데, 성숙기 단계는 
출원건수의 증가가 다소 주춤하고 출원인수가 감소하는 형태로 일부 선진 출원인
만이 출원을 유지하고 그 외 진입자들은 도태가 되는 단계이다. 

쇠퇴기 단계는 출원건수 및 출원인수 모두 감소하는 형태로 해당 기술의 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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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되는 단계로 해석할 수 있으며, 회복기 단계는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최근 기
술 트렌드 및 신규 아이디어 등에 부합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시장이 재형성되는 
단계로 판단할 수 있다. 

특허기술 성장단계 분석구간의 설정은 전체 기간을 일정한 연간 단위로 구간을 
구분하되, 최근 급부상하거나 이슈가 있는 기술분야의 경우, 최근 기간 등으로 한
정하여 구간을 설정하여 분석하는 것이 유의미할 수 있다.

AI·BI를 활용한 약물 재창출 관련 기술들을 출원건수와 출원인수를 바탕으로 기
술발전도를 작성하였으며, 기술발전도를 통해 기술의 발전 방향의 절대적인 예측
이 아닌 관련 기술의 기술적 위치를 나타내고자 한다.

분석구간은 미공개 문헌이 존재하는 2019년을 제외하고, 2003년부터 2018년까
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1구간은 2003년~2006년, 2구간은 2007
년~2010년, 3구간은 2011년~2014년, 4구간은 2015년~2018년으로 각각 4개 년
도씩 포함되어 있다.

<AI·BI를 활용한 약물 재창출 기술발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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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전 추세를 출원인수, 출원건수의 경향성으로 파악할 때 ‘AI·BI를 활용한 
약물 재창출 기술’ 분야는 출원인수와 출원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태동단계에서 성장단계로 크게 전환되는 시점인 것으로 보이며, 
COVID-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R&D의 급격한 증가나 관련 시장의 규모를 고려
할 때 향후 성장세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주요출원인별 특허 동향

가. 주요출원인 동향

<주요 출원인(TOP 10) 특허동향>

AI·BI를 활용한 약물 재창출 기술의 주요 출원인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의 
BostonGene Corporation이 22건으로 최다 출원하였고, 한국의 ㈜신테카바이오
(18건), 미국의 IBM(11건) 순으로 다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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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대만의 Tseng Yufeng Jane이 6건 미국의 BlackThorn Therapuetic, 
Georgetown University, Atomwise와 이스라엘의 Optimata가 5건, 러시아의 
Bagaev Alexander와 대한민국의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4건 출원하여 주요 출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이한 사항으로 Bagaev Alexander의 경우 현재 
BostonGene Corporation 소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출원인들의 국적을 확인해보면 ㈜신테카바이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한
국), Tseng Yufeng Jane(대만), Optimata Ltd.(이스라엘)을 제외하면 모두 미국 
국적(Bagaev Alexander는 현재 BostonGene Corporation 소속이므로 미국으로 분
류함)으로 현재 미국이 AI·BI를 활용한 약물 재창출 분야의 R&D를 선도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나. 주요출원인 기술분야 출원 동향

<주요 출원인(TOP 10) 중점 기술분야 특허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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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BI를 활용한 약물 재창출 기술의 주요 출원인(TOP 10)의 역점분야 및 공백
기술을 기술분야별 출원건수의 크기를 나타내는 버블의 크기로 나타내 보면, 미국
의 IBM과 한국의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제외한 모든 주요 출원인이 1개의 기
술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출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타겟 중심의 접근법 관련 기술분야의 출원인은 대만의 Tseng Yufeng Jane(6
건), 미국의 Atomwise Inc.(5건), 한국의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3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작용에 기반한 접근법 관련 기술분야의 출원인은 미국의 IBM(5건)
이 유일하고, 임상정보/의무기록에 기반한 접근법 분야에서는 이스라엘의 
Optimata Ltd.(5건)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에 기반한 접근법 관련 기술분야에서는 미국의 
BostonGene Corporation(22건)과 한국의 ㈜신테카바이오(18건)가 해당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BI를 활용한 약물 재창출 기술과 관련하여 주요 출원인들 대부분이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에 기반한 접근법을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서 분석한 기술분류별 연도별 출원 동향에서도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에 기반한 
접근법 관련 기술들의 출원이 가장 많이 출원되었고, 최근 출원수가 급격하게 증
가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에 기반한 접근법을 활용
하는 약물 재창출 기술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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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중심특허 선정 [주요 특허 11건]

1. 중심특허 선정 기준 

본 과제에서 정보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인공지능(AI) 또는 생물정
보학(BI) 기술을 활용한 약물 재창출과 관련된 다양한 방법론들에 대하여 특허와 
논문들이 어떻게 기술하고 있고, 이들 간에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
다. 

본 과제의 정보네트워크는 하나의 중심특허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따라서 기준
이 되는 중심특허의 선별이 매우 중요하다. 상기 정보네트워크의 작성 목적을 고
려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 및 순서로 중심특허를 선별하였다. 즉, 약물 재창출과 
관련된 다양한 방법론들에 대해 각 방법론마다 관련 특허/논문이 네트워크를 구성
할 수 있도록 선별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주된 기준으로서, 앞서 설명한 각 기술분류별로 중심특허를 1개 
이상 선별함으로써 각각 상이한 방법론을 기술한 특허를 중심특허로 선별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5개의 기술분류뿐만 아니라, 각 기술분류에서 기술하고 있는 세부
적인 접근방법에 대하여도 추가로 중심특허로 선별하였다. 

다만, 지나치게 구체적인 방법론을 기술한 특허보다는 보다 일반적인 방법론을 
기술한 특허가 관련된 자료들을 더 수집하기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여, 접근방법을 
대표할 수 있을만한 특허를 위주로 선별하였다. 이외에도, 다출원 기관 혹은 다출
원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선별과정에서 참고하였다.

2. 중심특허 선정 결과

상기 선별 기준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이 총 11건의 중심특허가 선별되었다. 각 
중심특허가 속하는 기술분류로 약물 또는 질병의 유사성에 근거한 접근법이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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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류 4), 타겟 중심의 접근법이 3건(기술분류 1),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에 
기반한 접근법 2건(기술분류 3), 나머지 접근법(기술분류 2, 기술분류 5)이 각 1
건씩으로 전체 5개 기술분류에서 최소 1건 이상을 중심특허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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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특허 11건 목록>

번호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주 발명자 기술분류 특징

1 US20190164021A1
Systems and methods for applying a 

convolutional network to spatial data
Atomwise

Abraham Samuel 

Heifets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결합 친화성을 측정하여 

활용

2 US20170228523A1
Method and apparatus for analyzing 

relation between drug and protein
연세대 박상현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타겟-약물 간 연관성 

정보 활용

3 US20190018924A1
Methods for proteome docking to 

identify protein-ligand interactions
Cyclica

Stephen Scott 

Mackinnon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분자 도킹 또는 에너지 

안정화로의 접근법 활용

4 US20140193517A1 Method of drug repositioning GlaxoSmithKline Pankaj Agarwal
2. 부작용에 기반한 

접근법

5 US20190163869A1
Accelerated pharmaceutical 

repurposing
IBM

Meenakshi 

Nagarajan

3.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에 기반한 접근법

유전자-질병 간 연관성 

및 유전자-약물 간 

연관성 정보 활용

6 US20190114390A1

Drug repurposing based on deep 

embeddings of gene expression 

profiles

BioAge Kristen Fortney
3.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에 기반한 접근법

유전자-약물 간 연관성 

정보 활용

7 KR101963331B1
인체 대사 물질과의 유사도 기반 약물 

재창출 후보 예측 방법 및 그 시스템
KAIST 이관수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약물-질병 간 연관성 

정보 활용

8  US20120296090A1
Drug repositioning methods for 

targeting breast tumor initiating cells 

Methodist 

Hospital Research 

Institute

Stephen TC Wong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약물 작용 경로 정보를 

활용

9 US20150324546A1

Method for predicting drug-target 

interactions and uses for drug 

repositioning 

GEORGETOWN 

UNIVERSITY

Sivanesan 

Dakshanamurthy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약물 간 연관성 정보를 

파악해 유사성 측정

10 CN107506591B

A medicine re-locating method based 

on multi-information fusion and 

random walk model

Central South 

University
Wang Jianxin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질병, 유전자, 약물 등 

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이들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접근법

11 KR101783689B

질병 및 약물 특이적 임상 변수의 

상보성을 활용한 신약 재창출 기법 및 

장치

KAIST 이도헌
5. 임상데이터/의료기록에 

기반한 접근법
빅데이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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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심특허 시계열 분석

중심특허 11건을 출원연도에 따라 나열하여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고, 중심특
허 11건은 모두 2012년부터 2018년 사이에 출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타겟 중심의 접근법 관련 기술과 약물 또는 질병의 유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관
련 기술들은 꾸준히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부작용에 기반한 
접근법과 임상데이터/의료기록에 기반한 접근법 관련 기술들은 다른 기술분야와 
비교했을 때 관련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유전자 발
현 프로파일에 기반한 접근법은 2017년 이후에 관련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시계열 분석 결과는 앞서 기술분류별 연도별 출원 동향이나 주요 출원인
들의 기술분야별 출원 동향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AI·BI를 활용한 약물 재창출 관련 연구들이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에 기반한 
접근법을 주로 활용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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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특허 11건의 시계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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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중심특허별 정보 네트워크 

1. 중심특허 기준의 확장 검색

본 과제에서 정보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각각 상이한 기술적 특징
을 가진 약물 재창출 관련 특허에 대해 인공지능(AI) 또는 생물정보학(BI) 기술
이 어떻게 적용되어 오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물론, 이를 활용한 실제 약물 
재창출 사례, 나아가 개발된 플랫폼 등에 대해서까지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이들 
간에 상호 연결 관계 등에 파악하여 중심특허 기준의 정보네트워크를 파악하는 
데 있다. 따라서 중심특허를 기반으로 관련된 다양한 특허/논문 등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여 검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선별된 중심특허를 기준으로 정보네트워크를 작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확장 검색을 실시하였다. 먼저 특허정보만으로 정보네트워크를 작
성할 경우 특허의 비공개 기간(통상 18개월)으로 인해 최신 기술에 대한 모니터
링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검색된 유효특허의 수를 고려할 때 본 과제에서는 특
허뿐만 아니라 논문까지도 확장하여 검색함으로써 최신 기술에 대한 연구동향까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중심특허(코드 00)의 기술적 특징을 중심으로 유효특허 리스트 내에서 중
심특허와 기술적 관련성이 높은 특허를 조사하고(코드 01 부여), 이와 관련된 키
워드를 기반으로 포털에서 학술논문을 검색하여 관련 논문 등을 별도로 조사하였
다(코드 02 부여).

다음으로 중심특허의 주요 발명자를 선별하여(발명자 수가 적은 경우에는 모든 
발명자를 대상으로 함) 발명자 이름으로 특허 및 논문을 검색하였으며, 검색된 특
허/논문 중 약물 재창출 관련 내용을 선별하여 분석 대상을 확장하였다(코드 03 
및 04 부여).

추가로, 중심특허의 출원인 이름으로 특허 및 논문을 검색하였으며,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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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특허/논문 중 약물 재창출 관련 내용을 선별하여 분석 대상을 확장하였다
(코드 05 및 06 부여). 여기서 앞서 선별된 동일 발명자의 특허/논문은 상기 분류
와 중복되므로 제외하였다.

중심특허를 기준으로 다수의 인용/피인용 특허 및 논문 데이터 중 관련성이 높
은 특허 및 논문이 선별될 수 있도록, 중심특허의 패밀리 특허들 중 ‘심사관’에 의
해 인용된 특허, 인용된 논문, 그리고 피인용된 특허를 대상으로 분석 범위를 추
가로 확장하였다(코드 07, 08 및 09 부여).

한편, 약물 재창출 기술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치료제 등의 개발을 시도하려는 
특허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별도로 관련성이 높은 논문 등을 조사하
여 최신 적용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약물 재창출 기술
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코드 10 부여). 

마지막으로, 중심특허의 주발명자가 진행했던 주요 프로젝트, 개발했던 플랫폼 
등의 정보가 수집된 경우에는 이를 기타로 분류하였다(코드 11 부여). 

상기 중심특허를 기준으로 하는 다양한 확장 검색을 통해 얻어진 특허나 논문 
등의 정보를 아래의 구분에 따라 각각 분류 코드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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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특허의 확장코드 분류>

코드 구분 의미

00 중심특허

01 관련 특허
중심특허와 기술적 관련성이 상당한 특허

(동일 발명자/동일 출원인의 특허는 제외)

02 관련 논문
중심특허와 기술적 관련성이 상당한 논문

(동일 발명자/동일 출원인의 논문은 제외)

03 동일 발명자의 특허 중심특허의 발명자의 약물 재창출 관련 다른 특허

04 동일 발명자의 논문 중심특허의 발명자의 약물 재창출 관련 다른 논문

05 동일 출원인의 특허
중심특허의 출원인의 약물 재창출 관련 다른 특허

(동일 발명자는 제외)

06 동일 출원인의 논문
중심특허의 출원인의 약물 재창출 관련 다른 논문

(동일 발명자는 제외)

07 인용특허
중심특허의 패밀리에서 인용한 특허로서, 심사관이 심사과정 중에 

인용한 특허에 한정

08 인용논문
중심특허의 패밀리에서 인용한 논문으로서, 심사관이 심사과정 중

에 인용한 논문에 한정

09 피인용특허
중심특허의 패밀리를 인용하는 특허로서, 심사관이 심사과정 중에 

인용한 특허에 한정

10 Covid-19 관련 논문 Covid-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약물 재창출의 활용에 관한 논문

11 기타
중심특허의 주발명자의 주요 프로젝트, 플랫폼 등 정보, 또는 약물 

재창출 관련 리뷰(서베이) 논문

2. 중심특허와의 기술적 관련성 

중심특허와 상기 분류코드로 구분되어 중심특허 주변에 배치된 정보들(특허, 논
문 등)간의 기술적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구성된 정보네트워크 내에서 약물 재
창출을 위해 사용한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동일/유사한 접근법을 기술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심특허와 기술적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분류코드 01이나 02를 
부여하였다.

중심특허와의 기술적 관련성 관점에서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높다고 분류되지 않
은 나머지 코드 03 내지 코드 11를 보유한 정보들 중 약물 재창출을 위해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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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나 접근 방법이 중심특허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별도로 적색 테두
리로 표시하였고, 반면에 중심특허와 사용하는 데이터 또는 접근 방법이 전혀 상
이한 경우에는 기술적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청색 테두리로 표시하였다.

예를 들면, 4번 중심특허(US2014/0193517A1)는 약물의 부작용 정보와 약물의 
기능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유사한 부작용 정보를 가지는 약물을 부작용-질
병 정보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질병의 약물 재창출에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
인데, 4번 중심특허와 정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동일 출원인
(GlaxoSmithKline)의 논문(코드 06) 중 PLoS One. 2016 May 19;11(5):e0155811(An 
Integrated Data Driven Approach to Drug Repositioning Using Gene-Disease 
Associations)는 유전자-질병간의 연관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4번 중심특허와
는 기술적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청색 테두리로 표시하였고, 정
보 네트워크 상에서 중심특허와는 연결되지 않는다.

<4번 중심특허와 코드 06(논문)의 기술적 관련성 표시 예시>
이와 같이 확장 검색된 각 특허/논문에 대하여 중심특허와의 기술적 관련성을 

판단하여 관련도의 높고 낮음을 구분하였다.

3. 정보네트워크 작성

정보네트워크에는 네트워크의 가운데에 위치한 중심특허를 중심으로 중심특허와
의 기술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중심특허와 기술적 관련성이 높은 특허/논문은 중심
특허의 가까이에, 관련성이 낮은 특허/논문은 중심특허에서 멀리 위치시켰다. 이로
부터 중심특허와 기술적 관련성이 높은 정보가 무엇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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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기술적 관련성이 높은 기록은 적색 테두리로, 기술적 관련성이 낮은 기록
은 파란색 테두리로 다르게 표시함으로써 이들의 구분에 대해 시각적으로 명확화 
하였다.

정보네트워크에는 네트워크의 가운데에 위치한 중심특허를 중심으로 (i) 특허의 
경우 코드/특허번호/발명의 명칭이 표시되고, (ii) 논문의 경우 코드/저널정보/논문
제목이 표시된다. 코드번호를 확인함으로써 중심특허와 어떤 관계가 있는 문헌인
지 알 수 있고, 특허번호 또는 저널정보를 클릭하면 화면이 해당 특허/논문의 요
약서로 이동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별첨으로 제공되는 
요약서에 기재된 URL 링크를 통해 특허 원문을 다운로드 받거나 논문의 DOI 주
소로 이동할 수 있다.

본 과제에서 작성된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상이한 기술적 특징을 대표하는 11개
의 각 중심특허를 코어로 하여, 기술적 관련성이 높은 특허와 논문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아울러 관련된 특허와 논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적 특징을 갖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중심특허의 동일 발명자 또는 동일 출원인이 약물 재창출 관련하여 사용
한 기술적인 방법론 등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고, 중심특허의 인용, 피인용특허/
인용논문 등을 조사함으로써 중심특허의 기술적 특징에 영향인자로 작용한 선행
문헌 또는 중심특허의 기술적 특징을 인용하고 있는 후속문헌 등에 대하여도 확
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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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중심특허와 관련 정보의 네트워크 구성 일부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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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중심특허별 정보네트워크

가. 1번 중심특허(US2019/0164021A1) 정보네트워크

01CN110910951AMethod for predicting 
binding free energy of protein and ligand 
based on progressive neural network 

01CN110400598AProtein-ligand binding 
free energy calculating method based on 
MM/PBSA model 

01US7739091B2Method for estimating 
protein-protein binding affinities 

10RSC Advances 10(27):15775-15783
Anti-HIV drug repurposing against 
SARS-CoV-2 

02J. Chem. Phys. 150, 044111 (201
9)Enhanced QM/MM sampling for free 
energy calculation of chemical 
reactions: A case study of double 
proton transfer 

02J Biomol Struct Dyn. 2018 
Jan;36(1):83-97An unexpected way 
forward: towards a more accurate 
and rigorous protein-protein binding 
affinity scoring function by 
eliminating terms from an already 
simple scoring function 

03EP3140763B1Binding affinity 
prediction system and method 

03US10546237B2Systems and 
methods for correcting error in a 
first classifier by evaluating 
classifier output in parallel 

09CN107423570AAlgorithm for quickly 
and accurately calculating free affinity 
between proteinase and drug 
molecules 

06Journal of Computer-Aided 
Molecular Design volume 34, 
pages601–633(2020)The SAMPL6 
SAMPLing challenge: assessing the 
reliability and efficiency of binding free 
energy calculations 

08 Proteins, 2010 Mar;78(4):1026-39
Predicting protein complex geometries 
with a neural network 

08J Chem Inf Model. 2010 Nov 
22;50(11):2041-52.Analyzing the 
topology of active sites: on the 
prediction of pockets and 
subpockets 

중심특허 1. US2019/0164021A1
발명의 명칭 Systems and methods for applying a convolutional network to 

spatial data
출원인 Atomwise Inc.(US)

발명자 Abraham Samuel Heifets, Izhar Wallach, Michael Dzamba

출원일자 2018.06.18

법적상태 등록 (US10482355B2, 2019.11.19)

패밀리 US, JP, EP, CN, WO, SG, HU, DK

내용 요약 시험 객체가 복셀맵(voxel map)을 형성하기 위해 복수의 상이한 포즈

(pose)로 타겟 객체와 도킹되는 시험 객체 분류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서, 관련정보들은 컨볼루션 신경 네트워크(CNN)로 공급됨

01WO2002044990A2Apparatus and 
method for determining affinity data 
between a target and a ligand 

01KR2015008179A상호 작용 예측 
장치, 상호 작용 예측 방법, 및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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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중심특허는 시험 객체가 복셀맵(voxel map)을 형성하기 위해 복수의 상이
한 포즈(pose)로 타겟 객체와 도킹되는 시험 객체 분류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타겟과 리간드 간의 결합 친화성(binding affinity)를 측정하여 이를 토대로 약물 
재창출을 시도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술분류 1의 ‘타겟 중심의 접
근법’에 해당한다.

타겟과 리간드 간의 결합 친화성 등을 측정하고 이를 활용하는 관련 특허와 논
문이 상당 수 존재하였는데, 정보네트워크 상에서 코드 01 및 02로 표시한 Jiansu 
University의 Liangxu Xie 교수와 뉴욕주립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의 Joseph Audie 교수의 특허와 논문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타겟과 리간드 간의 친화성 데이터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관련 특허 
WO2002044990A2(코드 01)의 출원인이 금융업 종사기업인 Valentin Capital 
Management사2)라는 점이 특이하다. 

1번 중심특허의 출원인인 아톰와이즈(Atomwise)사는 심층 컨벌루션 신경망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DCNN)에 기반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하
여 구조 기반 저분자(small molecule) 약물을 설계, 발굴하는 회사로서 아직 약물 
재창출과 관련된 특허출원이나 발간 논문의 수는 많지 않은 상태이다. 해당 회사
는 AtomNet®이라는 기술 플랫폼3)으로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편, 본 정보네트워크에는 타겟과 리간드 간의 결합 친화성(binding affinity)
를 활용하여 코로나19에 대한 항-HIV 약물 재창출을 시도하려는 논문(RSC 
Advances 10(27):15775-15783, “Anti-HIV drug repurposing against 
SARS-CoV-2”)도 포함되어 있다(코드 10). 해당 논문에서는 분자 도킹
(molecular docking) 방법을 통해 약물과 코로나 관련 타겟(3CLpro) 효소 간의 
결합 친화성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 현재 HIV 환자에게 사용되는 2세대 프로테아
제 억제제인 아르나비르(darunavir)가 SARS-CoV-2 및 SARS-CoV-1 3CLpro
와 결합 친화성이 가장 높았고, 따라서 이를 항-Covid-19 임상 약물로 사용될 

2) https://www.linkedin.com/company/valentine-capital-asset-management
3) https://blog.atomwise.com/introducing-atomnet-drug-design

https://www.linkedin.com/company/valentine-capital-asset-management
https://blog.atomwise.com/introducing-atomnet-drug-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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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

  <출처: Atomwise 블로그, ‘Key opening a lock’, “there are billions of 
possible keys, but only a few open each specific lock.”, 분자 도킹 개념도>
https://blog.atomwise.com/introducing-atomnet-drug-design 

<출처: Atomwise 블로그, ‘타겟(효소)-리간드(약물)의 결합친화성 개념도>
https://blog.atomwise.com/introducing-atomnet-drug-design 

https://blog.atomwise.com/introducing-atomnet-drug-design
https://blog.atomwise.com/introducing-atomnet-drug-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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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중심특허 정보네트워크 요약]

국가코드 US 중심특허 US2019164021A1

발명의

명칭

Systems and methods for applying a convolutional network to spatial 

data

기술적

특징

타겟과 리간드 간의 결합 친화성(binding affinity)를 측정하여 이를 토대로 

약물 재창출을 시도하는 기술

출원인 Atomwise Inc.

발명자 Abraham Samuel Heifets | Izhar Wallach | Michael Dzamba

법적상태 등록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dd3e46ec-7c39-47f1-ae03-f8abf7b99c

76

AI·BI 활용기술

§ 기술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1. 타겟-리간드 간 결합 친화성 측정) 

§ AI 기술: 심층 컨벌루션 신경망(DCNN) 기술 활용하여 분류기 학습 

COVID-19 관련 사항

§ 정보네트워크(코드 10) : 코로나19에 대한 항-HIV 약물 재창출 시도 

 - 현재 HIV 환자에게 사용되는 2세대 프로테아제 억제제인 아르나비르(darunavir)가 

Covid-19 바이러스인 SARS-CoV-2 및 SARS-CoV-1 3CLpro와 결합 친화성이 가장 높은 

결과를 보여, 이를 항-Covid-19 임상 약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

https://www.keywert.com/detail?uuid=dd3e46ec-7c39-47f1-ae03-f8abf7b99c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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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번 중심특허(US2017/0228523A1) 정보네트워크  

03 KR1839572B1질병 관련 유
전자 관계 분석 장치 및 방법

03 KR20170090093A질병 관련 
유전자 관계 분석 방법 및 그 
장치

03 KR1771042B1질병 관련 유전
자 탐색 장치 및 그 방법

03 KR1776094B1네트워크 기반
의 약제 효능 평가 장치 및 
방법

03 KR1964694B1약물의 유사도 
판단장치, 방법, 및 컴퓨터-판
독가능매체

03 KR2000248B1의생명 문헌데
이터 기반 약효능 도출 방법, 
장치 및 컴퓨터-판독가능 매
체

03 KR20200046314A약의 신규 
특성을 도출하는 방법, 장치 
및 컴퓨터-판독가능 매체

05 KR20200042295A네트워크 
기반의 유전자 세트 증강 분
석 방법을 이용한 약물 재창
출 방법

07 KR2013065340A약물에 대한 
연관 질병 정보를 생성하는 
장치 및 방법

07 KR2015008179A상호 작용 
예측 장치, 상호 작용 예측 
방법, 및 프로그램

09 WO2019107804A1Method 
for predicting drug-drug or 
drug-food interaction by using 
structural information of drug

10PreprintData-driven Drug 
Repurposing for COVID-19 

02Oncotarget. 2017 Feb 21; 8(8): 
12576–12595The repurposed 
anthelmintic mebendazole in 
combination with trametinib 
suppresses refractory NRASQ61K 
melanoma 

02PNAS December 26, 2017 114 
(52) 13685-13690Structure-based 
prediction of ligand-protein 
interactions on a genome-wide 
scale 

01 US20140258207A1Systems and 
Methods for Predicting 
Protein-Ligand Interactions 

04Mol Biosyst. 2015 
Jul;11(7):2096-2102Protein 
Localization Vector Propagation: a 
method for improving accuracy of 
drug repositioning 1111

01CN106529205ADrug target 
relation prediction method based 
on drug substructure and 
molecule character description 
information 

02Comb Chem High Throughput 
Screen. 2015;18(8):784-94.
RepurposeVS: A Drug 
Repurposing-Focused 
Computational Method for 
Accurate Drug-Target Signature 
Predictions 

07WO2015013367A1Method of 
identifying new uses of known 
drugs 

02Journal of Molecular Biology, 07 
Feb 2007, 368(1):283-301Shape 
Variation in Protein Binding 
Pockets and their Ligands 

02Curr Top Med Chem. 
2013;13(18):2328-36Drug 
Repurposing: Translational 
Pharmacology, Chemistry, 
Computers and the Clinic 

02Scientific Reports volume 6, 
Article number: 35996 (2016)
DPDR-CPI, a server that predicts 
Drug Positioning and Drug 
Repositioning via Chemical-Protein 
Interactome 

01US20180157786A1Predicting 
drug-target interactions and uses 
for drug repositioning and 
repurposing 

01US20180166175A1Discovery and 
analysis of drug-related side 
effects 

02J. Med. Chem. 2012, 55, 15, 
6832–6848Predicting New 
Indications for Approved Drugs 
Using a Proteochemometric 
Method 

01CN105117618BBased on the 
principle involved in a crime and 
network topology of the structural 
features of the interaction of the 
drug - target identification method 

06BMC Bioinformatics volume 20, 
Article number: 383 (2019)Drug 
repurposing with network 
reinforcement 

02Science. 2008 Jul 
11;321(5886):263-6Drug Target 
Identification Using Side-Effect 
Similarity 

02Mol. BioSyst., 2016,12, 520-531
Prediction of drug–target interaction 
by label propagation with mutual 
interaction information derived from 
heterogeneous network 

01EP3306503A4SCREENING 
METHOD FOR MULTI-TARGET 
DRUG AND/OR PHARMACEUTICAL 
COMPOSITION 

01WO2011154121A1Method for 
identifying compounds 

02Expert Rev Clin Pharmacol. 2013 
Mar;6(2):95-7Drug repurposing a 
reality: from computers to the clinic 

10 Version 2. bioRxiv. Preprint. 2020 
Apr 9Analysis of Infected Host Gene 
Expression Reveals Repurposed 
Drug Candidates and 
Time-Dependent Host Response 
Dynamics for COVID-19

02PLoS ONE 15(1):e0226484
Drug-target interaction 
prediction using Multi Graph 
Regularized Nuclear Norm 
Minimization 

02Molecules 2019, 24(9), 1714
Revealing Drug-Target 
Interactions with Computational 
Models and Algorithms 

02Front. Pharmacol., 09 
October 2018Network-Based 
Methods for Prediction of 
Drug-Target Interactions 

02PLoS Computational Biology 
8(5):e1002503 Prediction of 
Drug-Target Interactions and 
Drug Repositioning via 
Network-Based Inference 

02Nat Commun. 2017; 8: 57
3.A network integration 
approach for drug-target 
interaction prediction and 
computational drug 
repositioning from 
heterogeneous information 

02Semin Cancer Biol. 2020 
Jan 3;S1044-579X(19)30409-2.
Machine and deep learning 
approaches for cancer drug 
repurposing 

02Oncogene. 2015 Mar 
1 2 ; 3 4 ( 1 1 ) : 1 3 4 1 - 5 3
Drug-repositioning screening 
identified piperlongumine as a 
direct STAT3 inhibitor with potent 
activity against breast cancer 

04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159:113538AGCN: Attention-based 
graph convolutional networks for 
drug-drug interaction extraction

04 Cells. 2020 Apr 3;9(4):881Improved 
prediction of miRNA-disease 
associations based on matrix 
completion with network regularization

04 Comput Methods Programs 
Biomed. 2015 Nov;122(2):108-22A 
literature-driven method to calculate 
similarities among diseases

04 J Biomed Inform. 2015 
Apr;54:270-82LGscore: A Method to 
Identify Disease-Related Genes using 
Biological Literature and Google Data

06 Diagnostics (Basel). 2019 Nov 
30;9(4):208.Systematic Approach for 
Drug Repositioning of Anti-Epileptic 
Drugs

06 J Biomed Inform. 2018 
Nov;87:96-107PISTON: Predicting drug 
indications and side effects using topic 
modeling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06 6th ACM International Workshop 
on Data and Text Mining in 
Biomedical Informatics (DTMBIO)
TNMCA: Generation and Application 
of Network Motif Based Inference 
Models for Drug Repositioning

08 2014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
회 논문집A Research on Effects of 
Protein Localization in Drug 
Repositioning

01 US20160171173A1 Method of 
indentifying new uses of known 
drugs 

10Nature volume 583, pages459–
468(2020)A SARS-CoV-2 protein 
interaction map reveals targets for 
drug repurposing 

10Cell Discovery volume 6, 
Article number: 14 (2020) 
Network-based Drug 
Repurposing for Human 
Coronavirus 

중심특허 2. US2017/0228523A1

발명의 명칭 Method and apparatus for analyzing relation between 

drug and protein
출원인 YONSEI UNIVERSITY

발명자 박상현,여윤구,윤영미

출원일자 2016.05.13

법적상태 거절결정 확정 - 대응포기

패밀리 US, KR, WO 

내용 요약 단백질의 세포 내 위치 정보를 중심으로, 약물과 단백질 

간의 연관성을 판단하여 약물재창출을 시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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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중심특허는 단백질의 세포 내 위치 정보를 중심으로 약물과 단백질 간의 연
관성을 판단하여 약물 재창출을 시도하는 방법으로서, 약물과 타겟간의 연관성이 
약물 재창출의 기반이 된다. 따라서 1번 중심특허와 마찬가지로 기술분류 1의 ‘타
겟 중심의 접근법’에 해당한다.

2번 중심특허에 대하여 정보네트워크를 작성한 결과, 11개의 중심특허 가운데 
가장 많은 관련 특허/논문가 포함된다. 이는 신약 개발에 있어 타겟의 선정이 매
우 중요하고 약물의 타겟에의 적용여부가 곧 약효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오래 전
부터 타겟과 약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이러한 약물-타겟 
연관성이 약물 재창출에서 주요한  방법론으로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번 중심특허 정보네트워크 구성에서 주목할 점은 2번 중심특허 발명자의 다른 
특허와 논문들(코드 03 및 04)은, 약물-단백질 간의 연관성 보다는 질병-유전자
의 관계 분석에 집중되어 있었던 반면, 다른 중심특허에서의 주 발명자/주 출원인 
등의 특허/논문 들이 2번 중심특허와 동일한 기술분류에 속하는 약물-타겟 간 연
관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어서(코드 01 및 02), 이러한 정보들이 2번 중심특허의 
관련 특허/논문으로서 대거 포함되면서 광범위한 정보네트워크가 구성되었다는 점
이다.

관련 특허/논문의 주요 출원인/기관으로는 Georgetown University, City 
University of New York, Sun Yat-Sen University, Huazhong Agriculture 
University 등 미국이나 중국의 대학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번 중심특허와 내용을 같이 하는 동일 발명자의 논문
(Mol Biosyst. 2015;11(7):2096-102, “Protein Localization Vector Propagation: 
a method for improving accuracy of drug repositioning”)을 제외하고, 동일 발명
자의 다른 특허와 논문들 중에서는 약물-타겟 간 연관성보다 질병-유전자의 관
계 분석에 대한 특허와 논문이 다수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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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중심특허의 발명자 중 연세대학교의 박상현 교수4)는 구글 데이터와 
문헌 데이터(PubMed)를 이용해 질병 관련 유전자를 식별하는 LGScore라는 방법
을 제안한 바 있고(J Biomed Inform. 2015 Apr;54:270-82, “LGscore: A 
Method to Identify Disease-Related Genes using Biological Literature and 
Google Data”), 가천대학교의 윤영미 교수는 주제 모델링(topic modelling)과 자
연어 처리(NLP)를 이용하여 새로운 약물-표현형(drug-phenotype) 연관성 및 약
물-부작용 연관성을 예측하는 ‘PISTON’이라는 알고리즘을 개발(J Biomed 
Inform. 2018 Nov;87:96-107, “PISTON: Predicting drug indications and side 
effects using topic modeling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하여 이를 공개
한 바 있다5).

<문헌 데이터(PubMed)와 구글 데이터를 이용하는 LGScore 방법 개념도>

4) http://delab.yonsei.ac.kr/
5) http://databio.gachon.ac.kr/tools/PISTON/

http://delab.yonsei.ac.kr/
http://databio.gachon.ac.kr/tools/PI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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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중심특허 정보네트워크 요약]

국가코드 US 중심특허 US20170228523A1

발명의

명칭
Method and apparatus for analyzing relation between drug and protein

기술적

특징

단백질의 세포 내 위치 정보를 중심으로 약물과 단백질 간의 연관성을 판

단하여 약물 재창출을 시도하는 방법

출원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발명자 박상현 | 여윤구 | 윤영미

법적상태 포기(한국 패밀리 특허는 등록)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c71d627b-9630-45cf-94d4-b483093bf

94d

AI·BI 활용기술

§ 기술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2. 타겟-약물 간 연관성) 

§ 관련 AI 기술: 순방향 심층 신경망(Feedforward Deep Neural Network, FDNN) 활용

- 분류기 트레이닝 단계(classifier training step)와 같이, 순방향 심층 신경망(FDNN)을 

통해 단백질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단백질의 특징 정보와 약물의 약물 특징 정보를 기

반으로 약물과 단백질 간의 연관성을 도출하는 분류기를 학습시킬 수 있음 

https://www.keywert.com/detail?uuid=c71d627b-9630-45cf-94d4-b483093bf94d


10 J. Chem. Inf. Model. 2020, 
60, 6, 3277–3286 Fast 
Identification of Possible Drug 
Treatment of Coronavirus 
Disease-19 (COVID-19) through 
Computational Drug 
Repurposing Study 

10 J Infect Public Health. 
2020 Jun 16 In silico 
prediction of potential 
inhibitors for the Main 
protease of SARS-CoV-2 
using molecular docking and 
dynamics simulation based 
drug-repurpo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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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번 중심특허(US2019/0018924A1) 정보네트워크

01 KR1400717B1 전체원자
기반 고분자 복합체의 시
뮬레이션 시스템 및 방법 

01 US20190050537A1 
PREDICTION AND 
GENERATION OF 
HYPOTHESES ON 
RELEVANT DRUG TARGETS 
AND MECHANISMS FOR 
ADVERSE DRUG REACTIONS 

10 Preprint Drug 
Repurposing and New 
Therapeutic Strategies for 
SARS-CoV-2 Disease Using 
a Novel Molecular 
Modeling-AI Hybrid Workflow 

04 Drug Discov Today. 2017 
Dec;22(12):1792-1799 
Structural coverage of the 
proteome for pharmaceutical 
applications 

02 Mol Cells. 2020 Mar 
31;43(3):222-227. Identification of 
the Antidepressant Vilazodone as 
an Inhibitor of Inositol 
Polyphosphate Multikinase by 
Structure-Based Drug 
Repositioning 

02 Future medicinal chemistry 
6(3):333-42 Reverse docking: a 
powerful tool for drug 
repositioning and drug rescue 

02 Biophysics Reports volume 4, 
pages1–16(2018) Docking-based 
inverse virtual screening: 
methods, applications, and 
challenges 

02 Bio-Algorithms and 
Med-Systems | Volume 14: Issue 
2 Protein-ligand binding site 
detection as an alternative route 
to molecular docking and drug 
repurposing 

02 Int J Mol Sci. 2019 Sep; 
20(18): 4331 Molecular Docking: 
Shifting Paradigms in Drug 
Discovery 

02 In Silico Drug Design, 
pp.161-189 Chapter 6 - 
Molecular Docking: A 
Structure-Based Approach for 
Drug Repurposing 

10 J Biomol Struct Dyn. 2020 
: 1–12. Drug repurposing 
against SARS-CoV-2 using 
E-pharmacophore based virtual 
screening, molecular docking 
and molecular dynamics with 
main protease as the target 

10 Preprint  In Silico 
Identification and 
Docking-Based Drug 
Repurposing Against the Main 
Protease of SARS-CoV-2, 
Causative Agent of COVID-19 

04 Biochem Biophys Res Commun. 2017 Jan 29;483(1):502-508 
Computational proteome-wide screening predicts neurotoxic 
drug-protein interactome for the investigational analgesic BIA 
10-2474 

10 preprints from medRxiv and 
bioRxiv Repurposing 
Therapeutics for COVID-19: 
Rapid Prediction of 
Commercially available drugs 
through Machine Learning and 
Docking 

03 WO2019100158A1 
METHOD AND SYSTEM FOR 
DIFFERENTIAL DRUG 
DISCOVERY 

01 US20160113937A1 
Discovery of fda-approved 
drugs as inhibitors of fatty 
acid binding protein 4 using 
molecular docking screening 

01 US20170316147A1 
Methods and systems for 
identifying ligand-protein 
binding sites 

01 KR20110109740A 양자역
학 스코어링을 포함하는 
단백질-리간드 도킹 구조의 
예측방법 

10 Life Sci. 2020 Jul 1; 252: 
117652. In silico studies on 
therapeutic agents for 
COVID-19: Drug repurposing 
approach 

07 US20020072887A1 
Interaction fingerprint 
annotations from protein 
structure models 

03 WO2020051714A1 
METHOD AND SYSTEM 
FOR PREDICTING 
PROPERTIES OF 
CHEMICAL STRUCTURES 

03 WO2020140156A1 
METHOD AND SYSTEM 
FOR PREDICTING DRUG 
BINDING USING 
SYNTHETIC DATA 

중심특허 3. US2019/0018924A1

발명의 명칭 Methods for proteome docking to identify 

protein-ligand interactions
출원인 Cyclica Inc. (CA)

발명자 Stephen Scott Mackinnon(CA) 외 3명

출원일자 2015.12.31

법적상태 심사착수

패밀리 US, EP, CN, WO, CA, JP

내용 요약 특정 리간드와 결합하여 복합체를 형성하는 단백질

의 결합부위의 분자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리간드

와 결합할 수 있는 또 다른 단백질을 규명하는 방법

10 Journal of Biomolecular 
Structure and Dynamics 
Possibility of HIV-1 protease 
inhibitors-clinical trial drugs as 
repurposed drugs for 
SARS-CoV-2 main protease: a 
molecular docking, molecular 
dynamics and binding free 
energy simulation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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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중심특허는 특정 리간드와 결합하여 복합체를 형성하는 단백질의 결합부위
의 분자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리간드와 결합할 수 있는 또 다른 단백질을 규
명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역시 “1. 타겟 중심의 접근법”의 기술분류에 속한
다.

3번 중심특허 또한 동일 발명자 또는 동일 출원인의 특허/논문 수는 많지 않았
으나, 다른 중심특허에서의 검색을 통해 발굴된 관련 특허/논문의 수가 상당 수 
존재하였으며, 이는 분자도킹(molecular docking)이 약물 설계(drug design) 분야
에서 전통적으로 수행되어 왔던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구조 기반의 가상 스크리닝으로서 도킹 등에 관한 수많은 플랫폼 정보6)도 
온라인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관련 특허/논문을 살펴보면, 양자역학 스코어링을 통해 단백질-리간드 도킹 구
조를 예측하는 방법(KR20110109740A, 고려대학교), 분자도킹을 위해 리간드-
단백질의 결합 지점을 규명하는 방법(US20170316147A1, Bio-Algorithms and 
Med-Systems, Vol.14, No.2) 등 약물 재창출을 위해 분자도킹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들이 개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자도킹 스크리
닝 방법을 통해 종래부터 항생제로 사용되어 왔던 레보플록사신(levofloxacin) 약
물이 FABP4(fatty acid binding protein 4)의 억제인자로 작용함을 최초로 규명함
으로써 대사성 질환 혹은 심혈관계 질환의 치료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음이 밝혀
졌다(US20160113937A1).

한편, 코로나19 관련 논문(코드 10) 역시 7건이나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유 또
한 약물의 타겟에의 작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분자도킹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고 실험 설계에 있어서도 간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6) https://www.vls3d.com/index.php/links/chemoinformatics/virtual-screening/structure-based-virtual-screening

https://www.vls3d.com/index.php/links/chemoinformatics/virtual-screening/structure-based-virtual-scre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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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기반의 프로테움과 특정 리간드 분자 도킹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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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중심특허 정보네트워크 요약]

국가코드 US 중심특허 US2019018924A1

발명의

명칭
Methods for proteome docking to identify protein-ligand interactions

기술적

특징

특정 리간드와 분자(프로테움) 도킹하여 복합체를 형성하는 단백질 결합부

위의 분자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리간드와 결합할 수 있는 또 다른 단

백질을 규명하는 방법

출원인 Cyclica Inc.

발명자
Stephen Scott Mackinnon | Leonard David Morayniss |

Jason Mitakidis | Fuad G. Gwadry

법적상태 공개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31ce9757-0225-418e-ba39-59DB5293c

cc2

AI·BI 활용기술

§ 기술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3. 분자 도킹을 통한 접근법 활용) 

§ 관련 AI 기술: 분자 도킹 시뮬레이션(Molecular Docking Simulation)

- 분자 도킹 시뮬레이션은 단백질-지질 상호작용(결합모드)를 추론하는 방법으로 원자

수준에서 수행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능성 있는 결합모드들을 제공할 수 있음

- 결합모드가 알려지면 단백질의 기능 연구나 더 나아가 그 단백질의 기능을 저해하는 

신약 개발 등의 연구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음  

COVID-19 관련 사항

§ 정보네트워크(코드 10) : 코로나19에 대한 항-HIV 약물 재창출 시도 

 - COVID-19의 메인 프로테아제인 SARS-CoV-2을 타겟으로 하는 분자 도킹 시스템 소

개하는 논문 7건이 정보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음

https://www.keywert.com/detail?uuid=31ce9757-0225-418e-ba39-59db5293cc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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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4번 중심특허(US2014/0193517A1) 정보네트워크

 

04 Drug Discovery Today 
22(12) Uncovering novel 
repositioning opportunities using 
the Open Targets platform 

04 BioData Min. 2018 May 
31;11:7 Connecting genetics and 
gene expression data for target 
prioritisation and drug 
repositioning 

04 Drug Discov Today. 2019 
Jun;24(6):1232-1236 Pathway 
analysis of GWAS loci identifies 
novel drug targets and 
repurposing opportunities 

06 PeerJ. 2016; 4: e1558. 
Mining integrated semantic 
networks for drug repositioning 
opportunities 

06 PLoS One. 2016 May 
19;11(5):e0155811 An Integrated 
Data Driven Approach to Drug 
Repositioning Using 
Gene-Disease Associations 

06 Nat Rev Drug Discov. 2019 
Jan;18(1):41-58 Drug 
repurposing: progress, 
challenges and recommendations 

01 CN106446585A Method 
for mining potential 
application of medicine 
through untoward effect 
reporting system 

01 US9530095B2 Method 
and system for exploring 
the associations between 
drug side-effects and 
therapeutic indications 

01 US10223500B2 
Predicting drug-drug 
interactions and specific 
adverse events 

01 US20150324693A1 
PREDICTING DRUG-DRUG 
INTERACTIONS BASED ON 
CLINICAL SIDE EFFECTS 

01 US9536194B2 Method 
and system for exploring the 
associations between drug 
side-effects and therapeutic 
indications 

02 PeerJ Computer Science 
2:e46 Computational drug 
repositioning based on 
side-effects mined from 
social media 

02 PLoS ONE 9(2): e87864. 
Construction of Drug Network 
Based on Side Effects and Its 
Application for Drug Repositioning 

02 J Biomed Inform. 2014 
Oct;51:15-23 Exploring the 
associations between drug 
side-effects and therapeutic 
indications 

04 PLoS ONE 6(12): e28025 
Systematic Drug Repositioning 
Based on Clinical Side-Effects

09 US20150227700A1 
Methods for drug 
repurposing and 
devices thereof 

07 US20100161301A1 
Techniques for 
purposing a new 
compound and for 
re-purposing a drug 

03 US20140170157A1 
Method of selecting 
therapeutic indications 

중심특허 4. US2014/0193517A1
발명의 명칭 Method of drug repositioning

출원인 GlaxoSmithKline
발명자 Pankaj Agarwal(US), Lun 

Yang(US)
출원일자 2012.08.17

법적상태 거절결정 확정 - 대응포기

패밀리 US, EP, WO, CA

내용 요약 약물의 부작용 정보와 약물의 기능이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고, 유사한 부작용 정보를 가지는 약물을 
부작용-질병 정보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질병의 약
물재창출에 활용하는 방법 (예: D라는 약물의 부작
용이 X치료제로 사용 중인 약물들에서도 많이 나타
난다면, D 역시 X치료제의 후보물질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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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중심특허는 약물의 부작용 정보와 약물의 기능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유사한 부작용 정보를 가지는 약물을 부작용-질병 정보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질
병의 약물 재창출에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D라는 약물의 부작용
이 X치료제로 사용 중인 약물들에서도 많이 나타난다면, D 역시 X치료제의 후보
물질이 될 수 있다는 논리에 입각한 것이다. 따라서 4번 중심특허는 “2. 부작용에 
기반한 접근법”의 기술분류에 속하는 대표적인 특허이다.

타겟, 약물, 질병, 유전자 등의 정보를 활용하는 종래의 방법과는 다른 접근방식
이기에, 다른 중심특허에 비해서는 관련 특허/논문이 적지만, 특히 IBM사가 관련
된 특허를 다수 보유함으로써 부작용 정보를 활용한 약물 재창출 기술에 상당한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작용 정보의 소스(source)로서 소셜미디어
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사의 논문(PeerJ 
Computer Science 2:e46, “Computational drug repositioning based on 
side-effects mined from social media”)이 특이점으로 파악된다.

한편, 부작용 정보를 활용한 약물 재창출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4번 중심특허의 
발명자인 Pankaj Agarwal(GlaxoSmithKline)7)은 중심특허를 출원한 이후부터는 
오히려 유전자 정보를 활용한 약물 재창출 기술에 더 많은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중심특허의 내용을 담은 논문(PLoS ONE 6(12): e28025, 
“Systematic Drug Repositioning Based on Clinical Side-Effects”)을 제외하고, 
최근에 발간한 논문들(BioData Min. 2018 May 31;11:7, “Connecting genetics 
and gene expression data for target prioritisation and drug repositioning”)은 
주로 유전자 발현정보 등에 기초하여 약물 재창출을 시도하려는 방법에 관한 것
이다.

7) https://www.linkedin.com/in/pankaj-agarwal-bioinformatics

https://www.linkedin.com/in/pankaj-agarwal-bioinfor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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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중심특허 정보네트워크 요약]

국가코드 US 중심특허 US20140193517A1

발명의

명칭
Method of drug repositioning

기술적

특징

기존 약물의 부작용 정보와 유사한 부작용 정보를 가지는 약물을 부작용-

질병 정보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질병의 약물 재창출에 활용하는 방법

출원인 GlaxoSmithKline Intellectual Property Development Limited

발명자 Pankaj Agarwal | Lun Yang

법적상태 포기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5a832657-64e6-477f-9fbc-b1bed5c3f1

c7

AI·BI 활용기술

§ 기술분류 2: 부작용에 기반한 접근법 

§ 관련 약물재창출 기술

- 제1 약제에 대한 약물-부작용(drug-side effect; SE) 연관성을 생성하는 단계;

- 제2 약제에 대한 질병-부작용(disease-side effect; SE) 연관성을 생성하는 단계; 

- 상기 약물-부작용(drug-side effect; SE) 연관성과 상기 질병-부작용(disease-side 

effect; SE) 연관성 사이의 연관 강도(association strength)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방법을 통해 제1 약제의 새로운 적용을 시도하는 방법



03 US9536193B1 Mining 
biological networks to 
explain and rank 
hypotheses 

- 56 -

마. 5번 중심특허(US2019/0163869A10) 정보네트워크

중심특허 5. US2019/0163869A1

발명의 명칭 Accelerated pharmaceutical repurposing

출원인 IBM (US)

발명자 Meenakshi Nagarajan(US), Alix Lacoste(US)

출원일자 2017.11.30

법적상태 심사대기 중

패밀리 US only

내용 요약 질병에 따른 생체분자의 서로 다른 발현신

호에 기반하여 약물재창출 하는 방법

02 Pharmaceutics. 2019 Dec 
12;11(12):677Transcriptome 
-Guided Drug Repositioning 

06 J Biomed Inform. 2014 
Oct;51:15-23Exploring the 
associations between drug 
side-effects and therapeutic 
indications 

05 US9530095B2Method and 
system for exploring the 
associations between drug 
side-effects and therapeutic 
indications 

05 US20190348179A1PREDICTING 
INTERACTIONS BETWEEN DRUGS 
AND DISEASES 

05 US20190050537A1PREDICTION 
AND GENERATION OF 
HYPOTHESES ON RELEVANT 
DRUG TARGETS AND 
MECHANISMS FOR ADVERSE 
DRUG REACTIONS 

05 US20180322251A1Identifying 
Drug-to-Drug Interactions in Medical 
Content and Applying Interactions 
to Treatment Recommendations 

05 US20170124469A1Evidence 
Boosting in Rational Drug 
Design and Indication 
Expansion by Leveraging 
Disease Association 

05 US20150324693A1
PREDICTING DRUG-DRUG 
INTERACTIONS BASED ON 
CLINICAL SIDE EFFECTS

02 Nature Communications 
volume 10, Article number: 
3476 (2019)A genome-wide 
positioning systems network 
algorithm for in silico drug 
repurposing 
02 Cells. 2020 Apr 3;9(4):881
Improved prediction of 
miRNA-disease associations 
based on matrix completion 
with network regularization 

02 J Biomed Inform. 2015 
Apr;54:270-82LGscore: A 
Method to Identify 
Disease-Related Genes using 
Biological Literature and 
Google Data 
02 J Biomed Inform. 2018 
Nov;87:96-107PISTON: 
Predicting drug indications and 
side effects using topic 
modeling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02 BioData Min. 2018 May 
31;11:7Connecting genetics and 
gene expression data for 
target prioritisation and drug 
repositioning 

02 Blood (2015) 126 (23): 
4118.Systematic Drug 
Repositioning By Integrating 
Transcriptome and Historical 
Clinical Data, Identification 
of Digoxin As a Novel Drug 
Reposition Candidate for 
High-Risk Myelodysplastic 
Syndromes 

02 IEEE/ACM 
Transactions on 
Computational Biology and 
Bioinformatics ( Volume: 
17 , Issue: 3 , May-June 
1 2020 )Constructing 
Disease Similarity 
Networks Based on 
Disease Module Theory 

10 PreprintSAveRUNNER: 
a network-based 
algorithm for drug 
repurposing and its 
application to COVID-19 

10 PeerJ. 2020; 8: e935
7.Host transcriptome-guided 
drug repurposing for 
COVID-19 treatment: a 
meta-analysis based 
approach 

10 Viruses. 2020 Apr 
6;12(4):404.In Silico 
Discovery of Candidate 
Drugs against Covid-19 

01 US20190243946A1Optimizing 
Successful Outcomes for 
Repurposing Existing 
Pharmaceutical Compounds 

01 KR2034271B1유전자 네트워
크 구축 장치 및 방법 
01 KR1839572B1질병 관련 유
전자 관계 분석 장치 및 방법 
01 KR20170090093A질병 관련 
유전자 관계 분석 방법 및 그 
장치 
01 KR1771042B1질병 관련 유
전자 탐색 장치 및 그 방법 
01 KR2000248B1의생명 문헌데
이터 기반 약효능 도출 방법, 
장치 및 컴퓨터-판독가능 매체 

01 KR20200042295A네트워크 기
반의 유전자 세트 증강 분석 
방법을 이용한 약물 재창출 
방법 
01 KR20160144065A질병유전자 
발현 특징을 이용한 약물 재
창출 예측 시스템 및 방법 

01 US2019/0010533 A1Methods 
for screening and selecting target 
agents from molecular databases 

04 Pharmacoepidemiology 
and Drug Safety · May 
2020Identifying drugs with 
disease-modifying potential 
in Parkinson's disease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pharmacoepidemiology 

04 PLoS One. 2019 Apr 
8;14(4):e0214619.Identificati
on of pharmacodynamic 
biomarker hypotheses 
through literature analysis 
with IBM Watson 

06 Scientific Reports 
volume 6, Article number: 
35996 (2016)DPDR-CPI, a 
server that predicts Drug 
Positioning and Drug 
Repositioning via 
Chemical-Protein 
Interactome 

04 Neuropharmacology. 
2019 Mar 15;147:11-27
Repurposing drugs to treat 
L-DOPA-induced dyskinesia 
in Parkinson's disease 

05 US20200013487A1Drug 
Repurposing Hypothesis 
Generation Using Clinical 
Drug-Drug Interaction 
Information 

05 US10223500B2Predicting 
drug-drug interactions and 
specific adverse events 

05 US20200118040A1Identifying 
Gene Signatures and 
Corresponding Biological 
Pathways on Large Scale Gene 
Expression Datasets 

05 US20160140327A1GENERATING 
DRUG REPOSITIONING 
HYPOTHESES BASED ON 
INTEGRATING MULTIPLE 
ASPECTS OF DRUG SIMILARITY 
AND DISEASE SIMILARITY 

10 PreprintReversal of Infected 
Host Gene Expression 
Identifies Repurposed Drug 
Candidates for COVID-19 

10 PreprintA Connectivity 
Map-Based Drug 
Repurposing Study and 
Integrative Analysis of 
Transcriptomic Profiling of 
SARS-CoV-2 Infection 

01 KR20170141317A생물학적 네
트워크를 이용한 신약 재창출 
방법 및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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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중심특허는 질병에 따른 유전자의 발현신호의 차이에 기반하여 약물 재창출
을 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질병과 유전자 간의 연관성에 주목하였다는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다. 즉, 바이오마커와 같이 특정 질병과 특정 유전자의 발현패턴 
간의 연관성 사실에 주목하여 특정 유전자의 발현패턴을 조절할 수 있는 약물이 
있다면 이를 특정 질병의 치료제로서도 활용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에 5번 중
심특허는 “3.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에 기반한 접근법”의 기술분류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서 질병과 유전자 간의 상관관계(예, 바이오마커)는 오래 전부터 수
없이 발굴되어 온 것이라, 이 관계를 약물 재창출에 적용하려는 관련 특허/논문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코로나19관련 논문 역시 4건이 검색되었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된다. 

관련 특허/논문들 중 상당수는 다른 중심특허에서 확장 검색되어 파생되어 온 
것이다. 관련 특허의 경우, 2번 중심특허의 주발명자인 연세대학교 박상현 교수의  
“질병 관련 유전자 관계 분석 장치 및 방법(KR1839572B1)”, “질병 관련 유전자 
탐색 장치 및 그 방법(KR1771042B1)” 특허출원과, 7번 중심특허의 주발명자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이관수 교수의 “질병유전자 발현 특징을 이용한 약물 
재창출 예측 시스템 및 방법(KR20160144065A)” 등 국내 대학교의 특허출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관련 논문들 가운데, 앞서 설명했던 2번 중심특허의 발
명자인 연세대학교 박상현 교수의 “LGscore” 방법론과, 또 다른 발명자인 가천대
학교 윤영미 교수의 “PISTON” 알고리즘 역시 질병에 따른 유전자의 발현 패턴 
차이에 근거한 것으로서 5번 중심특허의 내용과 더 관련된 논문인 것으로 분류되
었다. 

한편, 왓슨(Watson)이라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만든 IBM사의 인공지능과 바이
오인포매틱스를 활용한 약물 재창출 관련 특허출원은 양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
되었다. 5번 중심특허 외에도 부작용에 기반한 약물 재창출 방법(US9530095B2, 
US10223500B2, US20150324693A1) 및 분자도킹을 활용한 약물 재창출 방법
(US20190050537A1) 등에 대한 특허출원도 존재하며, 종래부터 약물 또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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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사성에 근거한 약물 재창출 방법(US20200013487A1, US20190348179A1, 
US20180322251A1, US20170124469A1, US20160140327A1)에 관한 특허출원
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된 한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세포 유형의 호스트 유전인자의 발
현 상태와 문헌에 보고된 이전 증거와의 일관성에 기초하여 SARS-CoV-2의 프
로바이러스 유전인자를 파악하였고 그 결과, PTGS2 유전자 산물의 직접적인 억
제는 SAS-CoV-2 감염에 대한 또 다른 치료 전략이 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PeerJ. 2020; 8: e9357. “Host transcriptome-guided drug repurposing for 
COVID-19 treatment: a meta-analysis based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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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중심특허 정보네트워크 요약]

국가코드 US 중심특허 US2019163869A1

발명의

명칭
Accelerated pharmaceutical repurposing

기술적

특징

특정 리간드와 분자(프로테움) 도킹하여 복합체를 형성하는 단백질 결합부

위의 분자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리간드와 결합할 수명하는 방법

출원인 IBM

발명자 Meenakshi Nagarajan | Alix Lacoste

법적상태 공개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045a756d-fa28-4a66-bd6a-8111e47db

396

AI·BI 활용기술

§ 기술분류 3: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3-1. 유전자-질병 간 

연관성, 3-2. 유전자-약물 간 관련성) 

§ 관련 AI 기술: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가설 확인 모듈(hypothesis confirmation module: 137)

-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레퍼런스 간의 의미론적 유사성을 추론하여 가설을 검증할 수 

있고, 이러한 가설 검증을 통해 약물 1(392)과 질병 1 간의 상관도(0.31)를 도출할 수 

있음   

COVID-19 관련 사항

§ 정보네트워크(코드 10) :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전략 제공

 - COVID-19의 메인 프로테아제인 SARS-CoV-2의 전사체 발현을 분석하여 약물 재창

출하는 전략을 제사한 논문 5건이 정보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음

https://www.keywert.com/detail?uuid=045a756d-fa28-4a66-bd6a-8111e47db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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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6번 중심특허(US2019/0114390A1) 정보네트워크

중심특허 6. US2019/0114390A1

발명의 명칭 Drug repurposing based on deep embeddings of gene 
expression profiles

출원인 BioAge Labs, Inc.(US)

발명자 Yonatan Nissan Donner(US), Kristen Patricia 
Fortney(US), Stéphane Mathieu Victor Kazmierczak(FR)

출원일자 2018.10.15

법적상태 심사대기 중

패밀리 US, WO

내용 요약 각 약물에 대한 유전자 발현 데이터에 기초하여 약물 간
의 기능적 유사성을 측정하는 딥러닝 모델

02 PLoS One. 2019 Apr 
8;14(4):e0214619.Identification 
of pharmacodynamic 
biomarker hypotheses through 
literature analysis with IBM 
Watson

02 Healthc Inform Res. 2014 
Jan; 20(1): 52–60.Drug 
Similarity Search Based on 
Combined Signatures in Gene 
Expression Profiles

02 CPT Pharmacometrics 
Syst Pharmacol. 2016 
Nov;5(11):599-607.Integrating 
Clinical Phenotype and Gene 
Expression Data to Prioritize 
Novel Drug Uses

01 KR20160010285A약물 
반응 유전자 발현 특성을 
이용한 약물 재창출 방법

02 Proceedings: AACR 
Annual Meeting 2014; April 
5-9, 2014; San Diego, CA
Abstract 362: Computational 
drug repositioning identifies 
dexamethasone as potential 
ERG inhibitor

01 KR1984611B1약물반응
성, 유전자발현정보 및 복
제수 변이를 이용한 기능
하플로타이핑 방법 및 시
스템

01 KR20200042295A네트워크 기
반의 유전자 세트 증강 분석 
방법을 이용한 약물 재창출 
방법

02 Mol Cells. 2019 Aug 
31;42(8):579-588NGSEA: Network-Based 
Gene Set Enrichment Analysis for 
Interpreting Gene Expression 
Phenotypes with Functional Gene Sets

02 Cell Rep. 2016 Jun 
14;15(11):2348-56.A Computational 
Drug Repositioning Approach for 
Targeting Oncogenic Transcription 
Factors

04 Mol. Pharmaceutics 2018, 15, 10, 
4314–4325Drug Repurposing Using 
Deep Embeddings of Gene Expression 
Profiles

08 Cell. 2017 Nov 
30;171(6):1437-1452.e17A Next 
Generation Connectivity Map: L1000 
platform and the first 1,000,000 
profiles

10 PeerJ. 2020; 8: e9357.Host 
transcriptome-guided drug 
repurposing for COVID-19 
treatment: a meta-analysis based 
approach

01 CN109935341AMethod and 
device for predicting medicine new 
indication

01 US20200017913A1Methods and 
systems for predicting treatment 
responses in subjects

01 KR1953762B1이종 특성정보 
병합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딥러닝 모델을 이용한 약물 
적응증 및 반응 예측 시스템 
및 방법

01 US20140170157A1Method of 
selecting therapeutic indications

01 CN108694991ARepositioning 
drug discovery method based on 
integration of a plurality of 
transcriptome data sets and drug 
target information

10 arXiv - CS - Machine Learning 
Accelerating drug repurposing for 
COVID-19 via modeling drug 
mechanism of action with large 
scale gene-expression profiles

01 US2020/0121666 A1Tau 
phosphorylation inhibitors and 
methods for treating or 
preventing alzheimer'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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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중심특허는 각 약물에 대한 유전자 발현 데이터에 기초하여 약물 간의 기능
적 유사성을 측정하는 딥러닝 모델에 관한 내용이다. 다시 말해, 약물의 처리에 
따른 유전자 발현 패턴의 변화를 살핌으로써 약물의 작용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약물 재창출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이에 6번 중심특허는 “3. 유전자 발
현 프로파일에 기반한 접근법”의 기술분류에 해당한다.

유전자 발현 패턴의 변화를 통해 약물반응성 등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해
당하므로 다른 중심특허에서 확장 검색되어 파생된 관련 특허/논문 수가 상당히 
많았다. 동시에 확장 검색된 특허와 논문이 모두 중심특허와 기술적 관련성이 높
은 문헌들로서, 정보네트워크에도 관련성이 높은 문헌들만 포함되어 있다. 이는 
동일 발명자/동일 출원인의 특허/논문, 인용특허/논문, 피인용 특허 등이 거의 검
색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6번 중심특허의 출원인인 BioAge Labs 
사8)는 노화관련 질환의 치료제를 개발하는 작은 규모의 신약 개발 스타트업으로
서, 특허출원 수가 2건으로 매우 적다.   

관련 특허/논문을 살펴보면, 연세대학교의 이인석 교수, 한국과학기술원의 이관
수 교수, ㈜신테카바이오의 정종선 대표의 특허 및 논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모두 약물에 반응한 유전자 발현 특성을 이용하여 약물 적응증을 예측하거나 약
물 재창출에 활용하는 내용에 관한 것이다. 

이 중에서 연세대학교 이인석 교수9)는 단독 유전자뿐만 아니라 이웃하는 유전
자 세트의 기능적 네트워크를 분석함으로써 약물 재창출을 위한 보다 유의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기반의 유전자 세트 증강 분석 방법
(Network-Based Gene Set Enrichment Analysis, ’NGSEA’)에 대해 특허출원
(KR20200042295A) 및 논문(Mol Cells. 2019 Aug 31;42(8): 579-588, 
“NGSEA: Network-Based Gene Set Enrichment Analysis for Interpreting Gene 
Expression Phenotypes with Functional Gene Sets”)을 게재하였다.

8) https://bioagelabs.com/
9) 

https://bio.yonsei.ac.kr/faculty/name_search.do?mode=view&userId=098A2bOKAr5Dnt%2B64UrHGg%3
D%3D

https://bioagelabs.com/
https://bio.yonsei.ac.kr/faculty/name_search.do?mode=view&userId=098A2bOKAr5Dnt%2B64UrHGg%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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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ornell University의 Olivier Elemento 교수10)의 논문 중에서도 염증치료
제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덱사메타손(dexamethasone)이 종양유전자 중 하나인 
ERG(ETS-related gene)의 발현을 억제하는 활성을 발견하여 이를 항암제로 재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내용이 있다(Proceedings: AACR Annual Meeting 
2014; April 5-9, 2014; San Diego, CA, “Abstract 362: Computational drug 
repositioning identifies dexamethasone as potential ERG inhibitor”).

10) https://research.cornell.edu/researchers/olivier-elemento

https://research.cornell.edu/researchers/olivier-eleme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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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중심특허 정보네트워크 요약]

국가코드 US 중심특허 US2019114390A1

발명의

명칭
Drug repurposing based on deep embeddings of gene expression profiles

기술적

특징

약물 간의 기능적 유사성을 측정하는 딥러닝 모델을 통해 약물의 처리에 따

른 유전자 발현 패턴의 변화를 판단하여 약물 재창출을 시도하는 기술 

출원인 BioAge Labs, Inc.

발명자
Yonatan Nissan Donner | Kristen Patricia Fortney |

Stéphane Mathieu Victor Kazmierczak

법적상태 공개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65ea9def-f060-421c-9505-5b535356b

649

AI·BI 활용기술

§ 기술분류 3: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에 기반한 접근법(세부분류: 3-2. 유전자-약물 관련성) 

§ 관련 AI 기술: 순방향 심층 신경망(Feedforward Deep Neural Network, FDNN) 활용

- 순방향 심층 신경망(FDNN)을 통해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을 정보를 공지의 섭동과 쿼

리 섭동 간의 유사성 점수를 도출하는 신경망을 학습시킬 수 있음  

COVID-19 관련 사항

§ 정보네트워크(코드 10) : 코로나19에 대한 딥러닝을 이용한 약물재창출전략 제공

 - 유전인자 혹은 약물에 대한 세포 반응 데이터를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분석하여  

항 COVID-19약물 재창출 전략을 제시한 논문 2건이 정보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음

https://www.keywert.com/detail?uuid=65ea9def-f060-421c-9505-5b535356b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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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7번 중심특허(KR101963331B1) 정보네트워크

중심특허 7. KR101963331B1

발명의 명칭 인체 대사 물질과의 유사도 기반 약물 재창출 후보 
예측 방법 및 그 시스템

출원인 KAIST

발명자 이관수, 이윤혁, 최호재

출원일자 2017.06.22

법적상태 등록 유지

패밀리 KR only

내용 요약 알려진 약물 구조와 질병 연관 인체 대사물질의 구조
의 유사성을 판단한 후, 이를 기반으로 질병 연관 단
백질과 약물의 상호관계를 추론함으로써 약물 재창출

01 US20190035494A1METHOD AND 
TERMINAL FOR ANALYZING 
DRUG-DISEASE RELEVANCE 
RELATION, NON-TRANSITORY 
COMPUTER-READABLE STORAGE 
MEDIUM

01 CN107545151ADrug repositioning 
method based on low-rank matrix 
completion

01 KR2035658B1신약 재창출 후
보 추천 시스템 및 이 시스템의 
각 기능을 실행시키기 위해 매
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01 KR1450784B1전자의무기록과 
약물/질환 네트워크 정보 기반
의 신약 재창출 후보 예측 방법

01 WO2015013367A1Method of 
identifying new uses of known drugs

01 US20190348179A1PREDICTING 
INTERACTIONS BETWEEN DRUGS 
AND DISEASES

01 US20170124469A1Evidence 
Boosting in Rational Drug Design 
and Indication Expansion by 
Leveraging Disease Association

01 US20160140327A1
GENERATING DRUG 
REPOSITIONING 
HYPOTHESES BASED ON 
INTEGRATING MULTIPLE 
ASPECTS OF DRUG 
SIMILARITY AND DISEASE 
SIMILARITY

01 US20160140312A1
GENERATING DRUG 
REPOSITIONING 
HYPOTHESES BASED ON 
INTEGRATING MULTIPLE 
ASPECTS OF DRUG 
SIMILARITY AND DISEASE 
SIMILARITY

01 EP3306503A4SCREENING 
METHOD FOR MULTI-TARGET 
DRUG AND/OR 
PHARMACEUTICAL 
COMPOSITION

02 Bioinformatics. 2018 Jun 
1;34(11):1904-1912.
Computational drug 
repositioning using low-rank 
matrix approximation and 
randomized algorithms

02 Comput Methods Programs 
Biomed. 2015 
Nov;122(2):108-22A 
literature-driven method to 
calculate similarities among 
diseases

02 J Biomed Inform. 2016 
Feb;59:248-57. Inferring new 
drug indications using the 
complementarity between clinical 
disease signatures and drug 
effects

02 201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oinformatics 
and Biomedicine (BIBM)Drug 
and disease similarity 
calculation platform for drug 
repositioning

02 Computational and 
Mathematical Methods in 
Medicine 2015(2):1-7
Network-Based Inference 
Methods for Drug Repositioning

03 KR2035162B1질병 표적 
대사 효소에 특이적인 인체 
대사 물질을 이용하여 질병
에 대한 약물 후보를 예측
하는 방법

03 KR20160144065A질병유전
자 발현 특징을 이용한 약
물 재창출 예측 시스템 및 
방법

03 KR20160010285A약물 반
응 유전자 발현 특성을 이
용한 약물 재창출 방법

04 Healthc Inform Res. 2014 
Jan; 20(1): 52–60.Drug 
Similarity Search Based on 
Combined Signatures in Gene 
Expression Profiles

05 KR1878924B1생물학적 네
트워크를 이용한 신약 재창
출 후보군 예측 방법 및 장
치

06 Mol Cells. 2020 Mar 
31;43(3):222-227.Identification of 
the Antidepressant Vilazodone 
as an Inhibitor of Inositol 
Polyphosphate Multikinase by 
Structure-Based Drug 
Repositioning

04 BMC Bioinformatics volume 
18, Article number: 226 (2017) 
Drug repositioning for enzyme 
modulator based on human 
metabolite-lik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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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중심특허는 알려진 약물 구조와 질병 연관 인체 대사물질의 구조의 유사성
을 판단한 후 이를 기반으로 질병 연관 단백질과 약물의 상호관계를 추론함으로
써 약물 재창출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약물과 질병 간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7번 중심특허는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사성에 근거한 접근법”의 
기술분류에 속한다.

중심특허의 기초가 된 동일 발명자의 논문(BMC Bioinformatics volume 18, 
Article number: 226 (2017), “Drug repositioning for enzyme modulator based 
on human metabolite-likeness”)을 제외하고는 동일 발명자/출원인에 의한 특허/
논문보다는, 다른 중심특허에서 확장 검색되어 파생된 관련 특허/논문이 주를 이
룬다. 주발명자인 한국과학기술원의 이관수 교수는 앞서 설명한 질병-유전자 간
의 연관성, 약물-유전자 간의 연관성에 대한 특허/논문이 다수 검색되었다.

IBM의 특허를 제외하고, 관련 특허들의 주요 발명자로는 중국의 Central South 
University의 Jianxin WANG 교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백효정 박사, 한국
과학기술원의 이도헌 교수 등이다. 

Jianxin WANG 교수11)는 약물 재창출을 위한 약물 및 질병의 유사성 계산이 용
이하도록 다양한 데이터 집합과 약물 및 질병에 대한 유사성 측도로 구성된 연산 
플랫폼12)을 개발하였다(CN107545151A, 201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oinformatics and Biomedicine(BIBM), “Drug and disease similarity 
calculation platform for drug repositioning”). 

백효정 박사는 문헌정보, 유전체 정보, 전자의무기록 등 다양한 정보 소스로부터 
약물-약물 유사도 매트릭스, 질병-질병 유사도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이를 토대
로 약물-질병 엣지(edge)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약물 재창출 후보를 추천하
였다(KR2035658B1, KR1450784B1). 

이도헌 교수 또한 유사한 방식으로, 질병 관련 임상변수 벡터(임상질환 특징 벡
11) http://bioinformatics.csu.edu.cn/JXWang/index.html
12) http://bioinformatics.csu.edu.cn/artemis/

http://bioinformatics.csu.edu.cn/JXWang/index.html
http://bioinformatics.csu.edu.cn/arte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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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와 약물 관련 임상변수 벡터(임상 약물 효과 벡터)를 확립한 후, 질병 특징과 
임상 상태의 상호 연관성 및 임상 효과에 대한 상호 연관성을 계산하여 각 질병-
약물 쌍에 재창출 가능성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KR101783689B1)와 
논문(J Biomed Inform. 2016 Feb;59:248-57., “Inferring new drug indications 
using the complementarity between clinical disease signatures and drug 
effects”)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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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중심특허 정보네트워크 요약]

국가코드 KR 중심특허 KR101963331B1

발명의

명칭
인체 대사 물질과의 유사도 기반 약물 재창출 후보 예측 방법 및 그 시스템

기술적

특징

인체에 대한 독성, 부작용 등의 데이터가 있는 임상 승인 약물들의 인체 대

사 물질 유사도를 이용, 질병 연관 표적과의 상호작용을 추론함으로써, 약물 

재창출 후보를 예측 및 발굴하는 기술 

출원인 한국과학기술원

발명자 이관수 | 이윤혁 | 최호재

법적상태 등록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3e679d24-7665-4af5-8e79-2bc95733c

a97

AI·BI 활용기술

§ 기술분류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사성에 근접한 접근법 (세부분류: 4-1. 약물-질병 간 연관성) 

§ 관련 AI 기술: 유사도 행렬(Similarity matrix) 활용 

- 약물 및 상기 약물과 매칭된 질병 단백질 간의 화학적 구조 유사성 분석을 통해 산

출된 유사도 점수가 기준 유사도 점수보다 높은 경우, 해당하는 약물을 재창출 후보로 

예측

- 상기 기준 유사도 점수는, 약물 표적 단백질, 인체 대사물질 및 약물간의 관계 정보

를 포함하는 기준 데이터 세트의 화학적 구조 유사도 점수에 기초한 수신자 조작 특성 

곡선(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및 요덴 지표(Youden's Index)를 이용하

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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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8번 중심특허(US2012/0296090A1) 정보네트워크

01 KR1964694B1 약
물의 유사도 판단
장치, 방법, 및 컴
퓨터-판독가능매체 

01 US20150227700A1 
Methods for drug 
repurposing and 
devices thereof 

02 J. Med. Chem. 2018, 61, 21, 
9583–9595 Pathway-Based Drug 
Repositioning for Cancers: 
Computational Prediction and 
Experimental Validation 

02 Drug Discov Today. 2019 
Jun;24(6):1232-1236 Pathway 
analysis of GWAS loci identifies 
novel drug targets and 
repurposing opportunities 

03 US20170286630 A1 Drug 
repositioning methods for 
targeting breast tumor initiating 
cells 

04 Cancer Res. 2012 January 
1; 72(1): 33–44 A novel method 
of transcriptional response 
analysis to facilitate drug 
repositioning for cancer therapy 

04 Cancer Res. 2013 October 
15; 73(20): 6149–6163 Novel 
Modeling of Cancer Cell 
Signaling Pathways Enables 
Systematic Drug Repositioning 
for Distinct Breast Cancer 
Metastases 

04 Sci Transl Med. 2018 
October 24; 10(464) 
Systems biology-based drug 
repositioning identifies 
digoxin as a potential 
therapy for groups 3 and 4 
medulloblastoma 

04 Blood (2015) 126 (23): 
4118 Systematic Drug 
Repositioning By Integrating 
Transcriptome and Historical 
Clinical Data, Identification 
of Digoxin As a Novel 
Drug Reposition Candidate 
for High-Risk 
Myelodysplastic Syndromes 

06 J Cell Biochem. 2018 
Oct 29. Drug repositioning 
as an effective therapy for 
protease-activated receptor 
2 inhibition 

06 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Volume 
21, Issue 17 Supplement, 
pp. B11 Drug repositioning 
improves synergistic 
interactions between HDAC 
inhibitors and nucleoside 
analogs in AML and MDS 
models. 

09 CN107423555B Method for 
exploring new indication of drug 

09 EP3306503A4 SCREENING 
METHOD FOR MULTI-TARGET DRUG 
AND/OR PHARMACEUTICAL 
COMPOSITION 

09 US20150371009A1 DRUG IDENTIFICATION 
MODELS AND METHODS OF USING THE 
SAME TO IDENTIFY COMPOUNDS TO TREAT 
DISEASE 

09 US20160140312A1 GENERATING 
DRUG REPOSITIONING 
HYPOTHESES BASED ON 
INTEGRATING MULTIPLE ASPECTS 
OF DRUG SIMILARITY AND DISEASE 
SIMILARITY 

09 US20160140327A1 GENERATING 
DRUG REPOSITIONING 
HYPOTHESES BASED ON 
INTEGRATING MULTIPLE ASPECTS 
OF DRUG SIMILARITY AND DISEASE 
SIMILARITY 

09 US9530095B2 Method and 
system for exploring the 
associations between drug 
side-effects and therapeutic 
indications 

09 US9536194B2 Method and 
system for exploring the 
associations between drug 
side-effects and therapeutic 
indications 

03 US2019/0010533A1 
Methods for screening 
and selecting target 
agents from molecular 
databases 

07 US20100161301A1 
Techniques for 
Purposing a New 
Compound and for 
Re-Purposing a Drug 

중심특허 US2012/0296090 A1

발명의 명칭 Drug repositioning methods for targeting breast 
tumor initiating cells

출원인 The Methodist Hospital Research Institute(US)

발명자 Stephen TC Wong 외 2명

출원일자 2012.04.04

법적상태 거절결정 확정 - 대응포기

패밀리 US only

내용 요약 Network-based signatures에 기반한 약물재창출 방
법. 구체적으로, signaling pathway 정보 등을 통합하
여 암에 이르는 새로운 signaling bridge를 규명하고 
분석하여 기존의 약물을 재창출함을 특징으로 함.

03 US2020/0121666A1 
Tau phosphorylation 
inhibitors and methods 
for treating or 
preventing alzheimer's 
disease 

11 Drug Discovery Today, 
Volume 19, Number 5, May 2014 
Toward better drug repositioning: 
prioritizing and integrating existing 
methods into efficient pipelines 

11 Bioinformatics. 2013 Jul 15; 
29(14): 1834–1836. DrugMap 
Central: an on-line query and 
visualization tool to facilitate 
drug repositioning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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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중심특허는 네트워크 기반의 시그니처(signatures)에 기반한 약물 재창출 
방법으로서, 구체적으로 시그널링 경로(signaling pathway) 정보 등을 통합하여 
특정 질병에 이르는 새로운 시그널링 브릿지(signaling bridge)를 규명하고 분석하
여 기존의 약물을 재창출함을 특징으로 한다. 즉, 약물의 작용경로에 주목한 것으
로서, 8번 중심특허는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사성에 근거한 접근법”의 기술분류
에 속한다.

약물의 작용경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네트워크화 하는 것 자
체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이에 따라 약물의 작용경로에 주목하여 이미 알려
진 약물의 신규 적응증을 발굴하려는 방법론에 대한 특허나 논문은 많지 않았다.

대표적인 관련 논문으로는 유전자 발현 데이터를 분석해, 암세포(세포주기, cell 
cycle)의 성장에 관여하는 경로를 불활성화하고, 암세포의 사멸(예: 세포사멸 및 
p53 신호)에 기여하는 경로를 활성화하는 약물을 재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한 
Michio Iwata et al.의 논문(J. Med. Chem. 2018, 61, 21, 9583–9595, 
“Pathway-Based Drug Repositioning for Cancers: Computational Prediction and 
Experimental Validation”)이 있다.

한편, 8번 중심특허의 주발명자인 Stephen TC Wong 교수의 경우, 2018년 미
국 국립보건원(NIH)의 지원을 받아 “SMART(Systematic Alzheimer's disease 
drug repositioning)”13)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Wong 교수는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제로의 약물 재창출을 위
해 2,640여 개의 알려진 약물들을 1차로 표현형 기반 스크리닝하고, 1차 선별된 
후보물질들에 대해 전사체(transcriptome)의 프로파일 변화, 그리고 유사한 경로 
변화 등 유도하는 후보 화합물을 추가로 선별하는 과정 등을 거친다. 

SMART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출원했던 특허들도 공개되었는데, 공공의 대규
모 전사체 프로파일 데이터를 이용하여 타겟 단백질의 조절제를 스크리닝 하는 

13) https://grantome.com/grant/NIH/R01-AG057635-01A1

https://grantome.com/grant/NIH/R01-AG057635-01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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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US2019010533A1), 그리고 이 방법론을 실제로 적용한 예로서, 공공의 전
사체 프로파일 데이터를 이용하고, 실험 및 계산 생물학 방법을 통합한 결과로서, 
타우(tau) 단백질의 인산화를 억제하는 화합물을 발견하여 이를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제로 재사용하는 방법(US2020121666A1)에 대한 특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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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중심특허 정보네트워크 요약]

국가코드 US 중심특허 US2012296090A1

발명의

명칭
Drug repositioning methods for targeting breast tumor initiating cells

기술적

특징

통상적인 실험결과와 결합된 네트워크-기반 시그니처 분석을 사용하여 
FDA-승인 약제학적 화합물의 새로운 약물의 적용을 재창출하기 위한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공

출원인 The Methodist Hospital Research Institute

발명자 Stephen TC Wong | Hong Zhao | Guangxu Jin

법적상태 포기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4770d286-21fc-4bc0-9646-deab2ed0c

34b

AI·BI 활용기술

§ 기술분류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세부 분류 4-2: 약물 작용 경로) 

§ 관련 AI 기술: 회귀분석 모델 활용(Bayesian Factor Regression Model)

-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함수관계를 규명하는 통계적 방법으로 독립변

수의 분포를 분석한 후,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것이다. 독립변수는 입력값이나 원

인을 나타내며, 종속변수은 결과물이나 효과를 나타낸다.  

<Bayesian Factor Regression Mode>  

§ 주발명자(Stephen TC Wong)는 2018년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지원을 받아 

“SMART(Systematic Alzheimer's disease drug repositioning)”라는 프로젝트를 수행

하여, 공공의 대규모 전사체 프로파일 데이터를 이용해 하여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제

로 재사용하는 방법을 출원한 바 있음 

https://www.keywert.com/detail?uuid=4770d286-21fc-4bc0-9646-deab2ed0c3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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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9번 중심특허(US2015/0324546A1) 정보네트워크

01 US20190295685A1 
Computational analysis for 
predicting binding targets of 
chemicals 

01 US20200013487A1 Drug repurposing 
hypothesis generation using clinical 
drug-drug interaction information 

01 WO2019107804A1 Method for 
predicting drug-drug or drug-food 
interaction by using structural 
information of drug 

01 US20180322251A1 Identifying 
Drug-to-Drug Interactions in Medical 
Content and Applying Interactions to 
Treatment Recommendations 

01 CN108647484A Drug relationship 
prediction method based on multivariate 
information integration and least square 
method 

01 US2010/0234236A1 Novel 
Disease Treatment by Predicting 
Drug Association 

02 Nature Communications volume 
10, Article number: 5221 (2019) A 
Bayesian machine learning 
approach for drug target 
identification using diverse data 
types 

02 Preprint from bioRxiv, 28 Aug 2019 A 
machine learning and network framework to 
discover new indications for small molecules 

02 Proceedings: AACR Annual Meeting 2019; 
March 29-April 3, 2019; Atlanta, GA Abstract 
682: Drug repurposing engine fueled by 
diverse drug similarity data 

02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159:113538 AGCN: 
Attention-based graph convolutional 
networks for drug-drug interaction 
extraction 

02 Blood (2015) 126 (23): 4118 
Systematic Drug Repositioning By 
Integrating Transcriptome and 
Historical Clinical Data, Identification 
of Digoxin As a Novel Drug 
Reposition Candidate for High-Risk 
Myelodysplastic Syndromes 

02 Sci Transl Med. 2018 October 
24; 10(464) Systems biology-based 
drug repositioning identifies digoxin 
as a potential therapy for groups 3 
and 4 medulloblastoma 

03 US20180157786A1 
Predicting drug-target 
interactions and uses for 
drug repositioning and 
repurposing 

03 US20180263987A1 
Treating melanoma with 
mebendazole and a 
mitogen-activated kinase 
inhibitor 

04 Semin Cancer Biol. 2020 
Jan 3;S1044-579X(19)30409-2. 
Machine and deep learning 
approaches for cancer drug 
repurposing 

04 BMC Bioinformatics 
volume 17, Article number: 
202 (2016) DrugGenEx-Net: a 
novel computational platform 
for systems pharmacology 
and gene expression-based 
drug repurposing 

04 Comb Chem High 
Throughput Screen. 
2015;18(8):784-94.
RepurposeVS: A Drug 
Repurposing-Focused 
Computational Method 
for Accurate Drug-Target 
Signature Predictions 

04 Expert Rev Clin 
Pharmacol. 2013 
Mar;6(2):95-7 Drug 
repurposing a reality: 
from computers to the 
clinic 

05 US20180166175A1 Discovery and 
analysis of drug-related side effects 

06 Proceedings: AACR 
Annual Meeting 2019; 
March 29-April 3, 2019; 
Atlanta, GA Abstract 
3744: Repurposing the 
neuroprotective agent 
dimethyl fumarate against 
white matter damage and 
cognitive decline after 
radiotherapy 

07 WO2011154121A1 
Method for identifying 
compounds 

08 Journal of Molecular 
Biology, 07 Feb 2007, 
368(1):283-301 Shape 
Variation in Protein 
Binding Pockets and their 
Ligands 

09 US20160140312A1 
Generating drug repositioning 
hypotheses based on 
integrating multiple aspects 
of drug similarity and 
disease similarity 

중심특허 9. US2015/0324546A1
발명의 명칭 Method for predicting drug-target interactions and uses for drug repositioning

출원인 GEORGETOWN UNIVERSITYèNIH(국립보건원), DHHS(보건사회복지부) è미육군
발명자 Sivanesan Dakshanamurthy, Stephen W. Byers

출원일자 2014.12.16

법적상태 심사중

패밀리 WO, US, EP, AU, CA, BR

내용 요약 특정 타겟이 결합하는 레퍼런스 리간드와 테스트 리간드 간의 (i) 도킹 가능성 등
을 포함한 형태(shape), (ii) 화전가능한 결합 수 등과 같은 기능 유사성(similarity), 
(iii) 타겟과의 접촉지점(contact point)의 에너지 등을 고려한 교정(correction) 
등을 점수화하여 이의 합산으로 상호작용 점수 산출

01 US20150371009A1 DRUG 
IDENTIFICATION MODELS AND 
METHODS OF USING THE SAME 
TO IDENTIFY COMPOUNDS TO 
TREAT DISEASE 

04 Curr Top Med 
Chem. 
2013;13(18):2328-36 
Drug Repurposing: 
Translational 
Pharmacology, 
Chemistry, Computers 
and the Clinic 

04 Oncotarget. 2017 Feb 
21; 8(8): 12576–12595
The repurposed 
anthelmintic mebendazole 
in combination with 
trametinib suppresses 
refractory NRASQ61K 
melanoma 

04 Inflamm Bowel Dis. 
2012 Dec;18(12):2315-33 
Bioinformatics analysis 
reveals transcriptome and 
microRNA signatures and 
drug repositioning targets 
for IBD and other 
autoimmune diseases 

04 J. Med. Chem. 
2012, 55, 15, 6832–
6848 Predicting New 
Indications for 
Approved Drugs 
Using a 
Proteochemometric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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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중심특허는 특정 타겟이 결합하는 레퍼런스 리간드와 테스트 리간드 간의 
(i) 도킹 가능성 등을 포함한 형태(shape), (ii) 회전 가능한 결합 수 등과 같은 
기능 유사성(similarity), (iii) 타겟과의 접촉지점(contact point)의 에너지 등을 
고려한 교정(correction) 등을 점수화하여 이의 합산으로 상호작용 점수를 산출하
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약물 재창출을 시도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기술분류 4
의 ‘약물 또는 질병의 유사성에 근거한 접근법’에 해당한다.”

9번 중심특허의 주요 특징은 약물의 화학적 구조, 이에 따른 기능적 유사성, 타
겟에서의 접촉 부분 등의 유사성 등 다양한 고려 요소들을 매트릭스화(행렬화) 
또는 통계적 모델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약물 재창출을 하는 방법
에 있다. 또한 9번 중심특허의 경우 최초 출원인은 Georgetown University이었으
나, 이후에 미국 국립보건원(NIH), DHHS(보건사회복지부)를 거쳐 미 육군으로 
양도가 이루어진 만큼, 약물재창출과 관련하여 공적 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특허로 볼 수 있다.

관련 특허/논문들의 상당수는 다른 중심특허에서의 확장검색을 통해 파생되어 
온 문헌들이고, 문헌 수도 상당한 것으로 보아 일반화된 방법론인 것으로 판단된
다. 관련 특허의 출원인을 보더라도 IBM, PharNext, Teva Pharmaceutical, 
Cornell University, KAIST, Central South University 등 대학에서부터 기업, 제
약회사로부터 IT 회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관련 특허들의 기술적 특징은 약물
-약물 간 상호작용 정보를 사용하여 약물 재창출을 시도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
다.

관련 논문으로는 Cornell University의 Olivier Elemento 교수의 논문이 상당 수 
있었는데, 구조, 타겟 또는 경로 기반 유사성 등 16가지 약물 유사성 특징을 사용
하여 약물 재창출을 시도하는 내용이었고, 그 결과로서 아드레날린 흡수 억제제인 
아미트립틸린(amitriptyline)과 트리미프라민(trimipramine)이 파킨슨병의 잠재적
인 치료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9번 중심특허의 주발명자인 Sivanesan Dakshanamurthy 교수14)는 예전부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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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창출 분야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해오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특허 및 논문
을 다수 발표하였다. 특히 TMFS(Train, Match, Fit, Streamline) 방법론15)은  형
태(shape), 위상학(topology), 화학적 신호, 도킹 점수 및 리간드의 기능적 접촉지
점(contact point) 정보를 종합하여 잠재 약물-타겟 간의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것
인데, 9번 중심특허는 이러한 TMFS 방법론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Dakshanamurthy 교수의 약물 재창출 관련 특허는 9번 중심특허 외에 후속 출
원으로 약물-타겟 간의 상호작용 점수를 산출하는 데 있어, 레퍼런스 리간드와 
테스트 리간드 간의 원자쌍 유사도(atom pair similarity)를 추가로 활용하고 있다
(US20180157786A1). 또한 TMFS 방법론의 실제 적용례로서, 메벤다졸
(mebendazole) 약물이 비소세포폐암의 표적치료제인 트라메티닙(trametinib)과 
병용 투여될 경우 흑색종(melanoma) 치료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기도 
하였다(US20180263987A1).

Dakshanamurthy 교수가 발간한 논문을 시계열 순으로 살펴보면 TMFS 방법론
을 개발할 즈음인 2012년~2014년에는 주로 타겟과 약물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것에 집중하였다면, 2016년 이후부터는 약물, 질병 정보 외에 유전자 발현 정보까
지 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예측 정확도를 높이거나(BMC Bioinformatics 
volume 17, Article number: 202 (2016), “DrugGenEx-Net: a novel 
computational platform for systems pharmacology and gene expression-based 
drug repurposing”),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등
(Semin Cancer Biol. 2020 Jan 3;S1044-579X(19)30409-2., “Machine and 
deep learning approaches for cancer drug repurposing”) 새로운 방법론에 대하
여도 활발히 연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https://gufaculty360.georgetown.edu/s/contact/00336000014RkzCAAS/sivanesan-dakshanamurthy
15)

https://isctm.org/public_access/Feb2016/presentations/Wed/05-Dakshanamurthy-ISCTM-Meeting%20
REDACTED.pdf

https://gufaculty360.georgetown.edu/s/contact/00336000014RkzCAAS/sivanesan-dakshanamurthy
https://isctm.org/public_access/Feb2016/presentations/Wed/05-Dakshanamurthy-ISCTM-Meeting%20REDACT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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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중심특허 정보네트워크 요약]

국가코드 US 중심특허 US2015324546A1

발명의

명칭

Method for predicting drug-target interactions and uses for drug 

repositioning

기술적

특징

약물, 타겟, 질병, 유전자 간 상호 결합 데이터를 통합하여 질병-타겟-약물 
이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약물 재창출의 예측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술

출원인 GEORGETOWN UNIVERSITY

발명자 Sivanesan Dakshanamurthy | Stephen W. Byers

법적상태 공개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d021cd6b-7aef-45a1-a1b0-6291a95a9f

fd

AI·BI 활용기술

§ 기술분류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세부 분류 4-3: 약물 간 연관성) 

§ 관련 AI 기술: TMFS(Train, Match, Fit, Streamline) 방법론 적용

- 형태(shape), 위상학(topology), 화학적 신호, 도킹 점수 및 리간드의 기능적 접촉지

점(contact point) 정보를 종합하여 잠재 약물-타겟 간의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방법

- 특정 타겟이 결합하는 레퍼런스 리간드와 테스트 리간드 간의 (i) 도킹 가능성 등을 

포함한 형태(shape), (ii) 회전 가능한 결합 수 등과 같은 기능 유사성(similarity), (iii) 

타겟과의 접촉지점(contact point)의 에너지 등을 고려한 교정(correction) 등을 점수화

하여 이의 합산으로 상호작용 점수를 산출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약물 재창출 시도

§ 주발명자(Dakshanamurthy)는 약물-타겟 연관성 분석에서 최근 유전자 발현 정보까

지 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예측 정확도를 높이거나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 등 인

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론에 대하여 연구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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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10번 중심특허(CN107506591B) 정보네트워크

중심특허 10. CN107506591B

발명의 명칭 A medicine re-locating method based on 

multi-information fusion and random walk model
출원인 Central South University (CN)

발명자 WANG Jian-xin(王建新), LUO Hui-min(罗慧敏), LI Min(李

敏), JIANG Hui(蒋辉), LU Cheng-qian(卢诚谦)
출원일자 2017.08.28

법적상태 등록

패밀리 CN Only

내용 요약 기존의 질병 데이터, 약물 데이터, 타겟 데이터, 질병-약물 

결합 데이터, 질병-유전자 결합 데이터 및 약물-타겟 결합 

데이터를 통합하여 질병-타겟-약물 이종 네트워크를 구축

01 US20160259847A1 
METHOD OF 
KNOWLEDGE 
EXTRACTION THROUGH 
DATA MINING 

02 Briefings in 
Bioinformatics, Volume 21, 
Issue 3, May 2020, Pages 
919–935 Graph 
convolutional networks for 
computational drug 
development and discovery 

02 BMC Bioinformatics 
volume 17, Article number: 
202 (2016)
DrugGenEx-Net: a novel 
computational platform for 
systems pharmacology and 
gene expression-based 
drug repurposing 

02 Inflamm Bowel Dis. 
2012 Dec;18(12):2315-33 
Bioinformatics analysis 
reveals transcriptome and 
microRNA signatures and 
drug repositioning targets 
for IBD and other 
autoimmune diseases 

02 Sci Transl Med. 2018 
October 24; 10(464) Systems 
biology-based drug 
repositioning identifies digoxin 
as a potential therapy for 
groups 3 and 4 
medulloblastoma 

03 CN105653846A Integrated 
similarity measurement and 
bi-directional random walk 
based pharmaceutical 
relocation method 

04 Bioinformatics 35(14): 
i455-i463 (2019) Drug 
repositioning based on 
bounded nuclear norm 
regularization 

04 PLoS Comput Biol. 2019 
Dec 23;15(12):e1007541. 
Overlap matrix completion 
for predicting drug-associated 
indications 

04 IEEE/ACM Transactions 
on Computational Biology 
and Bioinformatics ( Volume: 
16 , Issue: 6 , Nov.-Dec. 1 
2019 ) Computational Drug 
Repositioning with Random 
Walk on a Heterogeneous 
Network 

04 Bioinformatics. 2016 Sep 
1;32(17):2664-71 Drug 
repositioning based on 
comprehensive similarity 
measures and Bi-Random 
walk algorithm 

06 J. Chem. Inf. Model. 2020, 
60, 4, 2367–2376 HNet-DNN: 
Inferring New Drug-Disease 
Associations with Deep Neural 
Network Based on 
Heterogeneous Network 
Features 

06 IEEE Access, vol. 6, 
pp. 45281-45287, 2018 
Prediction of Drug-Disease 
Associations for Drug 
Repositioning Through 
Drug-miRNA-Disease 
Heterogeneous Network 

08 Bioinformatics, Volume 
30, Issue 20, 15 October 
2014, Pages 2923–2930 
Drug repositioning by 
integrating target information 
through a heterogeneous 
network model 

09 CN109637595A Drug repositioning 
method, device, electronic equipment 
storage medium 

09 CN109712678B 
Relationship prediction method, 
device and electronic device 

09 CN111081316A Method 
and device for screening 
new canopy pneumonia 
candidate medicine 

03 CN108647484A Drug 
relationship prediction method 
based on multivariate 
information integration and 
least square method 

03 CN107545151A Drug 
repositioning method based on 
low-rank matrix completion 

03 CN106529205A Drug target 
relation prediction method 
based on drug substructure 
and molecule character 
description information 

04 Bioinformatics. 2018 
Jun 1;34(11):1904-1912.
Computational drug 
repositioning using 
low-rank matrix 
approximation and 
randomized algorithms 

04 201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oinformatics and 
Biomedicine (BIBM) Drug 
and disease similarity 
calculation platform for 
drug repositioning 

04 IEEE/ACM Transactions 
on Computational Biology 
and Bioinformatics ( 
Volume: 17 , Issue: 3 , 
May-June 1 2020 )
Constructing Disease 
Similarity Networks Based 
on Disease Module 
Theory 

04 BMC Bioinformatics 
volume 20, Article number: 
538 (2019) DDIGIP: 
predicting drug-drug 
interactions based on 
Gaussian interaction profile 
kernels 

04 Bioinformatics Research 
and Applications. ISBRA 2019. 
Lecture Notes in Computer 
Science, vol 11490. Springer, 
Cham IDNDDI: An Integrated 
Drug Similarity Network 
Method for Predicting 
Drug-Drug Interactions 

04 Complexity, Hindawi, vol. 
2017, pages 1-10, December. 
SDTRLS: Predicting 
Drug-Target Interactions for 
Complex Diseases Based on 
Chemical Substructures 

04 Neurocomputing, Volume 
206, 19 September 2016, 
Pages 50-57 Predicting 
drug-target interaction using 
positive-unlabeled learning 

06 Computational and 
Mathematical Methods in 
Medicine 2015(2):1-7
Network-Based Inference 
Methods for Drug 
Repositioning 

09 CN109585024A Data 
mining method and device, 
storage medium and electronic 
equipment 

06 Biomed Res Int. 
2015;2015:406463 A 
miRNA-Driven Inference 
Model to Construct 
Potential Drug-Disease 
Associations for Drug 
Repositioning 

04 Brief Bioinform. 2020 
Feb 10;bbz176 Biomedical 
data and computational 
models for drug 
repositioning: a 
comprehensive review 

02 PLoS One. 2016 May 
19;11(5):e0155811 An 
Integrated Data Driven 
Approach to Drug 
Repositioning Using 
Gene-Disease Assoc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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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중심특허는 기존의 질병 데이터, 약물 데이터, 타겟 데이터, 질병-약물 결
합 데이터, 질병-유전자 결합 데이터 및 약물-타겟 결합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
터들을 통합하여 질병-타겟-약물 이종 네트워크를 구축한 후 이를 토대로 약물 
재창출을 예측하는 모델에 관한 것이다. 10번 중심특허는 기술분류 4의 ‘약물 또
는 질병의 유사성에 근거한 접근법’에 해당한다.

10번 중심특허는 어느 특정 정보에 집중하기 보다는 질병, 약물, 타겟, 유전자 
등 다양한 정보 및 이들 간의 연관성 데이터를 모두 종합함으로써 예측의 정확도
를 보다 향상시키고자 하는 시도에서 도출되었다. 광범위한 빅데이터의 활용이 가
능해진 오늘날 실현가능한 방법론이라고 보인다.

관련 특허로는 미국의 생명공학 기업 SystaMedic사16)의 특허
(US2016259847A1)로서, 질병 또는 약효와 관련된 바이오마커, 약물 타겟, 약물
의 부작용, 약물 간의 시너지 등 다양한 정보를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추출함으로
써 약물의 새로운 적응증을 찾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관련 논문으로는 유전자-질병 연관성 순위 정보에 생물학적 데이터 등을 통합
하여 약물 발견 네트워크를 구축한 후 이를 체계적으로 마이닝하여 네트워크에서 
포착되지 않는 약물-질병 관계를 유추하는 방법17)에 대한 Peter Woollard 등의 
논문(PLoS One. 2016 May 19;11(5):e0155811, “An Integrated Data Driven 
Approach to Drug Repositioning Using Gene-Disease Associations”), 약물, 타
겟 등 11개의 소스에서 구축된 통합 약물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마이닝함으로써 
약물-표적 상관관계를 분석한 Peter Woollard 등의 논문(PeerJ. 2016; 4: 
e1558., “Mining integrated semantic networks for drug repositioning 
opportunities”) 등이 있다.

주로 다른 중심특허에서 확장 검색된 결과로부터 파생된 관련 특허/논문이 네트
워크의 중심부에 다수 포진해있던 다른 중심특허들과는 달리, 10번 중심특허의 경

16) https://www.linkedin.com/company/systamedic
17) https://bitbucket.org/ncl-intbio/genediseaserepositioning

https://www.linkedin.com/company/systame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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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동일 발명자/동일 출원인의 논문들 중 10번 중심특허의 내용과 관련된 논문들
이 정보네트워크의 중심부에 상당히 위치하고 있다. 

이는 10번 중심특허의 주발명자인 Central South University의 WANG Jianxin 
교수와 출원인인 Central South University에서 관련된 후속 연구들이 활발히 이
루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Central South University의 WANG Jianxin 교수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약물 재창출 관련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화학적 기질에 
기반하여 약물-타겟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계산법인 SDTRLS18), 약물 화학적, 생
물학적, 표현형 데이터의 헤테로 벡터를 기반으로 약물-약물 상호작용을 예측하
는 계산법인 IDNDDI19), 약물-약물 상호작용 프로파일(GIP) 커널과 정규화된 최
소 제곱(RLS) 분류기에 기반한 약물-약물 상호작용 예측 계산법인 DDIGIP20) 
등 자신만의 다양한 예측 방법을 개발해 왔다.

나아가, WANG Jianxin 교수 외 Central South University의 다른 연구진들도 
약물, 유전자, 질병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한 이종 네트워크(heterogeneous 
network)에 근거한 약물 재창출 방법에 대해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21)22)

18) Complexity, Hindawi, vol. 2017, pages 1-10, December., “SDTRLS: Predicting Drug-Target 
Interactions for Complex Diseases Based on Chemical Substructures”

19) Bioinformatics Research and Applications. ISBRA 2019. Lecture Notes in Computer Science, vol 
11490. Springer, Cham, “IDNDDI: An Integrated Drug Similarity Network Method for Predicting 
Drug-Drug Interactions”

20) BMC Bioinformatics volume 20, Article number: 538 (2019), “DDIGIP: predicting drug-drug 
interactions based on Gaussian interaction profile kernels”

21) J. Chem. Inf. Model. 2020, 60, 4, 2367–2376, “HNet-DNN: Inferring New Drug-Disease Associations 
with Deep Neural Network Based on Heterogeneous Network Features”

22) IEEE Access, vol. 6, pp. 45281-45287, 2018, “Prediction of Drug-Disease Associations for Drug 
Repositioning Through Drug-miRNA-Disease Heterogeneous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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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중심특허 정보네트워크 요약]

국가코드 CN 중심특허 CN107506591B

발명의

명칭

Drug repositioning method based on multi-information fusion and 

random walk model 

기술적

특징

약물, 타겟, 질병, 유전자 간 상호 결합 데이터를 통합하여 질병-타겟-약물 
이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약물 재창출의 예측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술

출원인 UNIV CENTRAL SOUTH

발명자 WANG JIANXIN | LUO HUIMIN | LI MIN | JIANG HUI | LU CHENGQIAN

법적상태 등록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901fde30-3c50-4860-b482-648ff57c2e

1c

AI·BI 활용기술

§ (기술분류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세부 분류 4-4: 포괄적 상

호관계 분석) 

§ 관련 AI 기술: 다중 정보 융합 및 random walk 알고리즘 모델 기반의 약물 재창출 

방법 

- 약물-질병-타겟 간 이종(heterogeneous)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본적인 random 

walk 알고리즘을 확장하여 상호 관련 데이터로부터 전이 매트릭스를 구축한 후, 확률 

매트릭스로부터 확률값을 얻어 새로운 치료약물을 추천하는 기술을 활용

§ 주발명자(WANG JIANXIN)는 약물-타겟 상호작용 및 약물-약물 상호작용의 다양한 

예측 기법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오고 있음 

https://www.keywert.com/detail?uuid=901fde30-3c50-4860-b482-648ff57c2e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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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11번 중심특허(KR101783689B) 정보네트워크

중심특허 11. KR101783689B
발명의 명칭 질병 및 약물 특이적 임상 변수의 상보성을 활용한 신약 재창출 기법 

및 장치
출원인 재단법인 전통천연물기반 유전자동의보감 사업단, 한국과학기술원
발명자 이도헌, 장동진

출원일자 2015.06.18

법적상태 등록

패밀리 KR

내용 요약 질병 및 약물 특이적 임상 변수의 상보성을 활용한 신약 재창출 기법 

01 US20160259847A1 METHOD OF 
KNOWLEDGE EXTRACTION 
THROUGH DATA MINING 

01 CN109585024A Data mining method 
and device, storage medium and 
electronic equipment 

01 US20100161301A1 Techniques 
for Purposing a New Compound 
and for Re-Purposing a Drug 

02 Clinical Therapeutics 
38(4):688-701 IBM Watson: How 
Cognitive Computing Can Be 
Applied to Big Data Challenges in 
Life Sciences Research 

04 J Biomed Inform. 2016 
Feb;59:248-57. Inferring new drug 
indications using the complementarity 
between clinical disease signatures and 
drug effects 

02 Bioinformatics. 2013 Aug 
15;29(16):2017-23. Inferring disease 
association using clinical factors in a 
combinatorial manner and their use in 
drug repositioning 

02 Sci Rep. 2015 Mar 5;5:8580. 
Repurpose terbutaline sulfate for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using 
electronic medical records 

02 J Am Med Inform Assoc. 2015 
Jan; 22(1): 179–191. Validating drug 
repurposing signals using electronic 
health records: a case study of 
metformin associated with reduced 
cancer mortality 

03 KR1837712B1 약물 간
의 상호 작용 예측 방
법 

03 KR20160149624A 약물 사이
의 공통성에 기반한 약력학적 
약물 상호 작용 예측 방법 및 
장치 

03 KR20170141317A 생물학
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신
약 재창출 방법 및 장치 

07 KR0692319B1 단백질 상호작용 네
트워크 분석을 통한 새로운 질병관
련유전자 선정방법 

09 KR2035162B1 질병 표적 대사 효소
에 특이적인 인체 대사 물질을 이용
하여 질병에 대한 약물 후보를 예측
하는 방법 

01 KR1450784B1 전자의무기록
과 약물/질환 네트워크 정보 
기반의 신약 재창출 후보 예
측 방법 

02 CPT Pharmacometrics Syst 
Pharmacol. 2016 Nov;5(11):599-607. 
Integrating Clinical Phenotype and 
Gene Expression Data to Prioritize 
Novel Drug Uses 



- 82 -

11번 중심특허는 질병 및 약물 특이적 임상 변수의 상보성을 활용한 신약 재창
출 기법으로서, 임상 정보를 활용하였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따라서 11번 중심특
허는 “5. 임상데이터/의료기록에 기반한 접근법”의 기술분류에 해당한다.

오늘날 온라인상에서 검색 및 활용이 가능한 약물, 질병, 유전자 정보 외에 실제 
임상에서의 약물 작용 데이터, 나아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데이터 등을 활용함으
로써 예측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이러한 임상 정보는 
약물 및 질병 상태의 표현형적 반응(Phenotypic Reaction)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약물 재창출을 위한 새로운 정보로 각광
받고 있다.

과거에는 임상 정보 또는 전자의무기록 정보 등이 정형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
아 이를 통계화하여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기에 상당히 한계가 있었으나, 오늘날 
빅데이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임상 정보와 전자의무기록이 유용한 소스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된 특허나 논문들도 상당 수 검색되었다.

관련 특허로는 백효정 박사의 “전자의무기록과 약물/질환 네트워크 정보 기반의 
신약 재창출 후보 예측 방법(KR1450784B1)”, 전임상 시험 및 임상 1상 시험에
서의 약동학/약력학에 대한 컴퓨터 모델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약물을 재사용하는 방법(US20100161301A1, OPTIMATA 社23)) 등이 있다.

관련 논문으로는,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획득한 대용량의 전자의무기록(EHR)을 
토대로 메트포민(metformin)을 사용하는 경우, 메트포민을 사용하지 않은 당뇨병 
환자 및 당뇨가 아닌 암 환자에 비해 암 진단 후 사망률이 더 감소하였음을 규명
한 Hua Xu et al.,의 논문(J Am Med Inform Assoc. 2015 Jan; 22(1): 179–
191., “Validating drug repurposing signals using electronic health records: a 
case study of metformin associated with reduced cancer mortality”)이 있다.

또한 의료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전자의무기록으로부터 추출한 임상적 시그니처를 

23) https://www.optimata.com/

https://www.optimat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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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약물-질병 간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기관지 확장제로 사용된 테르부탈린 
황산염(terbutaline sulfate)이 루게릭병 치료제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규명한 백
효정 외의 논문(Sci Rep. 2015 Mar 5;5:8580., “Repurpose terbutaline sulfate 
for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using electronic medical records”)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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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중심특허 정보네트워크 요약]

국가코드 KR 중심특허 KR1783689B

발명의

명칭
질병 및 약물 특이적 임상변수의 상보성을 활용한 신약재창출 기법 및 장치 

기술적

특징
약물 투여시 나타나는 임상학적 변수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약물 특이적 

임상학적 효과의 방향성을 예측하여 신약 재창출에 적용하는 기술

출원인 재단법인 전통천연물기반 유전자동의보감 사업단 | 한국과학기술원

발명자 이도헌, 장동진

법적상태 등록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31ce9757-0225-418e-ba39-59DB5293c

cc2

AI·BI 활용기술

§ 기술분류 5: 임상데이터/의료기록에 기반한 접근법 

§ 관련 AI 기술: 다양한 임상 정보(EHR) 및 오믹스 유전체 정보를 활용하여 질환-질환 

및 약물-약물의 유사도 측정을 통하여 약물의 신규 적응증 예측

https://www.keywert.com/detail?uuid=31ce9757-0225-418e-ba39-59db5293cc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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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활용 전략

1. COVID-19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위한 약물 재창출 기술의 활용

본 과제를 통해 작성된 AI·BI를 활용한 약물 재창출 기술의 정보네트워크에는 
최근 주요 이슈인 COVID-19 바이러스(SARS-CoV-2)의 치료제 개발에 약물 
재창출 기술이 적용된 논문 14건이 포함되어 있다. 

본 과제에서 분류한 기준에 따르면, 상기 논문 14건은 “타겟 중심의 접근법”과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에 기반한 접근법”에 기반하여 약물 재창출을 시도하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 논문들의 기술내용을 상세히 분류해보면, 1) 타겟과 리간드 간의 결합 친
화성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약물 재창출을 시도하는 기술(1번 중심특허로 분
류), 2) 약물과 타겟 간의 연관성을 기반으로 약물 재창출을 시도하는 기술(2번 
중심특허로 분류), 3) 리간드와 결합하여 복합체를 형성하는 단백질의 결합부위의 
분자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리간드와 결합할 수 있는 또 다른 단백질을 규명
(분자 도킹)하여 약물 재창출을 시도하는 기술(3번 중심특허로 분류), 4) 질병에 
따른 유전자 발현신호의 차이에 기초하여 약물 재창출을 하는 방법(5번 중심특허
로 분류), 5) 약물 처리에 따른 유전자 발현 패턴의 변화를 살펴 약물의 작용여부
를 판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약물 재창출을 시도하는 기술(6번 중심특허로 분류)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됨을 확인하였다.

이하에서는 COVID-19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을 위해 어떤 약물 재창출 기술
을 활용되었는지 상기 논문의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가. Anti-HIV drug repurposing against SARS-CoV-2 (RSC Advances 

10(27):15775-15783) 

본 논문은 타겟과 리간드 간의 결합 친화성(binding affinity)를 활용하여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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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에 대한 항-HIV 약물 재창출을 시도하려는 연구에 대한 것이다.
논문에서는 Protein Data Bank(http://www.pdb.org)에서 6개의 HIV 프로테아제

-억제제 복합체 구조와 3CLpro-2와 3CLpro-1 구조를 다운로드 한 뒤, 분자 도
킹 연구를 위해 3CLpro-2와 3CLpro-1 구조에서 이종원자 물분자를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HIV 프로테아제 억제제와 SARS HCoV 3CLpro의 결합 친화도를 평가하기 위해 
Autodock 4.2를 사용해 비교 분자 도킹 분석을 수행한 후, 추가 분자동역학 시뮬
레이션과 MM-PBSA 결합 자유 에너지 계산을 위해 가장 낮은 도킹 에너지를 가
진 최상의 도킹형태인 3CLpro-억제제 복합체를 선택하였다.

 HIV 프로테아제 억제제와 SARS HCoV 3CLpro 사이의 분자 상호 작용을 탐구
하고 3CLpro-2와 3CLpro-1과 억제제 사이의 결합 능력 차이의 작용기전을 조
사하기 위해 SARS HCoV 3CLpro-억제제 복합체 (3CLpro-2 억제제 및 
3CLpro-1 억제제) 및 SARS HCoV 3CLpro-유리효소 (유리 3CLpro-2 및 유리 
3CLpro-1)에 대한 분자동영학 시뮬레이션(MD Simulation)을 GROMACS-5.1.4
소프트웨어 패키지와 CHARM-36 all-atom force field를 이용하여 실시하였고,  
SARS HCoV 3CLpro-억제제 복합체의 결합 자유에너지를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HIV 환자에게 사용되는 2세대 프로테아제 억제제인 아르나비르(darunavir)
가 SARS-CoV-2 및 SARS-CoV-1 3CLpro와 결합 친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를 항-COVID-19 임상 약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나. Network-based Drug Repurposing for Human Coronavirus (Cell 

Discovery volume 6, Article number: 14, 2020) 

본 논문은 인간 단백질-단백질 상호 작용 네트워크에서 HCoV-호스트 상호 작
용체와 약물표적 사이의 상호 작용을 정량화하는 시스템인 약리학 기반의 네트워
크 의학 플랫폼을 활용하여 2019-nCoV/SARS-CoV-2를 표적으로 하는 잠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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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약물 조합 및 후보 식별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 방법론에 대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HCoV와 기능적으로 연관되는 단백질은 포괄적 인간 상호 작용 
네트워크 내의 해당 서브 네트워크에 국한되고, 특정 질환에 대한 약물 표적 역할
을 하는 단백질은 인간 상호 작용체에 의해 밝혀진 일반적인 단백질-단백질 상호
작용으로 인해 잠재적인 항바이러스 감염에 적합한 약물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가
설 하에 HCoV 관련 숙주 단백질을 문헌에서 수집하고 풀링(pooling)하여 
pan-HCoV단백질 서브 네트워크를 생성한 다음, 인간 단백질 상호 작용체 모델에
서 HCoV에 대한 재창출 후보 약물을 스크리닝 하기 위해 약물 표적과 HCoV 관
련 단백질 사이의 네트워크 유사성을 계산한 후, 네트워크 기반 예측을 검증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세포 발견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 약물 재창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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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세트 농축 분석을 이용하여, “상보적 노출” 패턴에 의해 포착된 네트워크 
기반 방법을 사용해 약물 조합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2019-nCoV/SARS-CoV-2 표적 약물 조합 및 후보 식별의 방법론을 제시
하였다.

다. Fast Identification of Possible Drug Treatment of Coronavirus 

Disease-19 (COVID-19) through Computational Drug Repurposing Study 

(J. Chem. Inf. Model. 2020, 60, 6, 3277~3286)

본 논문은 컴퓨터 활용 약물 디자인(Computer-Aided Drug Design, CADD)을 
활용해 상세한 리간드-잔기 상호 작용 프로파일과 결합 자유 에너지를 다양한 구
성 요소로 분석하여 SARS-CoV-2 메인 프로테아제의 강력하고 선택적인 억제제
를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결정 구조를 생성한 뒤, DrugBank를 이용
하여 약물의 데이터 세트를 준비한 뒤, 스크리닝을 진행하고, 결합 포켓에 존재하
는 리간드의 상대적 정성을 연구하고, 결합 자유 에너지 계산 및 잔기-리간드 결
합 자유 에너지 분해 분석을 위한 일련의 형태를 샘플링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스냅샷을 찍은 뒤, 해당 스냅샷을 이용하여  
잔기-리간드 등의 결합 자유 에너지 계산 및 분해를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 공지
의 약물들이 SARS-CoV-2의 주요 프로테아제의 잠재적인 억제제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라. Host transcriptome-guided drug repurposing for COVID-19 

treatment: a meta-analysis based approach (Peer J. 2020; 8: e9357)

본 논문은 서로 다른 세포 유형의 호스트 유전인자의 발현 상태와 문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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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전 증거와의 일관성에 기초하여 SARS-CoV-2의 프로바이러스 유전인자를 
분석하는 방법론에 대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GEO(Gene Expression Omnibus) 데이터베이스와 Omics DI에서 
확보한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 16개의 데이터 세트 중 SARS-CoV-2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전사체 프로파일인 24시간 감염된 세포의 발현 프로파일을 기반
으로 13개의 데이터 세트에서 104개의 샘플(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상태 52개, 모
의 대조군 52개)을 준비한다.

준비한 샘플은 메타분석 실시를 위해 웹 기반 툴로 전처리한 후, 메타 분석을 
통해 호흡기 바이러스 대 모의 대조군의 24시간 감염 조건에서 차별적으로 발현
된 유전자들 중 일관된 31개의 유전자를 선별 한 뒤, 단백질 수준 상호 작용 분석
을 실시하고, Connectivity Map(CMap)을 이용하여 약물 용도 변경 분석을 수행
하였다. 그 결과, PTGS2(PTGS2 (prostaglandin-endoperoxide synthase 2) 유전
자 산물의 직접적인 억제는 SARS-CoV-2 감염에 대한 또 다른 치료 전략이 될 

<호스트 프로 바이러스 요인 및 약물 용도 변경의 식별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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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마. Accelerating drug repurposing for COVID-19 via modeling drug 

mechanism of action with large scale gene-expression profiles (arXiv 

- CS - Machine Learning)

본 논문은 딥러닝 기술과 클러스터링을 이용해 약물에 대한 세포 반응 이미지를 
분석하여 약물 재창출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372개의 약물을 포함하는 세포 이미징 데이터 세트를 분류, 선별
하고 해당 약물들에 대한 세포 반응을 추가적으로 수집한 뒤, 데이터베이스에서 
약물의 MoA 정보를 수집하고, 클러스터링 전 입력 데이터를 전처리하여 차원 이
미지 데이터를 변환하며, AP 클러스터링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은 엔도사이토시스 등을 억제하여 
COVID-19 항바이러스 효과를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앞서 소개한 5건의 논문들은 공통적으로 바이오인포매틱스 DB에서 분석에 활용
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얻은 뒤 이를 구동하는 분석 프로그램에 적합한 데이터 형
태로 가공한 뒤 분석을 진행하여, 기존 약물들이 COVID-19 바이러스의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규명하고 있으며, 이는 DB에서 얻는 데이터와 이를 가공하는 
방법, 사용하는 분석 프로그램과 설정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을 시사한다.

2. 결 론

AI·BI를 활용한 약물 재창출 기술 관련 특허 중 선별기준에 따라 11개의 중심
특허를 선별하였으며, 선별한 특허들과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관련 특허와 논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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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보네트워크를 구성한 뒤 분석하였고, 유효특허 147건들 중 50%에 가까운 
67건의 특허들이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에 기반한 접근법”에 기반하여 약물 재창
출을 시도하는 기술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주요 이슈인 COVID-19 바이러스의 치료제 개발에 약물 재창출 기술을 
활용한 논문들을 분석할 결과, 본 과제에서 분류한 기준 중 “타겟 중심의 접근법”
과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에 기반한 접근법”에 기반하여 약물 재창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과제인 AI·BI를 활용한 약물 재창출 기술에 대한 특허와 논문 등의 정보네트
워크 분석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약물 재창출과 관련된 다양한 접근 방
법론과 다양한 관련 정보들의 네트워크를 파악함과 동시에 이를 관련 분야 산·학·
연과 공유함으로써 향후 국내에서 포스트 코로나 등에 대비한 약물 재창출 사업
의 대응 전략 수립 시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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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0 구분 중심특허

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1. 바인딩 어피니티

국가코드 US 특허번호 US2019164021A1

발명의 명칭 Systems and methods for applying a convolutional network to spatial data

출원인 Atomwise Inc.

발명자 Abraham Samuel Heifets | Izhar Wallach | Michael Dzamba

출원번호 16-011373 출원일 2018.06.18

공개번호 2019-0164021 공개일 2019.05.30

등록번호 10482355 등록일 2019.11.19

법적상태 등록 메인 IPC G06K-009/66

패밀리

US10482355B2, DK3356999T3, US2016196480A1, US2019164021A1, 

CN108140131A, JP2019501433A, US9373059B1, HUE047807T2, EP3356999A4, 

CN106575320B, CN106575320A, EP3140763B1, EP3356999A1, EP3140763A1, 

EP3356999B1, WO2015168774A1, EP3140763A4, WO2017062382A1, 

US10002312B2, JP2017520868A, US2016300127A1, JP6671348B2, 

SG11201802759YA, SG11201609238VA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dd3e46ec-7c39-47f1-ae03-f8abf7b99c76

요약

시험 객체가 복셀맵(voxel map)을 형성하기 위해 복수의 상이한 포즈(pose)로 타겟 객체와 도킹되

는 시험 객체 분류 시스템 및 방법이 제공된다. 맵들이 벡터화되고, 입력 레이어, 복수의 개별적으

로 가중치가 주어진 컨벌루셔널 레이어들, 및 스코어 출력 레이어를 포함하는 컨볼루션 신경 네트

워크(convolutional neural network)로 공급된다. 컨벌루셔널 레이어들은 초기 레이어와 최종 레이어

를 포함한다. 벡터화된 입력에 응답하여, 입력 레이어는 초기 컨볼루션 레이어로 값을 공급한다. 

최종 콘볼루션 레이어 이외의 각각의 콘볼루션 레이어는 각각의 레이어의 가중치 및 입력 값의 함

수로서 중간 값(intermediate value)을 콘볼루션 레이어 중 다른 하나에 공급한다. 최종 컨볼루션 레

이어는 최종 레이어 가중치들 및 입력 값들의 함수로서 하나 이상의 완전 연결(full connected)된 

레이어들로 값들을 공급한다. 하나 이상의 완전 연결 레이어들은 각각의 입력 벡터를 점수화시키

는 스코어 출력 레이어(scorer)에 값들을 공급하여 테스트 객체를 분류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공간(spatial) 데이터를 사용하여 테스트 객체를 분류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으로,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 및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에 의해 어드레스 가능한 메모리-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에 의한 실행을 위한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저장하는-를 포함하고, 상기 적어

도 하나의 프로그램은 :

(A) 타겟 물체에 대한 공간 좌표를 획득하는 단계;

(B) 복수의 상이한 포즈의 각각의 포즈에서 타겟 물체로 테스트 객체를 모델링함으로써, 복수의 복

셀 맵을 생성하는 단계(여기서 복수의 복셀 맵 내의 각각의 복셀 맵은 시험 객체(test object)들 각

각의 포즈로 포함한다.);

(C) 복수의 복셀 맵에서 각각의 복셀 맵을 (i) 복수의 복셀 맵을 순차적으로 수신하기 위한 입력 

레이어, (ii) 복수의 컨볼루션 레이어, 및 (iii) 스코어 출력 레이어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입력하는 단계, 여기서

복수의 컨볼루션 레이어는 초기 컨볼루션 레이어 및 최종 컨볼루션 레이어를 포함하고,

복수의 컨볼루션 레이어의 각 레이어는 상이한 가중치 세트와 관련되고,

복수의 복셀 맵에서의 각각의 복셀 맵에 응답하여, 입력 레이어는 각각의 복셀 맵으로부터 초기 

컨볼루션 레이어로 값을 공급하고;

https://www.keywert.com/detail?uuid=dd3e46ec-7c39-47f1-ae03-f8abf7b99c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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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상기 스코어 출력 레이어로부터 복수의 스코어를 획득하는 단계(상기 복수의 스코어의 각 스코

어는 입력 레이어에 복셀 맵의 입력에 대응함); 및

(E) 복수의 스코어를 사용하여 테스트 대상을 분류하는 단계.

대표도면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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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구분 관련 특허 

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1. 바인딩 어피니티

국가코드 CN 특허번호 CN110910951A

발명의 명칭
Method for predicting binding free energy of protein and ligand based on 

progressive neural network

출원인 UNIV JIANGSU TECHNOLOGY

발명자 XIE LIANGXU | MENG LI

출원번호 2019-11135246 출원일 2019.11.19

공개번호 110910951 공개일 2020.03.24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 메인 IPC G16B-020/00

패밀리 CN110910951A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1c30a4d9-688e-418a-854b-f7bb35bc001b

요약

본 발명은 점진적 신경망(progressive neural network)을 기반으로 단백질과 리간드의 결합 자유 에

너지를 예측하는 방법을 공개하며, 컴퓨터 보조 약물설계 기술 분야에 속하고, PDBbind 데이터베이

스로부터 pdb 파일을 획득하여, 로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리간드 분자를 중심으로 단백질 

결합 포켓 내의 4.5Å 거리 내의 아미노산 분자를 획득하여, 확장된 연결 지문 계산(extended 

connectivity fingerprint calculation)을 수행하고, SPLI 지문 계산을 수행하고, 단백질과 리간드 분자 

사이의 염(salt) 브리지와 수소 결합 수를 검색하며, 단백질과 리간드의 구조 정보를 1 차원 텐서

(tensor)로 전환하고 훈련 세트, 검증 세트, 테스트 세트를 구축하고, 훈련 세트를 이용하여 점진적 

신경망을 훈련하며, 예측 수행을 위한 하이퍼-변수를 최적화하고 서치하며, 분자와의 도킹 결과에 

대한 비교를 통해 보다 높은 피어슨 상관계수를 얻어, 단백질과 리간드 분자의 3차원 구조를 컴퓨

터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텐서로 전환하고 학습과 최적화를 수행하는 기술의 문제를 해결하며, 

계산 속도와 예측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점진적 신경망을 기반으로 단백질과 리간드의 결합 자유 에너지를 예측하는 방법:

- 단계1: 인터넷을 통해 통신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구조 정보 처리 서버 및 신경망 훈련 서버

를 구축하는 단계;  PDB 데이터베이스, PDBbind 데이터베이스의 크리스탈 구조 데이터에 기초하여 

전처리를 통해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PDBLig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단백질과 리간드 분자의 

PDB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함; 

- 단계2: 구조 정보 처리 서버 중에 지문 계산 모듈 및 1차원 텐서 모듈을 구축하는 단계; 구조 정

보 처리 서버가 PDBLig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단백질과 리간드 분자의 PDB 파일을 획득함; 

- 단계3: 지문 계산 모듈이 PDB 파일 중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상기 리간드 분자가 중심이 되는 

단백질 결합 포켓 내에 있는 4.5 Å 거리 내 아미노산 분자를 획득하는 단계; 

- 단계4: 지문 계산 모듈이 각각의 리간드 분자 및 결합 포켓 안에 있는 아미노산에 대해 확장된 

연결 지문 계산 측정을 수행하는 단계; 

- 단계5: 지문 계산 모듈이 리간드 분자와 결합 주머니 안에 있는 아미노산에 대해 SPLIF 지문 계

산 측정을 수행하는 단계; 

- 단계6: 1차원 텐서 모듈이 단백질과 리간드 분자 사이의 솔트 브리지와 수소 결합 수를 검색하

는 단계; 

- 단계7: 단계4와 단계5에 얻어내는 결과에 근거하여, 단백질과 리간드의 구조 정보를 1차원 텐서

로 전환하는 단계; 

- 단계8: 신경망 훈련 서버가 PDBLig 데이터베이스 중의 Referred 및 General의 부분집합을 8:1:1의 

비율에 따라 훈련 집합, 검증 집합 및 시험집합으로 분리하는 단계; 

- 단계9: 신경망 훈련 서버에 점진적 신경망을 구축하고, 훈련 집합을 이용하여 점진적 신경망에 

대해 훈련을 수행하는 단계; 

https://www.keywert.com/detail?uuid=1c30a4d9-688e-418a-854b-f7bb35bc00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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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10:  미리 설정된 예측 효과를 얻을 때까지, 검증 집합을 이용하여 학습된 점진적 신경망을 

검증하는 단계.

- 단계11:  하이퍼-파라미터의 그룹을 세팅하고 최적화하고, 상기 하이퍼-파라미터 그룹을 사용하

여 훈련세트를 예측하는 단계;

- 단계12: 결합 자유 에너지와 분자 도킹 결과의 비교 피어슨 관련 계수를 계산하는 단계; 

- 단계13: 신경망 학습 서버가 분자 도킹 계산 결과의 예측된 자유 에너지 결과들에 대한 특성 곡

선을 처리하고 상기 훈련 서브집합에서 단백질과 리간드 분자 구조에 대한 점진적 신경망의 수훈

련을 수행하는 수신기를 구축하는 단계;

대표도면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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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구분 관련 특허 

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1. 바인딩 어피니티

국가코드 CN 특허번호 CN110400598A

발명의 명칭
Protein-ligand binding free energy calculating method based on mm/pbsa 

model

출원인 UNIV JIANGSU TECHNOLOGY

발명자 XIE LIANGXU | XU LEI | LI FENG

출원번호 2019-10592398 출원일 2019.07.03

공개번호 110400598 공개일 2019.11.01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 메인 IPC G16B-005/00

패밀리 CN110400598A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c3274a98-cde8-430b-9ab1-b3cb5ff5dce4

요약

MM/PBSA 모델에 기반한 단백질-리간드 결합 자유 에너지 계산 방법으로서, 단백질과 리간드 분자

의 pdb 파일을 각각 획득하는 단계; 단백질에 대한 pdb 파일을 pdb4amber 툴에 의해 전처리하고, 

Amber 소프트웨어에서 읽을 수 없는 수소 원자를 삭제하는 단계; antec hamber 툴에 의해, mol2 

파일 포맷이 pdb 파일 포맷으로 변환하고, 원자 유형이 force amber 필드인 원자 유형을 수정하는 

단계; tleap 명령에 의해, 리간드 분자의 GAFF force 필드 파라미터를 지정하는 단계; 

AMBER99SB-ILDN 분자 force 필드 파라미터를 tleap 명령에 의해 사용하여, 단백질, 리간드 저분자

(small molecule), 단백질-리간드 저분자 합성 구조의 토폴로지 파일과 좌표 파일을 각각 생성하고, 

이 과정에서 물 상자 및 항이온을 추가하는 단계; Amber 소프트웨어에 의해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히팅(heating)과 분자역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단계; MMPBSA.py 프로그램에 의해 이전 단계에서

의 분자역학 시뮬레이션 궤적이 분자역학-볼츠만 포아송 테이블 Area Model Conjugated 결합 자유 

에너지에 기초하여 계산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대표청구항

상동

대표도면

돌아가기

https://www.keywert.com/detail?uuid=c3274a98-cde8-430b-9ab1-b3cb5ff5dce4


- 1 -

코드 01 구분 관련 특허 

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1. 바인딩 어피니티

국가코드 US 특허번호 US7739091B2

발명의 명칭 Method for estimating protein-protein binding affinities

출원인 The Research Foundation of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발명자 -

출원번호 11-726266 출원일 2007.03.21

공개번호 2007-0224646 공개일 2007.09.27

등록번호 7739091 등록일 2010.06.15

법적상태 등록 메인 IPC G06G-007/58

패밀리 US2007224646A1, WO2007111961A2, WO2007111961A3, US7739091B2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0183a430-26dc-42f3-b92f-b8e60a186fab

요약

본 발명은 제1 분자체와 제2 분자체 사이의 결합 친화도를 예측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단백질 또는 펩타이드를 포함하는 제1 분자 개체(molecular entity) 및 제2 분자 개체 

간의 결합 친화도를 예측하는 방법으로서,

(1) 제1 분자체와 제2 분자체 사이의 결합 자유에너지 ΔGbind 를 계산하는 단계;

(2) 제1 분자체와 제2 분자체 사이의 결합 친화도를 예측하기 위해 상기 결합 자유에너지를 평가

하는 단계;

(3) 상기 평가 결과를 사용자가 읽을 수 있는 포맷으로 사용자에게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https://www.keywert.com/detail?uuid=0183a430-26dc-42f3-b92f-b8e60a186f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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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구분 관련 특허

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1. 바인딩 어피니티

국가코드 WO 특허번호 WO200244990A2

발명의 명칭
Apparatus and method for determining affinity data between a target and 

a ligand

출원인 VALENTIN CAPITAL MANAGEMENT | CLAIRBIO CAPITAL MANAGEMENT

발명자 SAYADA | Chalom | HALFON | Philippe

출원번호 PCT/EP2001/014772 출원일 2001.11.28

공개번호 WO2002/044990 공개일 2002.06.06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 메인 IPC G06F-019/16

패밀리 EP1209610A8, AU3170602A, WO0244990A2, EP1209610A1, WO0244990A3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d450f1d5-8642-442f-98b5-754d5ab3acf5

요약

리간드와 타겟 사이의 친화도 데이터를 결정하기 위한 장치는 (1) 타겟과 타겟의 수용체 사이트 

중 하나에서 타겟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리간드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타겟과 상기 리간드 

사이의 연관 에너지를 대표하는 친화도 값을 결정하는 계산 수단 및 (3) 상기 대상/리간드 친화도 

값과 선택된 기준 매개변수에 기초하여 상기 타겟과 상기 리간드 사이의 친화도 수준을 대표하는 

데이터를 전달하도록 구성된 비교 수단을 포함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리간드와 타겟 사이의 친화도 데이터를 결정하기 위한 장치로서,-(i) 타겟과 타겟의 수용

체 사이트 중 하나에서 타겟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리간드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타겟과 

상기 리간드 사이의 연관 에너지를 대표하는 친화도 값을 결정하는 계산 수단; 및 (ii) 상기 대상/

리간드 친화도 값과 선택된 기준 매개변수에 기초하여 상기 타겟과 상기 리간드 사이의 친화도 수

준을 대표하는 데이터를 전달하도록 구성된 비교 수단을 포함하는 장치.

대표도면

돌아가기

https://www.keywert.com/detail?uuid=d450f1d5-8642-442f-98b5-754d5ab3ac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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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07
구분

관련 특허

인용특허 

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1. 바인딩 어피니티

1-2. 타겟-약물 간 연관성

국가코드 KR 특허번호 KR20150008179A

발명의 명칭
상호 작용 예측 장치, 상호 작용 예측 방법, 및 프로그램(interaction 

prediction device, interaction prediction method, and program)

출원인 각코호진 오키나와가가쿠기쥬츠다이가쿠인 다이가쿠가쿠엔

발명자 기타노 히로아키 | 신 군이 | 고슈 사믹

출원번호 2014-7034564 출원일 2013.06.13

공개번호 2015-0008179 공개일 2015.01.21

등록번호 1606160 등록일 2016.03.18

법적상태 등록 메인 IPC G06F-019/16

패밀리

EP2862924A4, KR20150008179A, EP2862924A1, SG11201408017VA, 

US2015169822A1, CA2876051A1, AU2013275211A1, AU2013275211B2, 

KR101606160B1, WO2013187468A1, RU2607039C2, JP2013255467A, 

JP5905781B2, CN104350141A, CN104350141B, RU2014153560A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f3c5eddc-aed3-4cfa-8632-2aec96baf836

요약

본 발명은, 화합물 구조 정보를 취득하고, 화합물과의 상호 작용의 후보 단백질의 후보 단백질 구

조 정보를 취득하며, 도킹 시뮬레이션 방법을 이용하여 후보 단백질과 화합물의 결합 강도를 산출

하고, 결합 강도의 종합 평가를 행함으로써 예측되는 결합 강도인 예측 결합 강도를 결정하며, 화

합물과 상호 작용하는 것이 예측되는 후보 단백질인 예측 단백질을 결정하고, 결합 강도 시뮬레이

션 방법을 이용하여 상호 작용 강도를 산출하며, 상호 작용 강도의 종합 평가를 행함으로써 예측

되는 상호 작용 강도인 예측 상호 작용 강도를 결정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기억부와 제어부를 적어도 구비한 상호 작용 예측 장치에 있어서, 상기 기억부는, 화합

물의 구조에 관한 화합물 구조 정보를 기억하는 화합물 구조 정보 기억 수단과, 단백질의 구조에 

관한 단백질 구조 정보를 기억하는 단백질 구조 정보 기억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화합물의 상기 화합물 구조 정보를 상기 화합물 구조 정보 기억 수단으로부터 취득, 또는, 상기 

화합물 구조 정보 기억 수단에 기억되어 있지 않은 상기 화합물 구조 정보를 구조 예측 방법을 이

용하여 예측함으로써 취득하는 화합물 구조 정보 취득 수단과, 상기 화합물과의 상호 작용의 후보

가 되는 상기 단백질인 후보 단백질의 상기 단백질 구조 정보인 후보 단백질 구조 정보를 상기 단

백질 구조 정보 기억 수단으로부터 취득, 또는, 상기 단백질 구조 정보 기억 수단에 기억되어 있

지 않은 상기 후보 단백질 구조 정보를 상기 구조 예측 방법을 이용하여 예측함으로써 취득하는 

단백질 구조 정보 취득 수단과, 상기 화합물 구조 정보 취득 수단에 의해 취득된 상기 화합물 구

조 정보, 및, 상기 단백질 구조 정보 취득 수단에 의해 취득된 상기 후보 단백질 구조 정보에 의

거하여, 도킹 시뮬레이션 방법을 이용하여 상기 후보 단백질과 상기 화합물의 결합 강도를 산출하

고, 학습 방법, 및/또는, 메타 추정 방법을 이용하여 당해 결합 강도의 종합 평가를 행함으로써 최

종적으로 예측되는 상기 결합 강도인 예측 결합 강도를 결정하며, 상기 화합물과 상호 작용하는 

것이 예측되는 상기 후보 단백질인 예측 단백질을 결정하는 예측 단백질 결정 수단과, 상기 화합

물 구조 정보 취득 수단에 의해 취득된 상기 화합물 구조 정보, 및, 상기 예측 단백질 결정 수단

에 의해 결정된 상기 예측 단백질의 상기 단백질 구조 정보에 의거하여, 결합 강도 시뮬레이션 방

법을 이용하여 상호 작용 강도를 산출하고, 상기 학습 방법, 및/또는, 상기 메타 추정 방법을 이용

하여 당해 상호 작용 강도의 상기 종합 평가를 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예측되는 상기 상호 작용 

강도인 예측 상호 작용 강도를 결정하는 상호 작용 강도 결정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호 작용 예측 장치.

https://www.keywert.com/detail?uuid=f3c5eddc-aed3-4cfa-8632-2aec96baf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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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면

돌아가기
1번 네트워크

돌아가기
2번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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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2 구분 관련 논문

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1. 바인딩 어피니티

논문정보 J. Chem. Phys. 150, 044111 (2019)

논문명
Enhanced QM/MM sampling for free energy calculation of chemical reactions: 

A case study of double proton transfer

기관 Jiangsu University of Technology 외 다수

저자 Liangxu Xie 외 4명

공개일 2019-01-31

DOI https://doi.org/10.1063/1.5072779 

요약

가파른 에너지 장벽을 갖는 화학 반응에 대한 자유 에너지 계산에는 잘 정의 된 반응 좌표 (RC)가 

필요하다. 그러나, 선택된 RC를 따라 다수의 병렬 채널이 존재하는 경우, 종래의 강화된 샘플링의 

적용은 제한된 시뮬레이션 시간 내에 정확한 샘플링을 생성하기 어렵고 따라서 유리한 경로

(favorable), 다수의 최종물질(product) 또는 중간물질(intermediates)의 상대적인 안정성에 대한 정확

한 예측을 제공 할 수 없다. 여기서는, quantum mechanical and molecular mechanical  (QM/MM) 

potential로 용액 내에서의 화학 반응을 조사하는 selective integrated tempering sampling (SITS) 방

법을 구현한다. 결합된 SITS-QM/MM 방식을 사용하여 가능한 반응 경로, 중간물질 및 최종물질의 

상태 및 다른 반응 경로에 대한 자유 에너지 프로파일을 식별할 수 있다. 구현된 방법 및 시뮬레

이션 프로토콜을 검증하기 위해 2 개의 double proton transfer reactions이 연구되었으며, 이로부터 

독립적이고 상관된 양성자 전달 과정이 2개의 시스템에서 각각 식별된다. 이 프로토콜은 설계된 

화학 반응 경로를 따라 반응 메커니즘을 더 잘 이해함으로써, DNA 인코딩 된 화합물 라이브러리

와 히트 디스커버리와 약물 설계의 리드 최적화 단계에서의 할로겐 또는 중수소 치환에서의 잠재

적 반응의 탐색 및 최적화와 같은 학술 연구 및 산업 응용 분야에 대해 일반화 될 수 있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https://doi.org/10.1063/1.507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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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2 구분 관련 논문 

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1. 바인딩 어피니티

논문정보 J Biomol Struct Dyn. 2018 Jan;36(1):83-97

논문명

An unexpected way forward: towards a more accurate and rigorous 

protein-protein binding affinity scoring function by eliminating terms from an 

already simple scoring function

기관 Sacred Heart University 외 1

저자 Jon Swanson, Joseph Audie

공개일 2017-01-16

DOI https://doi.org/10.1080/07391102.2016.1268974

요약

생물물리학적 화학(biophysical chemistry)에서 근본적이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단백질-단백질 상

호작용(PPI) 복합 좌표(complex coordinates)로부터 단백질-단백질 결합 친화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계산적으로 단순하고 물리적으로 직관적이며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

는 방법의 개발이다. 여기서, 앞에서 설명한 6-term PPI 스코어 함수를 4-term 함수로 단순화하여, 

PPI의 잘 정의된 하위 집합에 대한 결합 친화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term들을 단순한 표현으로 만들었다. (1) crystallographic 

coordinates (2) rigid-body association, (3) normal interface size and 소수성(hydrophobicity) and 친수

성(hydrophilicity), 그리고 (4) 고품질 실험적 결합 친화도 측정치. 나아가 4-term 스코어 함수가 보

다 일반적인 PPI 스코어 함수로 향후 발전하기 위한 핵심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제안한다. 우

리의 연구는 PPI 모델링과 구조 기반 약물 설계에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https://doi.org/10.1080/07391102.2016.1268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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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3 구분 동일 발명자의 특허

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1. 바인딩 어피니티

국가코드 US 특허번호 US10546237B2

발명의 명칭
Systems and methods for correcting error in a first classifier by evaluating 

classifier output in parallel

출원인 Atomwise Inc.

발명자 Abraham Samuel Heifets | Izhar Wallach | Kong Thong Nguyen

출원번호 15-473980 출원일 2017.03.30

공개번호 2018-0285731 공개일 2018.10.04

등록번호 10546237 등록일 2020.01.28

법적상태 등록 메인 IPC G06N-005/04

패밀리

US2018285731A1, US10546237B2, SG11201809343RA, EP3433780A4, 

WO2018183263A3, EP3433780A2, WO2018183263A2, CN109964278A, 

JP2020515922A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5965c90a-8a31-409a-99a6-16ca65635c6e

요약

시험 객체(test object)를 분류하는 시스템과 방법이 제공된다. 복수의 타겟 객체(target object)에서

의 각각의 타겟 객체에 대해, 첫 번째 절차는 (a) 각 타겟 객체에 대해 시험 객체를 포징(posing)하

여 시험 객체와 타겟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획득하고, (b) 첫 번째 분류기(classifier)로 상기 상호작

용을 스코어링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복수의 타겟에 대한 각각의 스코어는 두 번째 분류기에 입력

되는 시험 벡터(test vector)를 형성하여 타겟에 대한 약물 적용(indication)을 얻는다. 두 번째 분류

기는 훈련 벡터에 대해 트레이닝 되는데, 각각은 첫 번째 절차에서 훈련된 복수의 객체에서 해당 

객체를 입력한 후 첫 번째 분류기의 결과이다. 훈련 객체들의 하나의 부분 집합에 있는 각 객체는 

타겟 중 하나와 고유하게 연관되어 있다. 훈련 객체들의 다른 부분 집합은 타겟과 연관되지 않는

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다음을 포함하는 시험 객체(test object)의 분류를 위한 컴퓨터 시스템: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에 의해 어드레싱 될 수 있는 비일시적 

메모리(여기서, 상기 비일시적 메모리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을 저장함), 

여기서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은, 

(A) 상기 시험 객체에 대한 디스크립션(description)을 획득하는 단계; 

(B) 복수의 제 1 복수의 타겟 객체에서의 각각의 타겟 객체에 대해 다음 단계를 수행하는 단계; 

    (i) 상기 시험 객체의 디스크립션을 각각의 타겟 객체에 대해 포징함으로써 시험 객체와 각각

의 타겟 객체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획득하는 단계; 및 

    (ii) 시험 객체와 각각의 타겟 객체 사이의 상호 작용의 디스크립션을 제 1 분류기에 입력함으

로써, 시험 객체와 각각의 타겟 객체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한 대응하는 점수를 제 1 분류기로부

터 획득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여기서 험 객체와 각각의 타겟 객체 사이의 상호 작용 각각에 대응

하는 점수는 상기 제 1 복수의 타겟 객체에 걸친 시험 벡터를 형성하고; 및 

(C) 상기 시험 객체에 대한 시험 벡터를 제 2 분류기에 입력함으로써, 상기 제 2 분류기로부터의 

출력으로서 상기 시험 벡터에 대한 변환을 획득하는 단계;

- 상기 변환은 상기 제 1 복수의 타겟 오브젝트에서 단일 타겟 오브젝트의 인디케이션을 제공함

- 제 2 분류기는 복수의 트레이닝 벡터에 대해 트레이닝되고, 복수의 트레이닝 벡터 내의 각각의 

트레이닝 벡터는 제 1 복수의 트레이닝 객체에 대응하는 트레이닝 객체를 상기 제 1 절차에 따라 

시험 객체로서 입력 한 후 제 1 분류기로부터의 출력이며,

- 제 1 복수의 훈련 객체의 제 1 서브 세트 내의 각 트레이닝 객체는 제 1 복수의 타겟 객체 내의 

대응하는 타겟 객체와 고유하게 관련되고, 

https://www.keywert.com/detail?uuid=5965c90a-8a31-409a-99a6-16ca65635c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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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복수의 트레이닝 객체의 제 2 서브 세트 내의 각각의 트레이닝 객체는 상기 타겟과 연관되

지 않는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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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3 구분 동일 발명자의 특허

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1. 바인딩 어피니티

국가코드 EP 특허번호 EP3140763A1

발명의 명칭 Binding affinity prediction system and method

출원인 Atomwise Inc.

발명자 HEIFETS | Abraham Samuel | WALLACH | Izhar | DZAMBA | Michael

출원번호 2015-789480 출원일 2015.05.05

공개번호 - 공개일 2017.03.15

등록번호 3140763 등록일 2020.05.20

법적상태 등록 메인 IPC G16B-015/30

패밀리

US10482355B2, DK3356999T3, US2016196480A1, US2019164021A1, 

CN108140131A, JP2019501433A, US9373059B1, HUE047807T2, EP3356999A4, 

CN106575320B, CN106575320A, EP3140763B1, EP3356999A1, EP3140763A1, 

EP3356999B1, WO2015168774A1, EP3140763A4, WO2017062382A1, 

US10002312B2, JP2017520868A, US2016300127A1, JP6671348B2, 

SG11201802759YA, SG11201609238VA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81cf9928-cf67-43b2-99f3-b06639c38c4d

요약

결합 친화도를 예측하기 위한 시스템, 장치 및 방법이 개시된다. 입력 데이터를 반영하는 레코드

가 저장된다. 바인딩 입력 특징들의 기하학적 표현을 제공하는 데이터 구조가 구성된다. 데이터 구

조는 적어도 하나의 분자 및 적어도 하나의 타겟 단백질에 관한 데이터를 인코딩함으로써 채워지

며, 인코딩을 위한 데이터는 저장된 입력 데이터로부터 선택된다. 예측 모델(predictive model)을 데

이터 구조에 적용하여 하나 이상의 분자에 대한 하나 이상의 타겟 단백질에 대한 결합 친화도의 

표시자를 생성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결합 친화도를 예측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상기 시스템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입력 데이터를 반영하는 레코드를 저장하는 하나 이상의 전자 데이터 스토어(datastore);

(2) 결합하는 입력 특징의 기하학적 표시를 제공하는 데이터 구조를 만들고, 하나 이상의 분자 및 

하나 이상의 타겟 단백질과 관련된 인코딩 데이터에 의해 데이터 구조를 위치(populate)시키는 인

코더 모듈; 및

(3) 예측 모델을 데이터 구조에 적용하여 하나 이상의 분자와 하나 이상의 타겟 단백질의 결합 친

화도에 대한 표시자(idicator)를 생성하는 예측 모듈.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81cf9928-cf67-43b2-99f3-b06639c38c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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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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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6 구분 동일 출원인의 논문

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1. 바인딩 어피니티

논문정보 Journal of Computer-Aided Molecular Design volume 34, pages601–633(2020)
논문명

The SAMPL6 SAMPLing challenge: assessing the reliability and efficiency of 

binding free energy calculations

기관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 외 다수

저자 Andrea Rizzi 외 다수

공개일 2020-01-27

DOI https://doi.org/10.1007/s10822-020-00290-5

요약

분자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소분자(small molecule) 바인딩 자유 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한 접근

방식은 현재 정기적으로 학술 및 산업 실무자들에 의해 채택되어 수용체-리간드 시스템을 연구하

고 리간드 설계를 위한 소분자 합성(synthesis of small molecules)을 우선순위화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용 가능한 방법과 구현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방법의 융합율(convergence rate)과 

최종 예측이 어떻게 비교되는지 묻는 것은 당연하다. 본 연구에서는 SAMPL6 SAMPLing 챌린지에 

대한 개념과 결과에 대해 설명하며, 이는 바인딩 자유 에너지 방법론의 융합 특성 및 재현성 평가

에 초점을 맞춘 SAMPL 시리즈의 첫 번째 과제이다. 우리는 두 개의 octa-acid (OA)와 하나의 

cucurbit[8]uril (CB8) 호스트-게스트 시스템에 대한 매개변수 파일, 부분 전하(partial charge) 및 다중 

초기 기하학적 구조를 제공했다. 참가자들은 GROMACS, AMBER, NAMD 또는 OpenMM 시뮬레이션 

엔진으로 구현된 7가지 다른 화학적(alchemical) 및 물리적(physical) 경로에 대한 다수의 힘과 에너

지 평가 함수(예를 들어, potential of mean force and weighted ensemble of trajectories)로 바인딩 

자유 에너지 예측 값을 제출하였다. 방법의 순위를 매기기 위해 자유 에너지 추정치의 바이어스과 

분산을 기초로 한 효율성 통계량(efficiency statistics)을 개발했다. 두 개의 작은 OA 바인더의 경우, 

가장 큰 효율을 보인 attach-pull-release (APR), GROMACS expanded ensemble, 및 NAMD double 

decoupling 제출과 함께, alchemical 및 potential of mean force로 계산된 자유 에너지 추정치가 

energy/force 평가 함수로 비교적 유사한 분산과 바이어스를 나타내었다. 시스템 역학을 위한 게스

트 크기 및 상관 시간이 모두 큰 CB8-quinine system을 분석할 때 방법 간의 차이가 증가한다. 이 

시스템의 경우, 비정형 스위칭(GROMACS/NS-DS/SB)이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효율을 얻었다. 놀랍

게도, 그 결과는 force filed 매개변수와 부분 전하를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재현성을 보장하기

에 불충분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우리는 거의 동일한 시뮬레이션 매개변수와 시스템 설정(예: 

Lennard-Jones cutoff, ionic composition)에서도 대략 0.3에서 1.0 kcal/mol 범위의 수렴 예측 사이의 

차이를 관찰한다. 이러한 불일치의 정확한 원인을 완전히 식별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필요할 것이

다. 데이터에서 도출된 결론 중, 우리는 매우 작은 분산을 보이는 Hamiltonian replica exchange가 

복제본의 초기 모집단에 따라 서서히 결정되는 바이어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

했다. 양방향 추정기는 불균형 자유 에너지에 대한 단방향 추정기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대표도면

https://doi.org/10.1007/s10822-020-00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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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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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9 구분 피인용특허

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1. 바인딩 어피니티

국가코드 CN 특허번호 CN107423570A

발명의 명칭
Algorithm for quickly and accurately calculating free affinity between 

proteinase and drug molecules

출원인 NANCHANG LIDE BIOTECHNOLOGY CO LTD

발명자 CHEN WEI | ZHANG JIA'AN | SUN LIPENG

출원번호 2017-10652094 출원일 2017.08.02

공개번호 107423570 공개일 2017.12.01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 메인 IPC G06F-019/00

패밀리 CN107423570A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69ab229f-2e6c-48f5-b96b-4f7cde19b406

요약

본 발명은 약학 기술분야에 속하며, 단백질 분해 효소와 약물 분자 사이의 친화성 자유 에너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알고리즘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자유 상태의 

파트가 각각 계산되는데, 수용체(acceptor), 레퍼런스 상태의 수용체 리간드 합성의 열역학적 표준 

상태 및 이들의 차이는 standard Conjugated free energy이며, 그 중에서, 열역학적 표준 상태 계산 

시, 우선 해당 유형의 분자의 M개의 가장 안정적인 상태 패턴을 찾으며, 그 다음 각 가장 안정적

인 상태 패턴 function formdifinite zj에 대응되는 에너지 웰 j를 계산한다. 여기서 j는 가장 안정적인 

상태 패턴에 대응되는 에너지 웰을 표시하고, j=1...N이다. 그런 후 대응되는 볼츠만 인자 RT를 산

출하며, 마지막으로 모든 function formdifinites을 합하기 위한 수용체 리간드 합성에 대한 열역학적 

표준 상태를 계산하고 파트, 수용체 또는 레퍼런스 상태를 획득한다. 본 발명은 컴퓨터 시뮬레이

션에 의하여 실험의 수단을 대체하고, 파일럿 약물 스크리닝 및 최적화의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키

고, 스크리닝 및 최적화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프로테아제와 약물 분자 사이의 결합 친화도 자유 에너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

는 알고리즘으로서, 각각 자유 상태의 파트, 수용체 및 레퍼런스 상태로의 수용체-리간드 합성, 그

들 간의 차이에 대한 열역학적 상태는 정확하게 Standard Conjugated 자유 에너지을 계산하는 특

징을 가짐.

대표도면

돌아가기

https://www.keywert.com/detail?uuid=69ab229f-2e6c-48f5-b96b-4f7cde19b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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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10 구분 Covid-19 관련 논문

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1. 바인딩 어피니티

논문정보 RSC Advances 10(27):15775-15783

논문명 Anti-HIV drug repurposing against SARS-CoV-2

기관 Dali University 외 다수

저자 Peng Sang 외 다수

공개일 2020-04-21

DOI https://doi.org/10.1039/D0RA01899F 

요약

2019년 12월 호흡기 질환 환자(ICTV의 SARS-CoV-2라는 이름)에서 소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인

간 코로나바이러스(SARS HCoV)가 확인돼 최근 세계 공중보건의 심각한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승인된 약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SARS-CoV-1 

3CLPro를 대상으로 HIV 프로테아제 억제제를 항SARS 약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 승인

된 항HIV 약 6개를 선택하고 3CLPro와의 결합작용을 조사하여 SARS-CoV-2 감염으로 인한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폐렴(COVID-19)의 임상약품이 될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분자 도킹 결과는 

SARS-CoV-2의 3CLPro가 SARS-CoV-1보다 연구된 모든 억제제에 대한 결합 친화도가 더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도킹 점수가 높은 두 개의 도킹 콤플렉스(indinavir 및 darunavir)는 MM-PBSA 바인딩  

자유 에너지 계산을 추가로 실시하여 이들 두 프로테아제 억제제와 SARS HCoV 3CLPro 간의 분자 

상호작용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우리의 결과는, 실험된 억제제들 중에서, darunavir는 SARS-CoV-2 

및 SARS-CoV-1 3CLPro와 결합 친화도가 가장 높으며, 이것이 항-COVID-19 임상 약물로 사용될 가

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SARS-CoV-2 3CLPro에 대한 HIV 프로테아제 억제제의 결합 친화고

가 높아진 이면의 메커니즘은 MD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SARS HCoV 3CLPro와 

억제제 사이의 상호작용 중 가능한 구조적 유연성의 역할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SARS-CoV-2 

3CLPro를 대상으로 하는 Anti-COVID-19 약물의 구조 기반 설계를 조명한다.

대표도면

https://doi.org/10.1039/D0RA0189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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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0 구분 중심특허

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2. 타겟-약물 간 연관성

국가코드 US 특허번호 US20170228523A1

발명의 명칭 Method and apparatus for analyzing relation between drug and protein

출원인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YONSEI UNIVERSITY

발명자 Sang Hyun PARK | Yun Ku YEU | Young Mi YOON

출원번호 15-154519 출원일 2016.05.13

공개번호 2017-0228523 공개일 2017.08.10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포기 메인 IPC G06F-019/00

패밀리 US2017228523A1, KR101809599B1, KR20170092815A, WO2017135496A1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c71d627b-9630-45cf-94d4-b483093bf94d

요약

본 발명은 약물과 단백질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약물 리포지셔닝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약물과 단백질 간 관계 분석 방법은, 상호 연관

성이 있는 약물과 단백질의 조합 데이터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학습 데이터 집합과 관련하

여, 상기 학습 데이터 집합에 포함되는 상기 단백질이 세포 내 존재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단백질 

위치 정보를 입력받는 단백질 위치 정보 입력 단계, 및 상기 단백질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단백질의 단백질 특징 정보와 상기 약물의 약물 특징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학습 데이터 집합을 

이용하여 상기 약물과 상기 단백질 간의 연관성을 판단하기 위한 분류기를 학습하는 분류기 학습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약물과 단백질 간 관계 분석 방법은, 연관성을 판단

할 대상이 되는 약물과 단백질에 관하여, 상기 약물의 약물 특징 정보 및 상기 단백질의 단백질 

특징 정보를 입력받는 약물 단백질 특징 정보 입력 단계, 및 미리 학습된 분류기를 이용하여 상기 

약물 특징 정보와 상기 단백질 특징 정보를 기초로, 상기 약 물과 상기 단백질 간의 상기 연관성

을 판단하는 연관성 판단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약물과 단백질 간 관계 분석 방법에 있어서,

상호 연관성이 있는 약물과 단백질의 조합 데이터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학습 데이터 집합

과 관련하여, 상기 학습 데이터 집합에 포함되는 상기 단백질이 세포 내 존재하는 위치를 나타내

는 단백질 위치 정보를 입력받는 단백질 위치 정보 입력 단계; 및

상기 단백질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단백질의 단백질 특징 정보와 상기 약물의 약물 특징 정

보를 기반으로, 상기 학습 데이터 집합을 이용하여 상기 약물과 상기 단백질 간의 연관성을 판단

하기 위한 분류기를 학습하는 분류기 학습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과 단백질 

간 관계 분석 방법.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c71d627b-9630-45cf-94d4-b483093bf9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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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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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구분 관련 특허 

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2. 타겟-약물 간 연관성

국가코드 US 특허번호 US2014258207A1

발명의 명칭 Systems and methods for predicting protein-ligand interactions

출원인 The Trustees of Columbia University in the City of New York

발명자 Donald Petrey | Barry Honig | Fabian Dey

출원번호 14-201311 출원일 2014.03.07

공개번호 2014-0258207 공개일 2014.09.11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포기 메인 IPC G06N-005/04

패밀리 US2014258207A1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de4ba9d4-5db9-4704-b5f9-0dd31266b8db

요약

단백질-리간드 상호작용을 예측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이 개시된다. 예시적인 방법은 쿼리 단백

질의 구조적 이웃(structural neighbors)의 세트를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고, 여기서 각각은 

리간드를 포함한다. 이 방법은 또한 구조 이웃들 사이의 구성 유사성 및 상호작용 경향을 나타내

는 구조 이웃들 각각에 대한 유사성 스코어(similarity score)를 결정하고, 유사성 스코어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질의 단백질의 단백질-리간드 상호작용을 예측할 수 있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하나 이상의 질의 단백질에 대한 단백질-리간드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방법으로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기 하나 이상의 질의 단백질의 하나 이상의 구조 이웃의 세트를 식별하는 

단계 - 상기 하나 이상의 구조 이웃 각각은 하나 이상의 리간드를 포함함.;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

기 하나 이상의 질의 단백질의 하나 이상의 원자와 상기 하나 이상의 구조 이웃의 하나 이상의 원

자 사이의 구성 유사성(configuration similarity)을 나타내는 상기 하나 이상의 구조 이웃 각각에 대

한 유사성 스코어(similarity score)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유사성 스코어를 이용하여 상기 하나 

이상의 질의 단백질의 단백질-리간드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질의 단

백질에 대한 단백질-리간드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방법.

대표도면

돌아가기

https://www.keywert.com/detail?uuid=de4ba9d4-5db9-4704-b5f9-0dd31266b8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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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구분 관련 특허

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2. 타겟-약물 간 연관성

국가코드 CN 특허번호 CN105117618B

발명의 명칭

Based on the principle involved in a crime and network topology of the 

structural features of the interaction of the drug - target identification 

method

출원인
SYSU CMU SHUNDE INT JOINT RES INST | UNIV GUANGDONG PHARM | UNIV 

SUN YAT SEN

발명자 李占潮 | 邹小勇 | 戴宗
출원번호 2015-10494047 출원일 2015.08.12

공개번호 105117618 공개일 2015.12.02

등록번호 105117618 등록일 2018.01.26

법적상태 - 메인 IPC G06F-019/16

패밀리 CN105117618A, CN105117618B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58e1891d-215d-4a00-9bda-c9087d94b6d7

요약

본 발명은 Guilt by Association(GBA) 원칙과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특성에 기반한 약물-타겟 상호작

용 인식 방법을 개시한다. 먼저, 인간 단백질과 단백질 상호작용 데이터 및 약물-타겟과의 상호작

용 데이터에 근거하여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 서브 네트워크, 약물-타겟과 상호작용 서브 네트워

크 및 약물-약물 관계 서브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약물-타겟 상호작용 그룹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단백질 1차 구조 기술자, 약물 분자 지문 특징 및 상호작용 신뢰성 등 정보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상의 노드와 에지에 가중치를 부여하며, GBA 원칙과 그래프 이론에 근거하여, 새로운 네트워크 토

폴로지 특징은 약물-타겟 상호작용 쌍을 표시하고, 마지막으로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모델을 구축하고, 단백질 그룹에서 잠재적 약물-타겟 상호작용 스케일을 예측한

다. 본 방법은 단백질 및 약물 분자의 3차원 구조 등의 정보가 필요 없고, 보다 단순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신약 개발 및 병리학 연구 등의 분야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하기의 단계로 구성된 약물-타겟 상호작용 식별 방법. S1. 약물-타겟 상호작용 그룹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단계; S11. 기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인간 단백질과 단백질 상호작용 데이터 

및 약물-타겟 상호작용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 S12. 상호작용 데이터에 기초하여,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 서브 네트워크, 약물-타겟 상호작용 서브 네트워크 및 약물-약물 관계 서브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종합 약물-타겟 상호작용 그룹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단계; S2. 약물 - 타겟 상호작용 쌍

의 특징을 추출하는 단계; S21. 단백질 프라이머리 시퀀스 정보 및 약물 소분자 구조 정보에 기반

하여 각각 단백질 프라이머리 구조 기술자와 약물 분자 지문 기술자를 계산하고 상호작용 정보와 

결합하여 네트워크 노드와 에지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단계; S22. 가중된 노드와 에지 정보에 기반

하여, Guilt by Association 원칙과 그래프 이론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내의 단백질과 약물의 소분자

의 네트워크 토폴로지 특징을 각각 계산하고, 네트워크 토폴로지 구조 특징은 하기 식을 통하여 

계산됨.   


  



 ×  ×       , 

  


  



 ×  ×       , 여기서, Dd(i)와 Dj(i)는 각각 약물 분

자 d와 인접 약물 분자 j의 i번째 노드의 가중치를 표시하고, Ed,j는 약물 분자 d와 j의 변별 가중

치이며, Pp(i) 및 Pj(i)는 각각 단백질 p와 그 이웃하는 단백질 j의 i번째 노드 가중치이고,  Ep,j는 

단백질 p와 이웃 j의 에지 가중치이고, N은 약물 분자 d 또는 단백질 p의 총 이웃 수임; S23. 단백

질 및 약물 소분자의 네트워크 토폴로지 특징을 기초로, 약물 d-타겟 태그 p의 상호 작용을 하기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단계;    ⊕  . S3.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을 

https://www.keywert.com/detail?uuid=58e1891d-215d-4a00-9bda-c9087d94b6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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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예측 모델을 구성하여 잠재적 약물-타겟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단계;

대표도면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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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09
구분

관련 특허

피인용특허

기술 분류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세부분류

4-1. 약물-질병 간 연관성

4-2. 약물 작용 경로

국가코드 EP 특허번호 EP3306503A4

발명의 명칭 Screening method for multi-target drug and/or pharmaceutical composition

출원인 Wuhan Bio-Links Technology Co., Ltd. | Huazhong Agricultural University

발명자
ZHANG | Hongyu | YANG | Qingyong | QUAN | Yuan | LUO | Zhihui | ZHU | 

Lida

출원번호 2015-893847 출원일 2015.07.24

공개번호 3306503 공개일 2018.04.11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등록예정 메인 IPC G06F-019/24

패밀리
WO2016192191A1, CN104965998A, CN104965998B, EP3306503A4, 

EP3306503A1, US2018080913A1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bf763471-43aa-4aa5-98e5-e3fa3e499192

요약

본 발명은 생물학적 의약 기술분야에 속하는, 다수의 타겟 약물 및/또는 약물 조합의 스크리닝 방

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상기 스크리닝 방법은 (1) 약물 타겟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약물 

타겟과, 약물 타겟 및 연구 타겟 및 각 타겟에 대응하는 약물을 종합하고, 타겟과 약물 사이의 대

응관계의 데이터를 얻는 단계; 및 (2) 시스템 유전학적 방법에 의해 관련 있는 타겟과 타겟의 조합

을 선별하는 단계; (3) 단계 (1)에서 얻은 타겟과 약물 사이의 대응관계의 데이터 및 단계 (2)에서 

얻은 관련 타겟과 타겟의 조합에 따라, 다중 타겟 약물 및/또는 약물의 조합을 스크리닝하는 단계.

본 발명의 스크리닝 방법은 원가가 낮고, 효율이 높으며, 약물의 재창출 및 개발 설계 분야에서 

폭넓은 응용 전망을 가지고 있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단계 (1) : 약물 타겟 데이터베이스 검색, 약물 타겟, 개발 중인 타겟 및 각각의 타겟에 상응하는 

약물을 요약, 및 타겟과 약물 사이의 대응 관계에 대한 데이터를 획득하는 단계; 

단계 (2) : 단계 (1)의 완료 후, 시스템 유전학적 방법에 따라 관련된 타겟-타겟 쌍을 스크리닝하는 

단계; 및 

단계 (3) : 단계 (2)의 완료 후, 단계 (1)에서 수득된 약물과 타겟과 약물 사이의 상응하는 관계의 

데이터에 따라 다중 타겟 약물 및/또는 약물 조합을 스크리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다중 타겟 약물 및/또는 약물 조합에 대한 스크리닝 방법.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bf763471-43aa-4aa5-98e5-e3fa3e49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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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기
(2번 데이터)

돌아가기
(7번 데이터)

돌아가기
(8번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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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구분 관련 특허 

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세부분류
1-2. 타겟-약물 간 연관성

4-3. 약물 간 연관성

국가코드 US 특허번호 US2016171173A1

발명의 명칭 Method of indentifying new uses of known drugs

출원인 THE RESEARCH FOUNDATION OF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발명자 Lei Xie

출원번호 14-907309 출원일 2014.07.23

공개번호 2016-0171173 공개일 2016.06.16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거절 메인 IPC G06F-019/00

패밀리 US2016171173A1, WO2015013367A1, CA2920691A1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71e558a8-1e54-4045-a03c-2bdabbca03a5

요약

본 발명은 공지의 약물의 신규 용도 확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방법은, 쿼리 약물에 대해 알

려진 약품의 데이터베이스를 질의하고, 유사한 구조의 제2 약제를 발견한다. 단백질의 데이터베이

스(database of proteins)는 제2 약물과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진 단백질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된다.

제2 유사성 질의(similarity query)는 제2 약물에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진 단백질과 구조적으로 유사

한 다른 단백질을 발견한다. 그 후, 쿼리 약물(query drug)은 쿼리 약물에 대한 공지의 결합 친화도

를 갖지 않는 단백질들에도 불구하고, 이들 구조적으로 유사한 단백질들에 대해 잠재적 매치

(match)를 갖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쿼리 약물(query drug)에 대한 새로운 용도를 식별하는 방법으로서, 쿼리 약물(query 

drug)에 대한 약물 데이터베이스에 쿼리하는 단계 - 상기 약물 데이터베이스는 쿼리 약물 및 제1 

약물을 포함하는 복수의 약물에 관한 화학적 유사성 데이터를 포함함 - ;를 포함하는, 방법. 상기 

제1약물에 대한 상기 쿼리 약물에 대한 화학적 유사성 데이터(chemical similarity data)를 평가함으

로써 상기 쿼리 약물과 상기 제1약물 간의 화학적 유사성 정도를 결정하는 단계; 화학적 유사성의 

정도가 제1의 미리 정해진 임계값 내에 있는 경우, 질의 약 및 제1의 약물로 인한 상환; (여기서, 

질문 약물 및 제1 약물이 충분히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면, 단백질 데이터베이스(protein database)

에 질문함으로써 제1 약물에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진 제1 단백질을 확인하는 단계, 여기서 단백질 

데이터베이스는 제1 단백질에 관한 화학적 유사성 데이터(chemical similarity data)를 포함함); 상기 

복수의 제2 단백질들 내의 각각의 단백질에 대한 상기 제1 단백질에 관한 화학적 유사성 데이터를 

평가함으로써 상기 제1 단백질과 상기 단백질 데이터베이스 내의 복수의 제2 단백질들 사이의 화

학적 유사성(chemical similarity)의 정도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화학적 유사도의 정도가 제2소정 임

계값 이내이면, 상기 복수의 제2단백질들로부터 후보 단백질들을 선별하는 단계; 질의약과 후보단

백질간의 통계적 유의성검사를 수행하는 단계로서, 약물-단백질 p-값이 0.05 이하인 경우 매칭 단

백질을 결정하는 단계; (여기서, 일치하는 단백질이 결정되면: 각각의 일치하는 단백질의 알려진 

생물학적 사용을 확인하는 단계; 알려진 생물학적 용도를 쿼리 약물(query drug)에 대한 용도로서 

동정.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71e558a8-1e54-4045-a03c-2bdabbca03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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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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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03
구분

관련 특허

동일 발명자의 특허

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세부분류
1-2. 타겟-약물 간 연관성

4-3. 약물 간 연관성

국가코드 US 특허번호 US2018157786A1

발명의 명칭
Predicting drug-target interactions and uses for drug repositioning and 

repurposing

출원인 GEORGETOWN UNIVERSITY

발명자 Sivanesan Dakshanamurthy | Stephen W. Byers

출원번호 15-577719 출원일 2016.06.03

공개번호 2018-0157786 공개일 2018.06.07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심사중 메인 IPC G06F-019/16

패밀리 WO2016200681A1, US2018157786A1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709f1d95-f786-4e9c-b4e8-a26b096ea73b

요약

약물-타겟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방법 및 약물 재창출(repurposing)을 위한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이 

본원에 기술된다. 본원에 기재된 방법은, 예를 들어, 원자쌍 유사성, 형상, 토폴로지 및 화학적 시

그니처, 물리화학적 기능적 기술자(physico-chemical functional descriptor), 리간드와 타겟 단백질의 

접촉점, 화학적 유사성, 및 도킹 스코어(docking score)를 포함하는 상이한 기술자를 조합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후보 약물(candidate drug)인 후보 리간드에 상응하는 후보 리간드 분자 데이터를 수

신하는 단계;단백질에 상응하는 단백질 분자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단백질에 결합하는 참

조 리간드에 상응하는 참조 리간드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상기 후보 리

간드의 원자 설명자(descriptor) 및 상기 참조 리간드의 상응하는 원자 설명자로부터 원자쌍 점수를 

계산하는 단계; 및 상기 원자쌍 점수의 합을 포함하는 상호작용 점수를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단백질-약물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방법.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709f1d95-f786-4e9c-b4e8-a26b096ea7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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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기
(2번 데이터)

돌아가기
(9번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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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05
구분

관련 특허

동일 출원인의 특허

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세부분류
1-2. 타겟-약물 간 연관성

4-3. 약물 간 연관성

국가코드 US 특허번호 US2018166175A1

발명의 명칭 Discovery and analysis of drug-related side effects

출원인 Georgetown University

발명자 Salim Shah | Howard Federoff | Ophir Frieder

출원번호 15-576604 출원일 2016.05.23

공개번호 2018-0166175 공개일 2018.06.14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거절 메인 IPC G16H-070/40

패밀리 US2018166175A1, WO2016191340A1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049cec61-6043-43e7-a91a-43d42013a9d4

요약

본 명세서에서 off-target response이라고도 지칭되는, 약물 관련 부작용을 발견하고 분석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이 본 명세서에 개시된다. 부작용은 긍정적/유익한 부작용 또는 부정적/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이 될 수 있다. 또한, 긍정적인 부작용은 약물을 재창출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반면,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은 약물(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제거될 수 있다. 개시된 방법들은, 

특정 약물과 관련된 부작용을 식별하고, 상기 약품, 상기 환자들, 및 상기 부작용들 사이의 인과적 

링크들(causal links)을 결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 

및 데이터 수집 기술들 중 임의의 하나 이상을 이용할 수 있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주어진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제1 약물을 복용하고 상기 제1 약물을 복용한 결과로서 

제1 부작용의 비교적 높은 발생율(rate of occurrence)을 경험한 사람들의 제1 집단을 확인하는 단

계; 및 주어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제2 약물을 복용하고 제2 약물을 복용한 결과로서 제1 부작

용의 비교적 낮은 발생율(rate of occurrence)을 경험한 사람들의 제2 집단을 식별하는 단계; 상기 

제1약물의 제1생물학적 타겟(first biological target) 및 상기 제2약물의 제2생물학적 타겟(second 

biological target)을 결정하는 단계; 제1 약물에 존재하고 제2 약물에 존재하지 않는 화학적 특징

(chemical feature)을 결정하는 단계로서, 상기 화학적 특징은 제1 부작용의 비교적 높은 발생률을 

갖는 제1 약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기 결정 단계; 및 제1약물의 화학적 특징을 제1부작용(first 

side effect)의 증가된 발생 가능성과 관련시키는 단계; 그리고, 상기 제1약물의 화학적 특징이 결

핍된 약물(drug)로 상기 주어진 질병을 갖는 환자를 치료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049cec61-6043-43e7-a91a-43d42013a9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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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기
(2번 데이터)

돌아가기
(9번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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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07
구분

관련 특허

인용특허 

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세부분류
1-2. 타겟-약물 간 연관성

4-3. 약물 간 연관성

국가코드 WO 특허번호 WO2011154121A1

발명의 명칭 Method for identifying compounds

출원인 PRIAXON AG | ROSS, Günther | OTTMANN, Udo
발명자 ROSS | Günther | OTTMANN | Udo
출원번호 PCT/EP2011/002783 출원일 2011.06.07

공개번호 WO2011/154121 공개일 2011.12.15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 메인 IPC G06F-019/00

패밀리 WO2011154121A1, US2013184163A1, EP2577530A1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0a1772bc-fd85-43f4-bf47-ea9050e393dd

요약

본 발명은 화합물을 규명하는 방법으로서, 

(a) 화합물 세트를 제공하는 단계; (b) 하나 이상의 특정 화합물 특성에 기초하여 화합물 세트에서 

선택적으로 서브셋을 선택하는 단계; (c) 상기 (a) 또는 (b) 단계에서 선택된 각 화합물의 3D 구조

를 생성하는 단계; (d) 각각의 3D 구조를 인코딩하는 단계; (e) 하나 이상의 원하는 특성을 갖는 하

나 이상의 공지 된 화합물을 제공하거나 타겟 분자를 제공하는 단계; (f) 단계 (e)에서 제공된 공지

된 화합물 (들) 및/또는 단계 (e)에서 제공된 타겟 분자의 활성 부위 (각각)의 3D 구조를 암호화하

는 단계; (g) 단계 (d)의 상기 인코딩된 3D 구조(들)를 단계; (f)의 인코딩 된 3D 구조 (들)와 비교하

는 단계; 및 (h) 특정 유사성 범위 내에 속하는 모든 화합물을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청구항

상동

대표도면

돌아가기
(2번 데이터)

돌아가기
(9번 데이터)

https://www.keywert.com/detail?uuid=0a1772bc-fd85-43f4-bf47-ea9050e393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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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03
구분

관련 특허

동일 발명자의 관련특허

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사

성에 근거한 접근법

세부분류
1-2. 타겟-약물 간 연관성

4-4. 포괄적 상호관계 분석

국가코드 CN 특허번호 CN106529205A

발명의 명칭
Drug target relation prediction method based on drug substructure and 

molecule character description information

출원인 UNIV CENTRAL SOUTH

발명자 WANG JIANXIN | YAN CHENG | WANG WEIPING | LI MIN

출원번호 2016-10953873 출원일 2016.11.03

공개번호 106529205 공개일 2017.03.22

등록번호 106529205 등록일 2019.03.26

법적상태 - 메인 IPC G06F-019/16

패밀리 CN106529205A, CN106529205B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841bc55a-e465-4c01-a833-ee26b8e39041

요약

본 발명은 약물 하위 구조(sub-structure), 분자 특징적 설명 정보에 기반한 약물-타겟 관계 예측 

방법을 제공하는 바, 우선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약물 하위 구조 정보, 분자 특징적 설명 정보 

및 공지의 약물-타겟 관계를 획득하고, 이러한 약물 하위 구조, 약물 분자 특징적 설명 정보 및 

공지의 약물-타겟 관계에 따라 약물 사이의 유사성 매트릭스를 별도로 구성하고, 다시 구성된 각 

유사성 매트릭스를 가중치에 따라 최종 약물 유사성 매트릭스로 통합하며, 마지막으로 유사한 약

물 타겟에 기반한 타겟도 유사한 특징을 기반으로 약물의 타겟 관계에 대해 예측을 진행한다. 본 

발명은 약물 분자 특징적 설명 정보, 하위 구조 정보에 의하여 유사성을 구성하여야 하며, 타겟 

서열 등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약물 화합물에 대하여 타겟 관계 예측을 수행할 수 있어 

생화학적 실험에 의해 소모되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실험 결과, 이 방법은 약물-타

겟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모든 약물의 여러 개의 하위 구조 정보에 근거하여 약물의 하위 구조 유사성 매트릭

스 SSubSim을 구성하는 단계(단계 1)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 하위 구조, 분자 문자 

설명 정보에 기반한 약물 타겟 관계 예측 방법. 단계 2: 모든 약물의 분자 문자 기술 정보에 근거

하여 약물 분자 문자 기술 정보 유사성 매트릭스 SSmiSim을 구축하는 단계; 단계 3: 예측이 필요

한 약물의 알려진 약물 타겟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기존의 약물 타겟 관계를 갖고 

있는 약물을 예측해야 할 경우, 약물을 위해 알려진 약물 타겟 관계에 따라 약물 타겟 관계 유사

성 행렬 SOTISim을 구축하며; 알려진 약물 타겟관계가 없는 약물을 예측해야 할 경우, 약물 타겟

관계 유사성 행렬SSDISim을 구성하지 않는다; 단계 4: 상기 구축된 여러 약물 유사성 매트릭스를 

최종 약물 유사성 매트릭스 SSim로 집적시키는 단계; 단계 5: 예측이 필요한 약물과 유사한 다른 

약물과 알려진 약물의 타겟 관계에 따라, 예측이 필요한 약물과 타겟 사이의 관계점수를 계산한

다. 점수를 순위화하고, 점수 순위가 높을수록 해당 약물-타겟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돌아가기
(2번 데이터)

돌아가기
(10번 데이터)

https://www.keywert.com/detail?uuid=841bc55a-e465-4c01-a833-ee26b8e39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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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PNAS December 26, 2017 114 (52) 13685-13690

논문명
Structure-based prediction of ligand–protein interactions on a genome-wide 

scale

기관 Columbia University(US)

저자 Howook Hwang, Fabian Dey, Donald Petrey, Barry Honig

공개일 2017-12-11

DOI https://doi.org/10.1073/pnas.1705381114 

요약

서로 다른 리간드에 대한 단백질 타겟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은 알려진 약물의 용도 변경과 타겟 

외 식별에 있어 약물 발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욱이 단백질 함수 주석에서는 소분자 

결합 부위를 식별하고 잠재적 결합 부위와 연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논문에서 설명한 방법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들은 시퀀스에서만 이용할 수 없는 관계를 감지하기 

위해 단백질 구조 정렬의 사용에 크게 의존하고, 유사한 모양의 단백질이 유사한 리간드를 결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단백질-리간드 상호작용 유사성의 측정치를 사용한다. 우

리는 게놈 전체 규모로 적용할 수 있는 접근법을 사용하여 기존 방법과 비교하기 좋은 결과를 제

시한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https://doi.org/10.1073/pnas.17053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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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Nature Communications volume 8, Article number: 573 (2017) 

논문명
A network integration approach for drug-target interaction prediction and 

computational drug repositioning from heterogeneous information

기관 Tsinghua University 외 다수

저자 Yunan Luo 외 다수

공개일 2017-09-18

DOI https://doi.org/10.1038/s41467-017-00680-8

요약

대규모 유전체, 화학 및 약리학적 데이터의 출현은 약물 발견 및 재배치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

다. 본 연구에서는 DTINet이라고 하는 연산 파이프라인을 개발하여, 다양한 약물 관련 정보를 통합

하는 구축된 이기종(heterogenous) 네트워크로부터 새로운 약물-타겟 상호작용을 예측한다. DTINet

은 이질적인 네트워크에서 개별 노드의 위상적 특성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특징들의 저차원 벡터

(low-dimentional vector) 표현을 학습한 후 벡터 공간 투영 방식을 통해 이러한 표현을 바탕으로 

예측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DTINet은 약물-타겟 상호작용 예측에 대한 다른 첨단 방법보다 상당한 

성능 향상을 달성한다. 더욱이, 우리는 세 가지 약물과 DTINet이 예측한 사이클록시겐화효소

(Cyclooxygenase) 단백질 사이의 새로운 상호작용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고,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이러한 확인된 사이클록시겐화효소 억제제의 새로운 잠재적 응용을 입증한다. 이러한 결과는 

DTINet이 신약-타겟 상호작용을 예측하고 기존 의약품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이기종

(heterogenous) 정보를 통합하는 데 실질적으로 유용한 도구를 제공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https://doi.org/10.1038/s41467-017-006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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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PLoS Computational Biology 8(5):e1002503 

논문명
Prediction of Drug-Target Interactions and Drug Repositioning via 

Network-Based Inference

기관 East China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외 다수

저자 Feixiong Cheng 외 다수

공개일 2012-05-10

DOI https://doi.org/10.1371/journal.pcbi.1002503

요약

약물-타겟 상호작용(DTI)은 약물 발견과 설계의 기본이다. DTI를 실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잠재적 DTI 예측을 위한 연산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복잡한 네트

워크 이론에 기초하여 여기서 세 가지 지도된(supervised) 추론 방법이 개발되어 DTI를 예측하고 

약물 재배치에 사용되었는데, 즉 약물 기반 유사성 추론(DBSI), 타겟 기반 유사성 추론(TBSI), 네트

워크 기반 추론(NBI)이다. 이 중 NBI는 4개의 벤치마크 데이터 세트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거두었

다. 그 후 FDA 승인 및 실험용 약물 타겟 바이너리 링크 12,483개를 기반으로 NBI와 함께 약물 대

상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일부 새로운 DTI가 더욱 예측되었다. 인 비트로(in vitro) 분석 결과, 몬

텔루카스트(montelukast), 디클로페낙(diclofenac), 심바스타틴(simvastatin), 케토코나졸(ketoconazole), 

이트라코나졸(itraconazole) 등 5개의 오래된 약물이 에스트로겐 수용체 또는 dipeptidyl peptidase-IV

에 대해 절반의 최대 억제 또는 0.2~10µM의 유효 농도를 갖는 다혈질학적 특징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다. 더욱이 심바스타틴과 케토코나졸은 MTT 검사의 인간 MDA-MB-231 유방암 세포 라인에

서 강력한 항진화 활동을 보였다. 그 결과는 이러한 방법이 DTI 예측과 약물 재배치 시 강력한 도

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표도면

https://doi.org/10.1371/journal.pcbi.10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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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Front. Pharmacol., 09 October 2018

논문명 Network-Based Methods for Prediction of Drug-Target Interactions

기관 East China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저자 Zengrui Wu 외 다수

공개일 2018-10-09

DOI https://doi.org/10.3389/fphar.2018.01134 

요약

약물-표적 상호작용(DTI)은 약물 발견의 기본이다. 그러나 DTI를 실험적으로 결정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지난 10년 동안, 높은 효율과 낮은 비용으로 잠재적 DTI를 예측하기 위한 다양

한 계산 방법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방법은 분자 도킹 기반, 약리학적 도킹 기반, 유사성 기반, 기

계 학습 기반, 네트워크 기반 방법 등 몇 가지 범주로 대략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표적과 네

거티브 표본의 3차원 구조에 의존하지 않는 네트워크 기반 방식은 다른 방법보다 큰 장점을 보였

다. 이 논문에서는 DTI 예측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 방법, 특히 추천 알고리즘에서 도출된 네트워크 

기반 추론(NBI)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네트워크 기반 방법론의 방법론과 평가를 먼저 소개

한 다음, 치료 효과나 안전성 문제의 분자 메커니즘의 표적 예측과 설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

들의 응용에 중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기반 방법에 대한 한계와 전망이 논의되었다. 

한마디로, 네트워크 기반 방법은 약물 용도 변경, 신약 발견, 시스템 약리학 및 시스템 독성학 연

구에 대한 새로운 도구를 제공한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https://doi.org/10.3389/fphar.2018.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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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Molecules 2019, 24(9), 1714

논문명 Revealing Drug-Target Interactions with Computational Models and Algorithms 

기관 Hunan University of Technology 외 다수

저자 Liqian Zhou 외 다수

공개일 2019-05-02

DOI https://doi.org/10.3390/molecules24091714 

요약

가능한 약물-표적 상호작용(DTI)을 식별하는 것은 약물 연구와 개발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고

성능 스크리닝이 가능해지고 있지만, 실험적 방법은 극히 높은 비용과 낮은 성공률, 시간 소비 때

문에 검증 공간을 좁힌다. 따라서 DTI 후보를 추론하기 위해 다양한 연산 모델이 이용되어 왔다. 

방법: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패키지를 도입하였으며, 주로 네트워크 기반 알고리즘과 머신러닝 기

반 방법 등 DTI 식별을 위한 연산 모델의 종합적인 검토를 제공하였다. 특히 머신러닝 기반 방식

은 주로 bipartite local model, matrix factorization, 정규화된 최소 제곱법, 딥러닝 등이 있다. 연산 

방식은 DTI 예측 과정에서 상당한 개선 효과를 얻었지만 이 모델에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DTI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잠재적 방안과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https://doi.org/10.3390/molecules2409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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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PLoS ONE 15(1):e0226484.

논문명
Drug-target interaction prediction using Multi Graph Regularized Nuclear 

Norm Minimization

기관 IIIT-Delhi

저자 Aanchal Mongia, Angshul Majumdar 

공개일 2020-01-16

DOI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26484

요약

약물과 표적 단백질 사이의 잠재적 상호작용의 확인은 제약 과학에서 매우 중요하다. 게놈 약물 

발견에서 상호작용에 대한 실험적인 검증은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실험 검증을 위한 

검색 공간을 좁히기 위해 잠재적인 약물-표적 상호작용을 예측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인실

리코(in silico) 기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프레임워크, 즉 알려진 약물-표적 상호작용 

네트워크, 약물에 대한 유사성, 표적과 대상 단백질의 세 가지 입력으로부터 약물과 표적 단백질 

사이의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Multi-Graph Regularized Nuclear Norm Minimization이라는 새로운 프레

임워크를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그래프에 의해 인코딩된 약물과 표적의 근점성으로 구성된 

low-rank 상호작용 매트릭스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춘다. 약물 표적 상호작용(DTI) 예측에 관한 이전 

연구에서는 약물과 표적 유사점을 통합하는 것이 원본 데이터의 국부적 기하학적 구조를 보존함으

로써 데이터 manifold를 더 잘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유사성 조합이 예측 작업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따라서 우리는 근접성을 완전히 포착하기 위해 다양한 다중 약물-약물 유사점과 표적-표적 유

사점을 다중 그래프 라플라시안(약물/표적) 정규화 항(regularization term)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

다. 표준 평가 메트릭스(AUPR 및 AUC)를 사용하는 4개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한 광범위한 교차 

검증 실험 결과, 제안된 알고리즘이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고 최근 최신 컴퓨팅 방법을 큰 폭으로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는 아래 사이트에서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https://github.com/aanchalMongia/MGRNNMforDTI

대표도면

돌아가기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26484
https://github.com/aanchalMongia/MGRNNMforD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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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Mol. BioSyst., 2016,12, 520-531

논문명
Prediction of drug–target interaction by label propagation with mutual 

interaction information derived from heterogeneous network

기관 Northwestern Polytechnical University

저자 Xiao-Ying Yan 외 2명

공개일 2015-12-01

DOI https://doi.org/10.1039/C5MB00615E 

요약

잠재적 약물-표적 상호작용 쌍의 식별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단백질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약물 연구, 특히 약물 기능의 재배치에도 유용하다. 최근에는 약물-표적 상호작용 

예측을 위한 수많은 머신러닝 기반 알고리즘(예: 커널 기반, 매트릭스 인자화 기반 및 네트워크 기

반 추론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이 모든 방법은 유사한 약물이 유사한 단백질을 표적으로 삼는 

경향이 있고 약물과 표적 단백질 사이의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데 더 나은 결과를 산출한다는 가정

을 암묵적으로 이용한다. 예측의 정확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LPMIHN이라고 이름 붙인 이종 

네트워크로부터 도출된 상호 상호작용 정보를 이용하는 네트워크 기반 라벨 전파(label 

propagation)의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여 잠재적인 약물-표적 상호작용을 추론한다. LPMIHN은 약물 

및 표적 유사성 네트워크에 대해 별도로 라벨 전파를 수행하지만, 표적(또는 약물) 네트워크의 초

기 라벨 정보는 약물(또는 표적) 라벨 네트워크와 알려진 약물-표적 상호작용 이분그래프(bipartite) 

네트워크로부터 나온다. 각 유사성 네트워크의 독립적 라벨 전파는 해당 네트워크의 클러스터 구

조를 탐색하고, 다른 네트워크의 라벨 정보를 사용하여 유사성 네트워크의 각 쌍에 있는 노드들 

사이의 상호작용(바이클러스터 구조)을 포착한다. 2진 약물-표적 상호작용의 4가지 인기 벤치마크 

데이터셋과 2개의 정량적 키나아제 생체활동 데이터셋에 대한 다른 최신 방법과 비교하여 LPMIHN

은 AUC와 AUPR 측면에서 최상의 결과를 달성한다. 또한 LPMIHN에서 예측한 유망한 약물-표적 쌍

들 중 다수는 ChEMBL, KEGG, SuperTarget, Drugbank 등 최근 공개된 약물-표적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의 LPMIHN 방법의 효과를 입증하며, LPMIHN이 약물-표적 상

호작용을 예측하는 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https://doi.org/10.1039/C5MB0061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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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Science 886, pp. 263-266

논문명 Drug Target Identification Using Side-Effect Similarity

기관 European Molecular Biology Laboratory (EMBL)

저자 Peer Bork 외 4명

공개일 2008-07-11

DOI https://doi.org/10.1126/science.1158140

요약

화학적 구조나 세포주 간 활동에서의 유사성을 이용함으로써, 약물의 타겟은 지금까지 분자나 세

포 특성에 기초하여 예측되어 왔다. 우리는 두 약물이 타겟을 공유하는지 여부를 유추하기 위해 

표현형 상의 부작용의 유사점을 이용했다. 약물-약물 관계 주도의 1018개의 부작용 네트워크에 

746개의 시판 약물이 적용되었으며, 그 중 261개는 화학적으로 다른 치료적 적응증으로부터 다른 

약물들에 의해 형성된다. 우리는 이러한 예상치 못한 약물-약물 관계 중 20개를 실험하고 인 비트

로 바인딩 분석을 통해 13개의 가능성이 있는 약물-타겟 관계를 검증했으며, 그 중 11개는 10 마

이크로몰라(micromolar) 이하의 억제 상수를 나타낸다. 이 중 9건은 세포 분석에서 시험되고 확인

되었으며, 분자 상호작용을 유추하기 위해 표현형 정보를 사용하는 것의 타당성을 문서화하고 시

판된 약물의 새로운 사용을 암시했다.

돌아가기

https://doi.org/10.1126/science.115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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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Scientific Reports volume 6, Article number: 35996 (2016)

논문명
DPDR-CPI, a server that predicts Drug Positioning and Drug Repositioning via 

Chemical-Protein Interactome

기관 IBM Thomas J. Watson Research Center 외 다수

저자 Heng Luo 외 다수

공개일 2016-11-02

DOI https://doi.org/10.1038/srep35996

요약

신약 개발 비용이 지난 몇 년간 급격히 증가했다. 합리적인 투자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계

와 학계의 약물 발견 연구자들이 초기 파이프라인 분자에 대해 가능한 모든 약물적용 가능성을 식

별하는 것이 유용하다. 위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으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약물 후보 포지셔

닝" 또는 "약물 포지셔닝"이라는 용어를 제안한다. 기존 약물에 대한 새로운 용도를 파악하고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약물 재창출과는 구별된다. 많은 치료 효과가 예상치 못한 약물-단백질 상호작

용에 의해 매개되기 때문에, 화합물-단백질 상호작용(CPI) 프로파일을 분석하여 약물적용을 예측하

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기서는 소분자 구조만으로 실시간 예측이 가능한 서버 DPDR-CPI를 소개한

다. 사용자가 분자를 제출하면 서버는 611개의 인간 단백질에 도킹하여 예측에 사용할 수 있는 특

징들에 대한 CPI 프로필을 생성한다. 상위 예측된 최대 1,000개의 인간 질병에 대한 입력 분자의 

관련성 가능성(likelihood of relevance)을 제시할 수 있다. DPDR-CPI는 10배 교차 검증 시 0.78의 전

체 AUROC를 달성했고 독립 유효성 검증 시 0.76의 AUROC를 달성했다. 이 서버는 

http://cpi.bio-x.cn/dpdr/을 통해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https://doi.org/10.1038/srep3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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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Oncogene volume 34, pages1341–1353(2015)
논문명

Drug-repositioning screening identified piperlongumine as a direct STAT3 

inhibitor with potent activity against breast cancer

기관 Baylor College of Medicine 외 다수

저자 U Bharadwaj 외 다수

공개일 2014-03-31

DOI https://doi.org/10.1038/onc.2014.72

요약

Signal transducer and activator of transcription(STAT) 3은 암세포 성장, 세포사멸 저항성, DNA 손상 

반응, 전이, 면역 탈출(immune escape), 종양 혈관형성(tumor angiogenesis), Warburg 효과, 암유전

자 중독(oncogene addiction) 등 암의 많은 주요 특징을 조절하며 암 치료의 약물 대상으로 검증되

었다. 유방암에서 Stat3를 타겟으로 하는 요인을 식별하기 위해 몇 가지 전략이 사용되었지만 아직 

임상 용도로 사용된 것은 없다. 우리는 대량 신속처리 형광현미경 탐색 전략(high-throughput 

fluorescence microscopy search strategy)을 사용하여 약물 재사용 라이브러리(Prestwick 라이브러

리)에서 Stat3의 리간드 유도 핵 변환을 차단하는 화합물을 식별하고, pepper Piper longumine의 열

매로부터 추출된 천연물인 Piperlongumine(PL)을 식별했다. PL은 Stat3 핵 변환을 억제하고, 리간드 

유도 및 구성 Stat3 인산화의 억제, 다중 Stat3 조절 유전자의 변조된 발현을 억제했다. Surface 

plasmon resonance 분석 결과 PL은 phosphotyrosyl peptide ligand에 대한 Stat3의 결합을 직접적으

로 억제했다고 밝혔다. Phosphoprotein 항체 배열 분석 결과 PL은 Janus kinase, Src kinase family 

또는 receptor tyrosine kinases와 같은 Stat3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알려진 키나제를 변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L은 pStat3 또는 total Stat3가 증가된 복수의 유방암 세포 라인의 앵커리지 독립

적이고 앵커리지 의존적인 성장을 억제하고 사멸을 유도했다. PL은 또한 종양 세포에 의한 

mammosphere formation을 환자로부터 파생된 이종교배로부터 억제했다. PL의 반독점적 기능은 

Stat3 억제 효과와 인과적으로 연계되었다. PL은 생쥐에서 14일 동안 하루 최대 30mg/kg의 용량까

지 독성이 없었으며 nude 생쥐에서 유방암 세포 라인 이종교배 퇴행의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PL

은 Stat3가 역할을 하는 다른 암뿐만 아니라 유방암 치료에 사용하기 위해 클리닉에 빠르게 진입

할 수 있는 유망한 새로운 에이전트임을 나타낸다.

돌아가기

https://doi.org/10.1038/onc.20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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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Semin Cancer Biol. 2020 Jan 3;S1044-579X(19)30409-2.

논문명 Machine and deep learning approaches for cancer drug repurposing

기관 University of Miami School of Medicine 외 다수

저자 Naiem T. Issa 외 다수

공개일 2020-01-03

DOI https://doi.org/10.1016/j.semcancer.2019.12.011

요약

암의 시작, 진행, 전이의 기초에 대한 지식은 최근 몇 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머신러닝

(machine learning) 및 인공지능(deep learning) 방법과 결합된 진보된 "오믹스"는 약리학적 변조에 

순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중요한 타겟과 경로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현재의 항암 

치료용 방법 및 약물들이 계속 뒤처지고 있다. 신약 개발 비용이 여전히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알려진 안전성 프로파일과 비용 장벽의 감소에 따라 기존 승인 및 조사 의약품의 용도 변경을 모

색한다. 특히, 항암제의 용도 변경에 대한 성공은 드물었다. 새로운 질병 관련 대상을 찾고 새로운 

약물-대상 및 약물-표현형 연관성을 발견하기 위해 생물학적 과정을 모델링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한 in silico 전략이 개발되었다. 기계와 심층 학습 방법은 특히 그러한 성공에

서 도약을 가능하게 했다. 이 검토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이 암 생물학 및 종양 질환의 약물 용도 

변경을 위한 면역 조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논의될 것이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2번 데이터)

돌아가기
(9번 데이터)

https://doi.org/10.1016/j.semcancer.2019.1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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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Expert Rev Clin Pharmacol. 2013 Mar;6(2):95-7

논문명 Drug repurposing a reality: from computers to the clinic

기관 University of Miami School of Medicine 외 다수

저자 Naiem T. Issa 외 다수

공개일 2014-01-10

DOI https://doi.org/10.1586/ecp.12.79

요약

현대 의약품 발견은 비용, 개발 시간 및 안전 문제가 증가하면서 파이프라인 감소로 인해 매우 낮

은 성공 확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연한 발견이 감소함에 따라, 기존의 약물 발견에서 현재 

승인된 약물이 새로운 적응증을 위해 용도 변경되는 약물 재창출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질병, 대상, 경로, 기능을 평가하거나 재평가하는 기술은 계속 진화하여 무작위 선별이 아

닌 연구 주도의 재창출이 이제는 신속한 약물 개발을 위한 실행 가능한 전략 모델이 되었다. 실제

로 의약품 개발비 절감과 기한 단축을 기약하며 재창출 건수가 급성장하고 있다. 제약회사와 학회 

등이 의약품 재창출을 이용해 다수의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적응증 승인률이 증가하

고 있다. 이전에 성공적인 임상시험을 고려할 때 승인된 약물을 활용하는 주요 장점은 새로운 적

응증을 위해 2단계 임상시험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률 증가와 비용, 자

원 및 개발 시간 감소의 이점은 의약품 개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상적인 프로세스의 재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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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Curr Top Med Chem. 2013;13(18):2328-36

논문명
Drug Repurposing: Translational Pharmacology, Chemistry, Computers and the 

Clinic

기관 University of Miami School of Medicine 외 다수

저자 Naiem T. Issa 외 다수

공개일 2013

DOI https://doi.org/10.2174/15680266113136660163

요약

최소한의 부작용만으로 원하는 임상적 효과를 이끌어내는 약리학적 화합물을 발견하는 과정이 난

제다. 고성능 컴퓨팅과 대규모 선별 기술이 등장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리적 위치

에 위치한 식물에서 유래한 암치료제나 erythema nodosum leprosum 치료제인 탈리도마이드의 경

우처럼 약물 발견은 주로 우연한 시도였다. 좀 더 최근에, de novo 약물 발견은 이미 알려진 화합

물/단백질 타겟과 그 구조에 기초하여 약물-타겟 효과 가설이 성립되는 보다 합리화된 과정이 되

었다. 비록 이 접근법이 가설 중심이지만, 실제 성공은 매우 낮았고, 연구 개발 비용이 치솟는 것

은 물론 미국의 제약 파이프라인 감소에 기여했다. 이 리뷰에서는 in silico 에서 약물-타겟 효과 

가설을 완전히 생성 및 검증하기 위해 고성능 컴퓨팅(HPC)을 사용하는 치료목적으로 사용가능한 

성공적인 약물 발견 및 구현으로 차세대 계산 약리학의 개발에 대해 논의한다. HPC를 사용하면 체

외, 동물 및 인체 시험 전에 생산성이 향상되는 동시에 개발 시간과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우리는 

임상적으로 효과적인 의약품을 설계할 수 있는 잠재적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화학정보학, 생물정

보학 및 네트워크 생물정보학에서 접근방식을 강조한다. 또한 현재 승인된 의약품을 가능한 새로

운 적응증에 대한 임상시험으로 다시 효율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 약물 재창출이라는 맥락에서 이

러한 접근방식을 고정밀도 계산 예측을 위한 통합 방법론에 결합하는 것이 갖는 영향에 대해 논의

한다.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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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Oncotarget. 2017 Feb 21; 8(8): 12576–12595
논문명

The repurposed anthelmintic mebendazole in combination with trametinib 

suppresses refractory NRASQ61K melanoma

기관 Georgetown University Medical Center

저자 Cynthia M. Simbulan-Rosenthal 외 다수

공개일 2017-02-02

DOI https://doi.org/10.18632/oncotarget.14990 

요약

무작위 화학 검사에 더해 구조 기반의 약품 재창출은 이제 신속한 약물 개발을 위한 실행 가능한 

경로가 되었다. Kinase 분석과 결합된 proteochemometric 계산법은 특히 BRAFWT와 BRAFV600E 둘 

다 암에서 중요한 kinase를 결합하고 억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mebendazole(MBZ)가 

MEK 억제제 trametinib과 시너지를 일으켜 BRAFWT-NRASQ61K 흑색종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MEK와 ERK 인산화를 현저히 감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역상 단백질 어레이(RPA)와 immunoblot 

분석 결과, trametinib과 MBZ 모두 MAPK 경로를 억제하고 있으며, 클러스터 분석 결과 단백질 클

러스터는 MEK 및 ERK의 인산화 억제효과가 10분 이내로 나타났으며, EIK1 및 RSK를 포함한 직간

접적인 다운스트림 타겟들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 및 translation 반응이 나타남으로써, 강력한 

MBZ+trametinib 반응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세포주기를 타겟으로 하는 cMYC 포함한 ERK의 다

운스트림들은 발현이 억제되었으며, 이는 세포주기의 S-phase가 MBZ+trametinib으로 억제된다는 것

과 동일한 결과였으며, 조각난 CASPASE-3, 조각난 PARP, 그리고 sub-G1 모집단을 포함한 세포사

멸 마커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데이터는 NRASQ61mut 

또는 기타 비 V600E BRAF 돌연변이 멜라노마 환자에 대해 잘 결합한 비특허 승인 약물인 MBZ를 

trametinib과 결합한 치료 옵션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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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J. Med. Chem. 2012, 55, 15, 6832–6848
논문명

Predicting New Indications for Approved Drugs Using a Proteochemometric 

Method

기관 Georgetown University Medical Center

저자 Sivanesan Dakshanamurthy 외 다수

공개일 2012-07-10

DOI https://doi.org/10.1021/jm300576q

요약

대상 식별에서 클리닉으로 연결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의도하지 않은 대상을 활성화하거나 억

제(재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이미 승인된 약물을 식별하는 것이다. 이것은 보통 높은 처

리량의 화학적 선별, 전사체의 일치, 또는 in silico 리간드 도킹 등의 방법으로 달성된다. 우리는 

이제 신약-타겟 상호작용 공간을 매핑하고 새로운 사용을 예측하기 위해 "트레인, 매치, 핏, 효율

화"(TMFS)라고 불리는 새로운 급속 연산 proteochemometric 방법을 설명한다. TMFS 방법은 리간드

의 도킹 점수와 기능 접촉점을 포함한 형상, 위상, 화학적 시그니처를 결합하여 약물과 대상의 잠

재적 상호작용을 현저한 정확도로 예측한다. TMFS 방법을 사용하여 2335개의 인간 단백질 결정 

구조에 걸쳐 3671개의 FDA 승인 약물에 대한 광범위한 분자 적합 연산을 수행했다. TMFS 방법은 

대부분의 약물에 대해 91%의 정확도로 약물-타겟 연관성을 예측한다. 대상별로 알려진 베스트 리

간드의 58% 이상이 상위권으로 정확하게 예측됐고, 전체 3671개 약물 중 상위 10개, 20개, 30개, 

40개 약품 중 에이전트가 각각 66%, 76%, 84%, 91%로 뒤를 이었다. 특정 타겟에 대해 실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위 1~40위 안에 든 약물이 이제는 재창출 대상이 된다. 또한, 우리는 TMFS 방법

을 사용하여 최근에 발견되었으며 예상치 못한 항암 특성을 가진 antiparasitic 약물인 mebendazole

이 VEGFR2를 억제할 수 있는 구조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우리는 실험적으로 

mebendazole이 VEGFR2 kinase 활성과 혈관신생을 후충에서 알려진 효과와 비교 가능한 양으로 억

제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TMFS는 surface plasmon resonance 방법으로 dimethyl celecoxib와 항염증

제 celecoxib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중요한 접착분자인 cadherin-11과 타겟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 

불량 예후성 악성종양과 결합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우리는 우리의 TMFS 방법을 전 세계적으로 

모든 대상에 걸쳐 이용할 수 있는 27,000 이상의 임상 활성 에이전트까지 확장하는 것이 새로운 

치료 타겟을 위한 기존 약물의 재창출에 가장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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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Journal of Molecular Biology, 07 Feb 2007, 368(1):283-301

논문명 Shape Variation in Protein Binding Pockets and their Ligands

기관 European Bioinformatics Institute 외 1

저자 Abdulah Kahraman 외 3명

공개일 2007-02-07

DOI https://doi.org/10.1016/j.jmb.2007.01.086

요약

단백질 결합 주머니의 모양에 대한 일반적인 가정은 그것들이 그곳에 결합할 수 있는 작은 리간드 

분자의 모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가정이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가? 여기서는 최근

에 개발된 모양 매칭 방법을 사용하여 단백질 결합 주머니의 모양과 리간드의 모양을 비교한다. 

우리는 같은 리간드를 묶는 주머니들이 리간드의 순응적 가변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것보다 그

들의 모양에서 더 큰 변화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기하학적 상호보완성이 분

자 인식을 추진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양과 크기만을 고

려할 때 리간드에 대한 바인딩 포켓의 인식력의 상당한 부분이 그 모양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우리는 "버퍼 존" 또는 리간드와 단백질 사이의 자유 공간 영역을 관찰하는데, 이는 그들이 

묶는 리간드보다 평균 3배 더 큰 결합 주머니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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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코드 KR 특허번호 KR102034271B1

발명의 명칭
유전자 네트워크 구축 장치 및 방법(apparatus and method for 

constructing gene network)

출원인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발명자 박상현 | 박치현 | 안재균 | 최종환 | 오일환

출원번호 2017-0169332 출원일 2017.12.11

공개번호 10-2019-0069008 공개일 2019.06.19

등록번호 2034271 등록일 2019.10.14

법적상태 등록 메인 IPC G16B-005/00

패밀리 KR20190069008A, KR102034271B1, WO2019117400A1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5f5ce24a-8ffa-4856-aeb8-53c29685b6d6

요약

본 발명은 유전자들의 상호 정보량을 기초로 유전자 샘플들 중에서 유전자 쌍들을 선택하고 이 유

전자 쌍들로부터 알츠하이머 병과 관련된 서브 네트워크를 추출하여 알츠하이머 병에 특이적인 유

전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유전자 네트워크 구축 장치 및 방법을 제안한다. 본 발명에 따른 장치

는 AD(Alzheimer's Disease) 질환이 없는 자들과 관련된 유전자들의 제1 상호 정보량 및 AD 질환이 

있는 자들과 관련된 유전자들의 제2 상호 정보량을 기초로 미리 정해진 유전자 샘플들 중에서 AD 

질환과 관련된 제1 유전자 쌍들을 선택하는 유전자 쌍 선택부; 각 유전자 쌍의 경로에 대한 정보

를 기초로 노드 프로퍼티를 이용하여 제1 유전자 쌍들을 통합시키는 유전자 쌍 통합부; 제1 유전

자 쌍들이 통합되면 시드 기반 탐색 방법을 기초로 AD 질환과 관련된 서브 네트워크들을 추출하

는 서브 네트워크 추출부; 및 AD 질환과 관련된 서브 네트워크들을 기초로 AD 질환에 특이적인 

유전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유전자 네트워크 구축부를 포함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AD(Alzheimer's Disease) 질환이 없는 자들과 관련된 유전자들의 제1 상호 정보량(mutual 

information) 및 상기 AD 질환이 있는 자들과 관련된 유전자들의 제2 상호 정보량을 기초로 미리 

정해진 유전자 샘플들 중에서 상기 AD 질환과 관련된 제1 유전자 쌍(gene pair)들을 선택하는 유전

자 쌍 선택부; 특정 유전자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신호 전달 경로(Pathways)를 기초로 상기 AD 

질환과 관련하여 해당 노드가 갖는 속성인 노드 프로퍼티(node property)를 이용하여 상기 제1 유

전자 쌍들을 통합시키는 유전자 쌍 통합부; 상기 제1 유전자 쌍들이 통합되면 시드 기반 탐색 방

법(seed based search)을 기초로 상기 제1 유전자 쌍들이 통합되어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상기 AD 

질환과 관련된 서브 네트워크들을 추출하는 서브 네트워크 추출부; 및 상기 AD 질환과 관련된 서

브 네트워크들을 기초로 상기 AD 질환에 특이적인 유전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유전자 네트워크 

구축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전자 네트워크 구축 장치.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5f5ce24a-8ffa-4856-aeb8-53c29685b6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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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03
구분

관련 특허

동일 발명자의 특허

기술 분류

3. 유전자 발현 프로파

일에 기반한 접근법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3-1.유전자-질병 간 연관성

1-2. 타겟-약물 간 연관성

국가코드 KR 특허번호 KR1839572B1

발명의 명칭
질병 관련 유전자 관계 분석 장치 및 방법(apparatus analyzing 

disease-related genes and method thereof)

출원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발명자 박상현 | 김정우

출원번호 2017-0155272 출원일 2017.11.21

공개번호 - 공개일 2018.03.16

등록번호 1839572 등록일 2018.03.12

법적상태 등록 메인 IPC G06F-019/18

패밀리 KR101839572B1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fcd8e92f-bdaa-416b-9253-bcb0b550ee82

요약

본 발명은 유전자 관계를 분석하는 장치로서, 유전자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특정 질병과 관련

한 후보 유전자들을 검색할 수 있는 유전자 관계 분석 장치를 개시한다. 본 발명의 유전자 관계 

분석 장치는 적어도 하나의 유전자 심볼을 이용하여 유전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텍스트 데이

터를 검색하고, 상기 검색된 텍스트 데이터에서 상기 유전자 심볼이 조합된 유전자 조합 심볼을 

검출하는 조합 심볼 검출부; 상기 검출된 유전자 조합 심볼에 기반하여 상기 유전자 심볼을 노드

로 하고 상기 유전자의 관계를 엣지로 나타내는 지역 유전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기 구축된 

지역 유전자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통합 유전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통합 네트워크 구축부; 및 상

기 통합 유전자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 심볼 우선순위를 결

정하고 상기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상기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들의 관계를 분석하는 분석부; 를 

포함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분석하고자 하는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 심볼로 이미 알려진 종자 유전자 심볼을 획득

하는 종자 유전자 심볼 획득부; 상기 획득된 종자 유전자 심볼을 이용하여 상기 종자 유전자에 관

한 정보를 포함하는 텍스트 데이터를 검색하고, 상기 검색된 텍스트 데이터에서 상기 유전자 심볼

이 조합된 유전자 조합 심볼을 검출하는 조합 심볼 검출부; 상기 검출된 유전자 조합 심볼에 기반

하여 상기 유전자 심볼을 노드로 하고 상기 유전자의 관계를 엣지로 나타내는 지역 유전자 네트워

크를 구축하고, 상기 구축된 지역 유전자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통합 유전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통합 네트워크 구축부; 및 상기 통합 유전자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 심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상기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들의 

관계를 분석하는 분석부; 를 포함하고, 상기 분석부는 상기 구축된 통합 유전자 네트워크를 기반

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 심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우선순위 결정부; 를 더 

포함하며, 상기 우선순위 결정부는 상기 구축된 통합 유전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나의 노드에 

연결된 다른 노드의 수에 관한 제1 기준치를 산출하는 제1 기준치 산출부; 상기 하나의 노드를 상

기 다른 노드와 연결하는 엣지의 가중치에 관한 제2 기준치를 산출하는 제2 기준치 산출부; 및 상

기 통합 유전자 네트워크상에서 임의의 두개 노드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경로에서 상기 하나의 

노드가 노출되는 빈도수에 관한 제3 기준치를 산출하는 제3 기준치 산출부; 를 더 포함하고, 상기 

산출된 제1 기준치, 제2 기준치 및 제3 기준치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여 상기 유전자 심볼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전자 관계 분석 장치.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fcd8e92f-bdaa-416b-9253-bcb0b550ee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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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03
구분

관련 특허

동일 발명자의 특허

기술 분류

3. 유전자 발현 프로파

일에 기반한 접근법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3-1.유전자-질병 간 연관성

1-2. 타겟-약물 간 연관성

국가코드 KR 특허번호 KR20170090093A

발명의 명칭
질병 관련 유전자 관계 분석 방법 및 그 장치(method and apparatus for 

analyzing disease-related genes)

출원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발명자 박상현 | 김정우 | 김현진 | 윤영미

출원번호 2016-0010529 출원일 2016.01.28

공개번호 2017-0090093 공개일 2017.08.07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공개 메인 IPC G06F-019/26

패밀리 KR20170090093A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592819f0-1967-4529-95cf-2bb36f1dd8c2

요약

본 발명은 유전자 관계를 분석하고,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를 검색하는 방법과 그 장치에 관한 것

이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유형에 따른 유전자 관계 분석 방법은, 생물학 문헌을 전처리하

여 제목 및 본문을 포함하는 텍스트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추출한 텍스트 데이터를 문장 

단위로 구분하고, 상기 구분한 문장을 구문 분석하여 상기 문장에 적어도 2개 이상의 유전자 명사

가 포함된 경우 상기 유전자의 쌍을 추출하는 단계; 상기 텍스트 데이터에서 추출된 유전자를 노

드로 하는 네트워크 그래프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유전자의 쌍의 상기 텍스트 데이터에서의 출현 

횟수에 따라 제1 가중치를 산출하는 단계; 상기 유전자의 쌍을 검색 엔진에서 검색하고, 상기 검

색 결과 수에 따라 제2 가중치를 산출하는 단계; 상기 제1 가중치와 제2 가중치를 가중합하여 상

기 네트워크 그래프에서의 노드 간 연결 에지의 가중치를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유전자 관계 분석 방법에 있어서, 생물학 문헌을 전처리하여 제목 및 본문을 포함하는 

텍스트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추출한 텍스트 데이터를 문장 단위로 구분하고, 상기 구분

한 문장을 구문 분석하여 상기 문장에 적어도 2개 이상의 유전자 명사가 포함된 경우 상기 유전자

의 쌍을 추출하는 단계;  상기 텍스트 데이터에서 추출된 유전자를 노드로 하는 네트워크 그래프

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유전자의 쌍의 상기 텍스트 데이터에서의 출현 횟수에 따라 제1 가중치를 

산출하는 단계;  상기 유전자의 쌍을 검색 엔진에서 검색하고, 상기 검색 결과 수에 따라 제2 가

중치를 산출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가중치와 제2 가중치를 가중합하여 상기 네트워크 그래프에

서의 노드 간 연결 에지의 가중치를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전자 관계 

분석 방법.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592819f0-1967-4529-95cf-2bb36f1dd8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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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03
구분

관련 특허

동일 발명자의 특허

기술 분류

3. 유전자 발현 프로파

일에 기반한 접근법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3-1.유전자-질병 간 연관성

1-2. 타겟-약물 간 연관성

국가코드 KR 특허번호 KR101771042B1

발명의 명칭
질병 관련 유전자 탐색 장치 및 그 방법(apparatus and method for 

selection of disease associated gene)

출원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발명자 박상현 | 김현진

출원번호 2015-0008040 출원일 2015.01.16

공개번호 2016-0088663 공개일 2016.07.26

등록번호 1771042 등록일 2017.08.18

법적상태 등록 메인 IPC G06F-019/24

패밀리 KR20160088663A, KR101771042B1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d5bbc6b8-3269-44f5-aab9-14c122999101

요약

 본 발명은 질병 관련 유전자를 탐색하는 장치와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유사한 유전

자 발현 패턴을 보이는 샘플들로부터 유전자 발현량을 예측할 때, 서로 다른 두 질병 조건 사이에

서 예측되는 유전자 발현량의 정확도 정도의 차이를 점수화하여, 보다 큰 차이를 보이는 유전자를 

해당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로 선별함으로써, 주어진 샘플 군에서 생물학적 프로세스와 연관된 핵

심 질병 관련 유전자를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선별하는 질병 관련 유전자 탐색 장치 및 그 방

법을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질병 관련 유전자 탐색 장치는 미리 정해진 일정한 

종류의 유전자들에 대하여 복수 개의 샘플들의 유전자 발현량 정보를 포함하는 유전자 발현량 데

이터를 입력받고, 상기 샘플의 유전자 발현량 간에 미리 정해진 정도 이상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상기 샘플들을 각 상기 샘플의 이웃샘플로 선정하고, 상기 각 샘플 별로 선정된 이웃샘플들의 유

전자 발현량을 이용하여 상기 각 샘플의 유전자 발현량을 예측하는 협업 필터링부; 및 상기 협업 

필터링부에서 예측된 상기 각 샘플의 유전자 발현량인 유전자 발현량 예측 데이터와 상기 유전자 

발현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상기 유전자의 질병 관련성 점수를 산출하는 질병 관련성 점수 산

출부를 포함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질병 관련 유전자 탐색 장치에 있어서, 미리 정해진 일정한 종류의 유전자들에 대하여 

복수 개의 샘플들의 제1 유전자 발현량 정보를 포함하는 제1 유전자 발현량 데이터를 입력받고, 

상기 복수 개의 샘플들 중에서 자신의 상기 샘플을 제외한 나머지 상기 샘플들 중에서 상기 샘플

의 제1 유전자 발현량 간에 미리 정해진 정도 이상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상기 샘플들을 각 상기 

샘플의 이웃샘플로 선정하고, 상기 각 샘플 별로 선정된 이웃샘플들의 제1 유전자 발현량을 이용

하여 상기 각 샘플의 제2 유전자 발현량을 예측하는 협업 필터링부; 및 상기 협업 필터링부에서 

예측된 상기 각 샘플의 제2 유전자 발현량에 관한 제2 유전자 발현량 예측 데이터와 상기 제1 유

전자 발현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상기 유전자의 질병 관련성 점수를 산출하는 질병 관련성 점

수 산출부 를 포함하며, 상기 제1 유전자 발현량 데이터는 상기 제1 유전자 발현량 값을 나타내는 

2차원의 제1 유전자 발현량 행렬로 표현되고, 상기 제2 유전자 발현량 예측 데이터는 상기 제2 유

전자 발현량 값을 나타내는 2차원의 제2 유전자 발현량 예측 행렬로 표현되며, 상기 제2 유전자 

발현량 예측 데이터는 상기 이웃샘플의 특정 유전자의 제1 유전자 발현량 및 상기 이웃샘플의 제1 

유전자 발현량의 평균값 간의 차이값에 대하여, 상기 샘플의 제1 유전자 발현량 및 상기 이웃샘플

의 제1 유전자 발현량로부터 산출한 상관계수를 적용하여 정규화하고, 상기 샘플의 제1 유전자 발

현량의 평균값을 더한 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 관련 유전자 탐색 장치.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d5bbc6b8-3269-44f5-aab9-14c12299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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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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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3 구분 동일 발명자의 특허

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2. 타겟-약물 간 연관성

국가코드 KR 특허번호 KR101776094B1

발명의 명칭
네트워크 기반의 약제 효능 평가 장치 및 방법(apparatus and method for 

assessing effects of drugs based on networks)

출원인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발명자 윤영미 | 오민 | 안재균

출원번호 2015-0020364 출원일 2015.02.10

공개번호 2016-0097903 공개일 2016.08.18

등록번호 1776094 등록일 2017.09.01

법적상태 등록 메인 IPC G06F-019/12

패밀리 US2016232309A1, KR101776094B1, KR20160097903A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836b61a6-fcea-4543-a9e7-39897c177eea

요약

본 발명은 네트워크 기반의 약제 효능 평가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약제 및 질병 사이의 관

련도를 약제 인접성 또는 질병 인접성에 근거한 추론 및 유전자 모듈과 질병의 거리에 근거한 추

론 중 적어도 하나에 의하여 산출하는 단계, 상기 관련도를 피처로 삼는 학습 기법을 사용하여 약

제 및 질병 사이의 관련 여부를 결정하는 분류기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분류기를 사용하여 약

제 및 질병 사이의 관련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단백질간 반응 데이터베이스 및 단백

질과 유전자 관련성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하여 구축한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약제가 효능을 보일 수 

있는 약제 대 질병 관계를 검색하고 약제의 분자적 반응을 평가함으로써 보다 정밀하고 민감하게 

약제의 새로운 효능을 발견할 수 있고, 신약 개발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약제 및 질병 사이의 관련도를 약제 인접성 또는 질병 인접성에 근거한 추론 및 유전

자 모듈과 질병의 거리에 근거한 추론 중 적어도 하나에 의하여 산출하는 단계; 상기 관련도를 피

처로 삼는 학습 기법을 사용하여 약제 및 질병 사이의 관련 여부를 결정하는 분류기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분류기를 사용하여 약제 및 질병 사이의 관련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약제 인접성은 약제의 목표 단백질 및 유전적 네트워크 상에서 단백질 사이의 최단 거리에 

근거하여 산출되는 것이고, 제1 약제의 각 목표 단백질들 및 제2 약제의 각 목표 단백질들 사이의 

상기 최단 거리의 합을 상기 제1 약제 및 제2 약제의 목표 단백질의 수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비율 

계수로 나누어 산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기반의 약제 효능 평가 방법.

대표도면

돌아가기

https://www.keywert.com/detail?uuid=836b61a6-fcea-4543-a9e7-39897c177e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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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03
구분

관련 특허

동일 발명자의 특허

기술 분류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4-2. 약물 작용 경로

1-2. 타겟-약물 간 연관성

국가코드 KR 특허번호 KR101964694B1

발명의 명칭
약물의 유사도 판단장치, 방법, 및 컴퓨터-판독가능매체(device, method, 

and computer-readable medium for judging drug similarity)

출원인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발명자 윤영미 | 오민 | 장기업 | 이태건

출원번호 2017-0039150 출원일 2017.03.28

공개번호 10-2018-0109421 공개일 2018.10.08

등록번호 1964694 등록일 2019.03.27

법적상태 등록 메인 IPC G16C-010/00

패밀리 KR20180109421A, KR101964694B1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63442760-7ab5-4738-9cb1-c6693b2e4d44

요약

본 발명은 약물의 유사도 판단장치, 방법, 및 컴퓨터-판독가능매체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

게는 물질의 생체 작용 경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약물의 작용 경로를 생성하고, 상기 약물의 

작용 경로에 기초하여 약물의 유사도를 산출하는, 약물의 유사도 판단장치, 방법, 및 컴퓨터-판독

가능매체에 관한 것이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약물의 유사도 판단장치로서, 기준이 되는 약물의 정보를 입력 받는 제1약물정보입력

부; 비교대상이 되는 약물의 정보를 입력 받는 제2약물정보입력부; 생체 약물 작용에 대한 경로데

이터를 내부의 메모리, 또는 외부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불러오는 경로데이터로드부; 상기 경로데

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제1약물정보입력부 및 제2약물정보입력부로부터 입력 받은 약물의 작용 경

로를 생성하는 경로생성부; 상기 경로생성부에서 생성된 약물의 작용 경로의 유사도를 산출하는 

유사도비교부; 및 상기 유사도비교부가 산출한 유사도에 기초하여 약물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유사성판정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1약물정보입력부는 기준이 되는 약물의 발현단계, 중간단계, 및 

목적단계의 유전자 정보, 또는 기준이 되는 약물의 발현단계 및 목적단계의 유전자 정보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입력 받고, 상기 제2약물정보입력부는 비교대상이 되는 약물의 발현단계, 중간단

계, 및 목적단계의 유전자 정보, 또는 비교대상이 되는 약물의 발현단계 및 목적단계의 유전자 정

보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입력 받고,  상기 경로데이터는 단백질과 단백질 사이의 상호작용정

보, 생체분자와 생체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정보, 유전자와 단백질의 발현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경

로생성부는 상기 약물의 발현단계 및 중간단계, 혹은 약물의 중간단계 및 목적단계, 혹은 약물의 

발현단계 및 목적단계를 각각 시작점 및 끝점으로 하고, 상기 제1약물정보입력부 및 제2약물정보

입력부로부터 입력 받은 약물의 작용 경로를 생성하고, 상기 약물의 작용경로는 단백질, 생체분자, 

유전자; 및 상기 단백질, 생체분자, 유전자 간의 상호작용 경로를 포함하고, 상기 유사도비교부는 

유전자기반비교부를 포함하고, 상기 유전자기반비교부는, 상기 기준이 되는 약물 및 상기 비교대

상이 되는 약물의 작용 경로에 포함된 유전자 정보를 획득하는 유전자정보추출부; 및 상기 유전자 

정보의 일치 여부에 기초하여 유사도를 산출하는 매칭율산정부;를 포함하는, 약물의 유사도 판단

장치.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63442760-7ab5-4738-9cb1-c6693b2e4d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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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기
(2번 데이터)

돌아가기
(8번 데이터)



- 50 -

코드
01

03
구분

관련 특허

동일 발명자의 특허

기술 분류

3.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

에 기반한 접근법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3-1. 유전자-질병 간 연관성 & 

3-2. 유전자-약물 간 관련성

1-2. 타겟-약물 간 연관성

국가코드 KR 특허번호 KR102000248B1

발명의 명칭

의생명 문헌데이터 기반 약효능 도출 방법, 장치 및 컴퓨터-판독가능 매체

(method, device, and computer-readable medium for literature-based predicion 

of novel drug indications)

출원인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발명자 윤영미 | 장기업 | 이태건

출원번호 2017-0095278 출원일 2017.07.27

공개번호 10-2019-0012396 공개일 2019.02.11

등록번호 2000248 등록일 2019.07.09

법적상태 등록 메인 IPC G16C-010/00

패밀리 KR102000248B1, KR20190012396A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05c27895-3a5a-4be0-9dc4-52ba5ebd8d77

요약

본 발명은 의생명 문헌 데이터로부터 약-유전자 및 질병-유전자 사이의 관련성데이터를 도출하고, 

이러한 약-유전자, 질병-유전자 사이의 관련성데이터를 기초로 타겟약-타겟질병 사이의 관련성데

이터를 도출하는, 의생명 문헌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약효능 도출 방법 방법, 장치 및 컴퓨터-판독

가능매체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의생명 문헌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약효능 

도출 방법 방법은 의생명 문헌데이터로부터 약-유전자(D-G)관련성데이터 혹은 질병-유전자(P-G)관

련성데이터를 도출하는 DGP 관련성 도출단계; 및 상기 약-유전자(D-G)관련성데이터 및 질병-유전

자(P-G)관련성데이터로부터 타겟약-타겟질병(D-P)관련 데이터를 도출하는 DP 관련성 도출단계를 

포함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컴퓨팅 장치로 구현되는, 의생명 문헌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약효능 도출 방법으로서, 

의생명 문헌데이터로부터 약-유전자(D-G)관련성데이터 혹은 질병-유전자(P-G)관련성데이터를 도출

하는 DGP관련성도출단계; 및 상기 약-유전자(D-G)관련성데이터 및 질병-유전자(P-G)관련성데이터

로부터 타겟약-타겟질병(D-P)관련데이터를 도출하는 DP관련성도출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약-유전

자(D-G)관련성데이터는 1 이상의 약, 1 이상의 유전자, 특정 약과 특정 유전자의 억제

(down-regulation) 혹은 활성화(up-regulation) 되는지 여부에 대한 유전자조절점수를 포함하고, 상기 

질병-유전자(P-G)관련성데이터는 1 이상의 질병, 1 이상의 유전자, 특정 질병과 특정 유전자의 억

제(down-regulation) 혹은 활성화(up-regulation) 되는지 여부에 대한 유전자조절점수를 포함하고, 상

기 DP관련성도출단계는, 관련성을 도출할 타겟약 및 타겟질병을 결정하는 타겟결정단계; 상기 타

겟약에 대한 상기 약-유전자(D-G)관련성데이터에서의 유전자 및 상기 타겟질병에 대한 상기 질병-

유전자(P-G)관련성데이터에서의 유전자에서 중복유전자를 도출하는 중복유전자 판별단계; 상기 타

겟약에 대한 상기 약-유전자(D-G)관련성데이터에서의 상기 중복유전자의 유전자조절점수의 부호 

및 상기 타겟질병에 대한 상기 질병-유전자(P-G)관련성데이터에서의 상기 중복유전자의 유전자조

절점수의 부호를 비교하는 중복유전자GRS부호비교단계; 및 상기 중복유전자GRS부호비교단계에서

의 부호비교결과에 따라서 타겟약-타겟질병의 치유가능성을 계산하는 치유가능성 계산단계를 포

함하는, 의생명 문헌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약효능 도출 방법.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05c27895-3a5a-4be0-9dc4-52ba5ebd8d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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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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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03
구분

관련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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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코드 KR 특허번호 KR20200046314A

발명의 명칭
약의 신규 특성을 도출하는 방법, 장치 및 컴퓨터-판독가능 매체(method, 

device, and computer-readable medium for optimizing document image)

출원인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발명자 윤영미 | 장기업

출원번호 2018-0127291 출원일 2018.10.24

공개번호 2020-0046314 공개일 2020.05.07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공개 메인 IPC G16H-070/40

패밀리 KR20200046314A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ab70944c-a749-477f-9eb0-8f34a4f46163

요약

본 발명은 의생명 문헌 데이터로부터 약-유전자 사이의 관련성데이터를 도출하고, 도출된 약-유전

자 관련성데이터를 기초로 판별대상 효능 혹은 부작용이 있다고 예측되는 신규 약을 도출하는 약

의 신규 특성을 도출하는 방법, 장치 및 컴퓨터-판독가능 매체에 관한 것이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컴퓨팅 장치로 구현되는, 약의 신규 특성을 도출하는 방법으로서,  1 이상의 약 각각에 

대한 1 이상의 관련 유전자 정보를 포함하는 DG관련성데이터를 상기 컴퓨팅 장치에서 로드하거나 

혹은 의생명 문헌데이터로부터 도출하는 DG관련성데이터추출단계; 및 상기 DG관련성데이터로부터 

추출되고 1 이상의 유전자 정보에 의하여 구성되는 1 이상의 DG토픽에 대한, 각각의 약들의 DG관

련성데이터로부터 추출된 유전자 정보의 매칭율에 기초하여, 판별대상 효능 혹은 부작용이 알려지

지 않은 약에 대하여 판별대상 효능 혹은 부작용이 있는 지 여부를 판별하는 약특성도출단계;를 

포함하는, 약의 신규 특성을 도출하는 방법.

대표도면

돌아가기

https://www.keywert.com/detail?uuid=ab70944c-a749-477f-9eb0-8f34a4f4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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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Mol. BioSyst., 2015,11, 2096-2102 

논문명
Protein Localization Vector Propagation: a method for improving accuracy of 

drug repositioning

기관 Yonsei Univertity, Gachon University

저자 Yunku Yeu, Youngmi Yoon, Sanghyun Park

공개일 2015-05-15

DOI https://doi.org/10.1039/C5MB00306G 

요약

알려진 약물에 대한 대체 적응증을 확인하는 것은 제약 산업에 중요하다. 약물과 질병과 관련된 

표적 단백질 사이의 알려지지 않은 연관성을 예측하기 위한 많은 계산 방법이 제안되었다. 더 나

은 예측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정확한 알고리즘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세포 내 시스템을 

반영하는 좋은 특징들을 식별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단백질 localization 활용을 위한 참신한 방

법을 제안했다. 단백질 localization에서 Localization Vector(LV)를 생성하고 단백질 상호작용 네트워

크를 통해 LV를 전파해 국산화 정보의 커버리지를 높였다. LV는 기존 특징에 비해 독립적 특성은 

물론 알려진 약물의 표적 간에 뚜렷한 패턴을 보였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LV를 포함하면 교차 

검증 정확도가 향상되고 실제 임상 시험 데이터와 독립적인 임상 시험 데이터를 통해 더 나은 새

로운 예측이 도출된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LV의 전파는 예측 결과의 커버리지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https://doi.org/10.1039/C5MB00306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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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159:113538

논문명
AGCN: Attention-based graph convolutional networks for drug-drug 

interaction extraction

기관 Yonsei University

저자 Chanhee Park, Jinuk Park, Sanghyun Park

공개일 2020-05-11

DOI https://doi.org/10.1016/j.eswa.2020.113538

요약

약물-약물 상호작용(DDI) 관계를 추출하는 것은 바이오의약품 관계 추출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과제 중 하나이다. 생물의학 말뭉치(corpus)로부터의 자동 DDI 추출은 생물의학 문헌에 숨겨진 지

식의 채굴의 핵심이다. DDI 추출을 위한 기존 접근법은 보완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문장의 문맥 또

는 구조 정보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 또한 이전의 연구들은 입력 문장에 대한 전체 지식조차 이용

하지 않아 결정적인 단서들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ttention-based Graph Convolutional Networks(AGCN)를 제안한다. 기존의 DDI 추출 방식과 달리, 

AGCN은 문맥적, 구조적 지식을 함께 활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여기서 GCN은 반복 네트워크를 기

반으로 하는 인코더와 결합하여 채용된다. 또한 이전의 규칙 기반 가지치기(prunning) 방법과는 달

리, 관련 없는 정보는 무시하면서 구문 정보를 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새로운 주의 기반

(attention-based) 가지치기 전략을 적용한다. 따라서 AGCN은 입력 문장의 문맥과 구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우리는 우세한 DDI 추출 말뭉치를 사용하여 우리의 모델을 평가한다. 

실험 결과는 기존 접근법을 능가하는 우리 모델의 효과를 입증한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2번 데이터)

돌아가기
(9번 데이터)

https://doi.org/10.1016/j.eswa.2020.11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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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Cells 2020, 9(4), 881

논문명
Improved Prediction of miRNA-Disease Associations Based on Matrix 

Completion with Network Regularization 

기관 Yonsei University 외 1

저자 Jihwan Ha, Chihyun Park, Chanyoung Park, Sanghyun Park

공개일 2020-04-03

DOI https://doi.org/10.3390/cells9040881 

요약

잠재적인 microRNA(miRNA)-질병 연관성의 확인은 다양한 생물학적 프로세스에서 miRNA의 중요한 

역할로 인해 복잡한 인간 질병의 발병학(pathogenesis)을 설명할 수 있으며, 새로운 예후 마커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습식 실험에 수반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새로운 miRNA-질병 연

관성을 찾기 위한 연산 모델이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miRNA-질병 연

관성에 편향된 연산 모델은 희귀 miRNA(즉, 몇몇 질병 연관성을 가진 miRNA) 및 희귀 질환(즉, 몇 

가지 알려진 miRNA 연관성을 가진 질병)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것은 예측 정확도가 떨어지는 결과

를 초래한다. 성능을 향상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알려진 miRNA 질병 연관성의 수를 늘리는 것

이다. 그러나, 정보 부족 때문에, 기술적 접근법을 통해 불충분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모델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잠재적인 질병 관련 miRNA를 발

견하기 위한 네트워크 정규화와 함께 matrix completion를 기반으로 한 일반적인 프레임워크

(IMDN(miRNA-질병 연관성)의 예측 개선)을 제시한다. 매트릭스 factorization 채택의 성공은 추천 시

스템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 준다. 이 접근방식은 miRNA 네트워크를 추가적인 암묵적 피드백으로 

간주하고 직접적인 이웃에 기초하여 주어진 miRNA와 관련된 질병 연관성을 예측한다. 우리의 실험 

결과는 IMDN이 글로벌 및 로컬 LOOCV(leave-one-out cross-validation) 프레임워크에서 신뢰할만한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값과 0.9162와 0.8965의 AUC(Arear Under the Curve) 값을 가

지는 우수한 성능을 달성했음을 입증한다. 또한, 사례 연구는 우리의 방법이 진정한 miRNA 질병 

연관성을 검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질병 관련 miRNA 후보자들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것

을 증명했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https://doi.org/10.3390/cells904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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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Computer Methods and Programs in Biomedicine, Volume 129, June 2016, 

Pages 218

논문명 A literature-driven method to calculate similarities among diseases

기관 Yonsei University 외 다수

저자 Hyunjin Kim, Youngmi Yoon, aegyoon Ahn, Sanghyun Park 

공개일 2015-07-09

DOI https://doi.org/10.1016/j.cmpb.2015.07.001

요약

배경

질병 간의 유사점을 측정하고 질병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질병 기능 연구와 질병 치료에 중요

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질병-질병 유사성을 추정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문헌 기반 방법을 제안

했다.

방법 및 결과

제안된 방법은 문헌에서 질병-유전자 관계와 질병-약물 관계를 추출하고, 질병 간의 유사성을 계

산하기 위한 특징으로 관계의 발생 빈도를 사용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방법으로 상위권 질병 

쌍으로 질병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제안된 방법은 다른 비교 가능한 방법보다 더 많은 수의 응답 

질병 쌍을 발견했고 가장 낮은 p-값을 보여주었다.

결론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문헌 데이터를 사용하고, 질병의 특징에 대한 모든 가능한 유전자 기호와 

약물 이름을 사용하고, 두 실체가 공존하는 빈도로 질병의 특징 값을 결정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

를 보였다고 추측한다. 제안된 방법으로부터의 질병-질병 유사성은 질병들 간의 유사성을 이용하

는 계산 생물학(computational biology) 연구에 사용될 수 있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2번 데이터)

돌아가기
(7번 데이터)

https://doi.org/10.1016/j.cmpb.2015.0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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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Journal of Biomedical Informatics, Volume 54, April 2015, Pages 270-282

논문명
LGscore: A method to identify disease-related genes using biological 

literature and Google data

기관 Yonsei University, Gachon University

저자 Jeongwoo Kim, Hyunjin Kim, Youngmi Yoon, Sanghyun Park

공개일 2015-01-21

DOI https://doi.org/10.1016/j.jbi.2015.01.003

요약

1990년대 게놈 프로젝트 이후 유전자와 관련된 여러 연구가 진행됐고 연구자들은 유전자가 질병

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생물학에서는 질병과 유전자의 관계 파악이 중요하다. 

구글 데이터와 문헌 데이터를 이용해 질병 관련 유전자를 식별하는 LGScore(LGscore)라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 첫째, 우리는 텍스트 마이닝 결과를 이용하여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그런 다음 PubMed에서 얻은 요약(abstract) 데이터에서 공통 발생에 

기반한 유전자-gene 상호작용을 추출하고 Z-점수를 이용하여 유전자 네트워크의 에지 가중치를 

계산한다. 가중치는 빈도와 구글 검색 결과의 두 가지 값을 포함한다. 문헌 자료에서 빈도 값을 추

출해 구글을 이용해 구글 검색 결과를 얻는다. 우리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각각의 유전자에 점

수를 부여한다. 링크 수가 많고 많은 구글 검색 결과와 빈도 값을 가진 유전자가 질병에 더 많이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한다. 검증을 위해 5가지 질병에 대한 유추된 상위 20개 유전자를 정

답 세트(answer set)를 이용해 조사했다. 정답 세트는 질병-유전자 관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6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했다. 우리는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대장암, 폐암, 전립선암의 후보 유전

자와 더불어 상당한 수의 질병 관련 유전자를 확인했다. 우리의 방법은 기존 방법보다 최대 40% 

더 정확했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2번 데이터)

돌아가기
(5번 데이터)

https://doi.org/10.1016/j.jbi.2015.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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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류

3. 유전자 발현 프로파

일에 기반한 접근법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3-1.유전자-질병 간 연관성

1-2. 타겟-약물 간 연관성

국가코드 KR 특허번호 KR20200042295A

발명의 명칭

네트워크 기반의 유전자 세트 증강 분석 방법을 이용한 약물 재창출 방

법(a drug repositioning system using network-based gene set enrichment 

analysis method)

출원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발명자 이인석 | 한헌종

출원번호 2018-0122701 출원일 2018.10.15

공개번호 2020-0042295 공개일 2020.04.23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공개 메인 IPC G16B-025/00

패밀리 KR20200042295A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fbf826ec-c8ac-44a2-822a-3c1ad1bdc10f

요약

본 발명은 네트워크 기반의 유전자 세트 증강 분석 방법에 관한 것으로, 단독 유전자뿐만 아니라 

이웃하는 유전자의 기능적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유전자 발현 표현형과 일치하는 경로 유전자 세트

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방법을 활용한 알려진 약물의 

재창출 방법이 제공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a) 유전자 발현 데이터를 포함하는 유전자 세트 정보를 상용화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집하는 단계; (b) 상기 수집된 유전자 세트와 상호작용하는 유전자 세트를 선별하는 단계; 및  

(c) 네트워크 기반 점수(Natwork-based score; NS) 측정법에 기반하여 상기 상호작용하는 유전자 

세트 사이의 기능적 연관성을 통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기반의 유전자 세트 증강 분석

(Network-based gene set enrichment analysis; NGSEA)을 수행하는 방법.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fbf826ec-c8ac-44a2-822a-3c1ad1bdc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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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데이터)

돌아가기
(6번 데이터)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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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2. 타겟-약물 간 연관성

논문정보 Diagnostics 2019, 9(4), 208

논문명 Systematic Approach for Drug Repositioning of Anti-Epileptic Drugs

기관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외 다수

저자 Younhee Ko 외 다수

공개일 2019-11-30

DOI https://doi.org/10.3390/diagnostics9040208 

요약

간질은 모든 연령대의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예측할 수 없는 발작을 일으키는 중추 신경 질환이

다. 신약방제 및 신약요법의 효능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난치성 또는 절제되지 않은 발작이 

있는 환자는 여전히 약 20%~30%에 달한다. 간질 약물-대상 네트워크(EDT)를 구축해 60명의 간질 

환자의 원인 유전자 감식을 통해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AED의 특성과 효능을 성공적으로 입증한다. 

우리는 대부분의 난치성 환자의 원인 유전자가 기능적 네트워크에 있는 기존 AED의 식이학적 메

커니즘으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AED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난치성 간질 환자의 원인 유전자를 표적으로 하는 신약의 존재를 보여주는데, 이는 난치성 간질 

환자를 위한 잠재적 후보가 될 것이다. 우리의 체계적인 접근방식은 약물-표적 네트워크와 기능적 

네트워크의 조합을 통해 약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https://doi.org/10.3390/diagnostics90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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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2. 타겟-약물 간 연관성

논문정보 BMC Bioinformatics volume 20, Article number: 383 (2019) 

논문명 Drug repurposing with network reinforcement

기관 Ajou University 외 1

저자 Yonghyun Nam 외 다수

공개일 2019-07-24

DOI https://doi.org/10.1186/s12859-019-2858-6

요약

배경

약물의 용도 변경은 약물 발견의 낮은 성공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동기가 되어왔다. 최근 10년 

동안, 많은 인 실리코(in silico) 시도들이 높은 비용과 긴 기간를 완화하기 위한 첫 단계로 일차적

인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한 연구는 제약 및 생물의학 데이터의 풍부함, 다양성 및 쉬운 접근성의 

이점을 취해왔다. 연구 친화적인 환경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약물 용도 변경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특히, 우리는 의약품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과 다종류/

이종류(multiple/heterogeneous) 데이터를 채택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법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보여준다.

결과

제안된 방법은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우리는 약물 표적 단백질 정보로부터 약물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그런 다음, 문헌 데이터베이스의 생체 활동 및/또는 의약품에 대한 약물-약물 상호작용 

지식을 활용하여 약물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강화를 통해 연결된 노드의 수와 그 사이의 에지 수

가 더욱 풍부해지고 정보를 얻게 되어 인실리코 약물 용도 변경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강화된 네트워크(The Enhanced Network)는 약물 점수화를 통한 후보 약물 용도 변경을 권고한다. 

점수화 과정은 그래프 기반의 준지도(semi-supervised) 학습을 활용해 추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결론

약물의 커버리지와 연결성 측면에서 약물의 커버리지와 연결성 측면에서 약물의 커버리지가 4738

에서 5442로 증가하고, 약물-약물 연관성 또한 808,752에서 982,361로 강화된다. 네트워크 강화와 

함께 약물 권고의 신뢰성이 높아진다: AUC는 0.79에서 0.89로 높아졌다. 대표적인 경우 혈관성 치

매에 대해 아만타딘(amantadine), 코노톡신 GV(conotoxin GV), 테노시클리딘(tenocyclidine), 시클로이

쿠신(cycloeucine) 등 11가지 권장약이 나왔다.

대표도면

https://doi.org/10.1186/s12859-019-2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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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유전자-질병 간 연관성 & 

3-2. 유전자-약물 간 관련성

1-2. 타겟-약물 간 연관성

논문정보 Journal of Biomedical Informatics, Volume 87, November 2018, Pages 96-107

논문명
PISTON: Predicting drug indications and side effects using topic modeling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기관 Gachon University 외 다수

저자 Giup Jang 외 다수

공개일 2018-09-27

DOI https://doi.org/10.1016/j.jbi.2018.09.015

요약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약을 발견하는 과정은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파생된 

후보 약물의 예기치 않은 작용으로 인해 환자에게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약물의 부작

용은 물론 치료 효과까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치료 효과와 부

작용을 예측하는 연산 방법이 제안되었다. 특히 텍스트 마이닝은 다량의 문헌 자료에서 약물, 유

전자, 질병의 숨겨진 관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생물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술

이다. 인 비보(in vivo)/인 비트로(in vitro)에 비해 텍스트 마이닝은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제 모델링(topic modelling)과 자연어 처리(NLP)를 이용하여 새로운 약물-표현형

(drug-phenotype) 연관성 및 약물-부작용 연관성을 예측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문헌의 추

상화로부터 약물과 유전자가 공존하는 문장을 추출해, NLP를 이용하여 그들 사이의 관계를 기술하

는 단어를 식별한다. 식별된 단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약물이 유전자에 대한 상향조정

(up-regulation) 효과 또는 하향조정(down-regulation) 효과가 있는지 판단한다. 약물과 그들의 조정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를 바탕으로 자주 발생하는 유전자와 조정  관계를 주제로 묶고, 주

제 모델링을 이용해 약물이 주제를 가질 수 있는 점수를 계산해 약물-주제 확률 매트릭스를 구축

한다.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알려진 약물-표현형 연관성 또는 약물-부작용 연관성의 특성을 고려한 

약물의 새로운 적응증 및 부작용을 예측하기 위한 분류기를 구성한다.

제안된 방법은 단일 알고리즘으로 작용과 부작용을 모두 예측하고, 표현형 치료에 제공된 후보 의

약품 중 환자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부작용이나 부작용이 심각한 약은 제외할 수 있다. 게다가 표

현형과 부작용에 대한 새로운 후보 약물의 목록은 문서가 추가될 때마다 우리의 알고리즘으로 지

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다. 하루에 천 건이 넘는 문서가 생산되는데, 우리 알고리즘은 기존 약

물 재배치 방식보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후보 약물을 효율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PISTON의 자원은 http://databio.gachon.ac.kr/tools/PISTON/에서 이용할 수 있다.
대표도면

https://doi.org/10.1016/j.jbi.2018.09.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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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2. 타겟-약물 간 연관성

논문정보
DTMBIO '12: Proceedings of the ACM sixth international workshop on Data 

and text mining in biomedical informatics

논문명
TNMCA: generation and application of network motif based inference models 

for drug repositioning

기관 KAIST, Yonsei University

저자 Jaejoon Choi 외 다수

공개일 2012-10

DOI https://doi.org/10.1145/2390068.2390081

요약

퍼블릭 바이오메디컬 데이터가 늘어난 이후 Undiscoverd Public Knowledge(UPK, 스완슨 제안)은 생

물학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됐다. 약물 재창출 작업은 승인된 약물에 대한 대체 적응증을 

유추하는 유명한 UPK 작업 중 하나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기존 약물의 새로운 후보물질을 찾으려

고 노력했지만, 이러한 이전 연구들은 완전히 자동화되지 않아 원하는 작업에 수동 수정이 필요했

고, 다양한 생물의학 실체를 다루지 못했다. 또한, 그러한 연구들은 제한된 패턴을 사용하여 사전 

정의된 사례만을 유추할 수 있다는 추론적 한계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위상학적 데이터 패턴을 

이용한 새로운 약물 적응증 발견을 위한 TNMCA(Typeed Network Motives Comparison Algorithm, 

TNMCA)를 제안한다. Typed Network Motif(TNM)는 데이터 값 대신 데이터 유형을 저장하는 데이터

의 연결된 서브그래프(connected subgraph)이다. 이전의 연구는 ABC 모델(또는 그것의 확장)에 의

존하지만, TNMCA는 추론 모델로 보다 일반화된 패턴을 활용한다. 또한 TNMCA는 상호작용의 존재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의 유형도 유추할 수 있다. TNMCA는 다양한 유형의 실체와 관계에 따라 달

라지기 때문에 다단계 생물 의학 상호작용 데이터에 적합하다. 우리는 TNMCA를 공공 데이터베이

스인 CTD에 적용하여 우리의 방법을 검증한다. 결과는 TNMCA가 ABC 모델(AUC=0.7050)에 비해 고

성능(AUC=0.7469)으로 의미 있는 적응증을 유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돌아가기

https://doi.org/10.1145/2390068.239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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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7 구분 인용특허 

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2. 타겟-약물 간 연관성

국가코드 KR 특허번호 KR20130065340A

발명의 명칭
약물에 대한 연관 질병 정보를 생성하는 장치 및 방법(apparatus and 

method of generating the associated disease information on drug)

출원인 양산덕

발명자 양산덕

출원번호 2011-0132157 출원일 2011.12.09

공개번호 2013-0065340 공개일 2013.06.19

등록번호 1292843 등록일 2013.07.29

법적상태 등록 메인 IPC G06F-019/00

패밀리 KR20130065340A, KR101292843B1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354e2d17-775c-4fd7-b0ce-b75d33e48c32

요약

본 발명은 약물 정보로부터 획득된 타겟 물질과 생물학적 네트워크 정보를 비교하여 서로 동일하

지는 않지만 연관되어 있는 연관 컴파운드를 추출하고, 추출된 연관 컴파운드와 유전자 질병 정보

를 비교하여 특정 약물에 대한 질병 후보, 즉 특정 단일 약물로 치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알려

지지 않은 질병 후보를 추출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약물과 타겟 물질 간의 관계, 약물과 컴파운

드 간의 관계, 컴파운드 간의 연결 관계, 및 약물과 질병과의 관계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약

물과 타겟 물질 간의 관계를 용이하게 알 수 있게 해주며, 이를 컴파운드 정보 및 질병 정보와 연

결해 약물의 2차 기능을 추출할 수 있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각 약물과 대응되는 타겟 물질들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약물 정보를 사용자로

부터 입력받은 선택 약물로 검색하여 상기 선택 약물에 대응하는 타겟 물질을 추출하는 약물 타겟 

추출부; 컴파운드 간의 연결 관계를 저장하고 있는 생물학적 네트워크 정보로부터 상기 선택 약물

에 대응하는 타겟 물질과 명칭이 동일한 동일 컴파운드를 추출하고, 상기 동일 컴파운드와 연결된 

연관 컴파운드를 추출하는 컴파운드 추출부; 및 각 유전자와 관련된 질병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

고 있는 유전자 질병 정보로부터 상기 연관 컴파운드와 명칭이 동일한 유전자에 대응하는 질병을 

추출하는 약물 질병 추출부를 포함하고, 상기 타겟 물질은 타겟 단백질, 타겟 엔자임, 및 타겟 트

랜스포터 중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에 대한 연관 질병 정보 생성 장

치.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354e2d17-775c-4fd7-b0ce-b75d33e48c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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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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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07
구분

관련 특허

인용특허 

기술 분류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4-1. 약물-질병 간 연관성

1-2. 타겟-약물 간 연관성

국가코드 WO 특허번호 WO2015013367A1

발명의 명칭 Method of identifying new uses of known drugs

출원인 THE RESEARCH FOUNDATION OF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발명자 XIE | Lei

출원번호 PCT/US2014/047751 출원일 2014.07.23

공개번호 WO2015/013367 공개일 2015.01.29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 메인 IPC G06F-017/30

패밀리 US2016171173A1, WO2015013367A1, CA2920691A1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b80de07e-13a0-4019-ba54-bfbfe8d1c0a2

요약

알려진 약물의 새로운 용도를 규명하는 방법이 공개된다. 이 방법은 조회 약물에 대해 알려진 약

물의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고 유사한 구조를 가진 두 번째 약물을 찾아낸다. 두 번째 약물에 결

합하는 것으로 알려진 단백질을 확인하기 위해 단백질의 데이터베이스가 쿼리된다. 두 번째 유사

성 질의가 두 번째 약물에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진 단백질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다른 단백질을 발

견한다. 그런 다음 질의 약물은 이러한 구조적으로 유사한 단백질들이 쿼리 약물에 대해 알려진 

결합 친화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쿼리 약물(query drug)에 대한 새로운 용도를 식별하는 방법으로서,

쿼리 약물(query drug)에 대한 약물 데이터베이스에 쿼리하는 단계 - 상기 약물 데이터베이스는 쿼

리 약물 및 제1 약물을 포함하는 복수의 약물에 관한 화학적 유사성 데이터를 포함함 - ;를 포함

하는, 방법. 상기 제1약물에 대한 상기 쿼리 약물에 대한 화학적 유사성 데이터(chemical similarity 

data)를 평가함으로써 상기 쿼리 약물과 상기 제1약물 간의 화학적 유사성 정도를 결정하는 단계; 

화학적 유사성의 정도가 제1의 미리 정해진 임계값 내에 있는 경우, 쿼리 약물 및 제1의 약물로 

인한 상환; (여기서, 질문 약물 및 제1 약물이 충분히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면, 단백질 데이터베이

스(protein database)에 질문함으로써 제1 약물에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진 제1 단백질을 확인하는 

단계, 여기서 단백질 데이터베이스는 제1 단백질에 관한 화학적 유사성 데이터(chemical similarity 

data)를 포함함); 상기 복수의 제2 단백질들 내의 각각의 단백질에 대한 상기 제1 단백질에 관한 

화학적 유사성 데이터를 평가함으로써 상기 제1 단백질과 상기 단백질 데이터베이스 내의 복수의 

제2 단백질들 사이의 화학적 유사성(chemical similarity)의 정도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화학적 유사

도의 정도가 제2소정 임계값 이내이면, 상기 복수의 제2단백질들로부터 후보 단백질들을 선별하는 

단계; 질의약과 후보단백질간의 통계적 유의성검사를 수행하는 단계로서, 약물-단백질 p-값이 0.05 

이하인 경우 매칭 단백질을 결정하는 단계; (여기서, 일치하는 단백질이 결정되면:각각의 일치하는 

단백질의 알려진 생물학적 사용을 확인하는 단계; 알려진 생물학적 용도를 쿼리 약물(query drug)

에 대한 용도로서 동정.

돌아가기
(2번 데이터)

돌아가기
(7번 데이터)

https://www.keywert.com/detail?uuid=b80de07e-13a0-4019-ba54-bfbfe8d1c0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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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8 구분 인용논문 

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2. 타겟-약물 간 연관성

논문정보 2014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논문명
약물 리포지셔닝 분야에서 단백질 위치 정보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A Research on Effects of Protein Localization in Drug Repositioning)

기관 연세대학교, 가천대학교

저자 여윤구, 윤영미, 박상현

공개일 2014

DOI http://delab.yonsei.ac.kr/assets/files/publication/legacy/05-094.pdf

요약

단백질의 위치 정보는 단백질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 중 하나다. 그러나 약물의 리

포지셔닝 연구에서 아직까지 단백질의 위치 정보가 활용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단백질의 위치 

정보를 위치 벡터로 나타내고, 불완전한 위치 벡터를 단백질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이용해 보완하

였다. 단백질 위치 벡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같은 약물의 타겟 단백질 사이에서 높은 위치 벡터 

유사성이 나타났으며, 화학 구성이 비슷한 약물일수록 더 높은 벡터 유사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단백질의 위치 벡터가 약물 리포지셔닝 연구에서 활용되던 기존 예측 지표와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패턴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며, 추후 약물 리포지셔닝 연구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돌아가기

http://delab.yonsei.ac.kr/assets/files/publication/legacy/05-09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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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09
구분

관련 특허

피인용특허 

기술 분류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사

성에 근거한 접근법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4-3. 약물 간 연관성

1-2. 타겟-약물 간 연관성

국가코드 WO 특허번호 WO2019107804A1

발명의 명칭
Method for predicting drug-drug or drug-food interaction by using structural 

information of drug

출원인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발명자 LEE | Sang Yup | RYU | Jae Yong | KIM | Hyun Uk

출원번호 PCT/KR2018/013936 출원일 2018.11.20

공개번호 WO2019/107804 공개일 2019.06.06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 메인 IPC G16C-010/00

패밀리 WO2019107804A1, KR20190065128A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5068ce6d-f2c3-4894-910b-b3b6c60a64a9

요약

본 발명은 약물의 구조 정보를 이용하여 약물-약물 상호작용 및 약물-음식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자세하게는 정형화된 문장으로 표현되는 상호작용 예측 결과를 통해 약

물 상호작용의 작용 기전 및 활성을 예측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약물 상호작용 

예측 방법을 이용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약물 상호작용을 예측할 수 있고, 특히 예측 결과를 문

장으로 표현함으로써 미지의 화합물의 활성 정보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으

면서 원하는 활성을 나타내는 약물을 개발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대표청구항

다음 단계를 포함하는 약물의 구조 정보를 이용한 약물 상호작용 예측 방법:

상호작용을 예측하고자 하는 두 화합물 각각의 구조를 서로 다른 사전 정의된 화합물들과의 구조 

유사도 비교를 통해 구조 유사도 프로파일을 계산하는 단계;

상기 계산된 두 화합물의 구조 유사도 프로파일을 학습된 모델에 입력하는 단계;

상기 입력된 구조 유사도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예측 모델이 두 화합물 간 상호작용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문장으로 출력하는 단계; 및

상기 출력된 문장을 통해 두 화합물의 상호작용의 작용 기전을 예측하는 단계.

대표도면

돌아가기
(2번 데이터)

돌아가기
(9번 데이터)

https://www.keywert.com/detail?uuid=5068ce6d-f2c3-4894-910b-b3b6c60a64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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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10 구분 Covid-19 관련 논문

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2. 타겟-약물 간 연관성

논문정보 Cell Discovery volume 6, Article number: 14 (2020) 

논문명 Network-based Drug Repurposing for Human Coronavirus

기관 Lerner Research Institute

저자 Yadi Zhou 외 다수

공개일 2020-03-16

DOI https://doi.org/10.1038/s41421-020-0153-3

요약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CoV)과 2019년 소설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일명 SARS-CoV-2) 등 

인간 코로나바이러스(HCoVs)는 질병성과 사망률이 높은 글로벌 전염병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현

재 2019-nCoV/SARS-CoV-2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약은 없다. 기존 의약품에서 효과적인 약물 발

견 전략으로 대표되는 약물 재사용은 시간이 단축되고 비용이 드노보(de novo) 약물 발견에 비해 

절감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 네트워크에서 HCoV-호스트 상호작

용과 약물 표적 사이의 상호작용을 계량화하는 시스템 약리학 기반 네트워크 의약품 플랫폼을 구

현하는 통합형 항바이러스 약물 재사용 방법론을 제시한다. 15개의 HCoV 전체 게놈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분석 결과 2019-nCoV/SARS-CoV-2는 사스-CoV(79.7%)와 가장 높은 뉴클레오티드 시퀀

스 아이덴티티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9-nCoV/SARS-CoV-2의 envelope와 

nucleocapsid 단백질은 SARS-CoV에 비해 각각 96%와 89.6%의 시퀀스 아이덴티티를 갖는 진화적으

로 보존된 두 지역이다. 인간 상호작용체에서 약물 표적의 네트워크 근접 분석과 인간 단백질-단

백질 상호작용체에서의 HCoV-호스트 상호작용에 대한 네트워크 근접 분석을 사용하여, 우리는 

HCoV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135개의 재사용 약물 후보를 발견했다. 약물-유전자 서명과 인간 셀

라인 내에 HCoV로 유도된 전사체 데이터에 대한 enrichiment 분석과정을 통해 검증된 16개의 잠재

적 HCoV 재사용 약물(예: melatonin, mercaptopurine, sirolimus 포함)을 최우선순위로 선정했다. 마지

막으로 우리는 “Complementary Exposure’ 패턴(약물 표적이 HCoV-호스트 서브네트워크를 모두 

존재하지만 표적이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 네트워크에서는 이웃노드들을 분리하는)에 의해 세 개

의 잠재적 약물 조합(sirolimus와 dactinomycin, mercaptopurine과 melatonin, toremifene과 emodin)을 

골랐다. 두 약물의 대상은 모두 HCoV-호스트 서브네트워크에 부딪히지만 인간 상호작용 네트워크

에서는 분리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재사용 약물 후보의 신속한 식별을 위

한 강력한 네트워크 기반 방법론과 2019-nCoV/SARS-CoV-2를 목표로 하는 잠재적 약물 조합을 제

공한다.

대표도면

https://doi.org/10.1038/s41421-020-0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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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10 구분 Covid-19 관련 논문

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2. 타겟-약물 간 연관성

논문정보 ChemRxiv Preprint

논문명 Data-driven Drug Repurposing for COVID-19

기관 Qatar Computing Research Institute

저자 Abdurrahman Elbasir 외 다수

공개일 2020-07-16

DOI
https://chemrxiv.org/articles/preprint/Data-Driven_Drug_Repurposing_for_COVID-

19/12661103

요약

동기: COVID-19 치료를 위한 약물을 식별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이 진행 중이다. de novo 약물 

설계는 매우 길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COVID-19를 위해 용

도 변경할 수 있는 기존 약품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모델: 약물 및 바이러스 단백질의 딥러닝 유도 벡터 임베딩(vector embeddings)을 약물-바이러스 

단백질 활동을 예측하는 특징으로 사용하는 머신러닝 표현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SARS-COV-2 

바이러스의 세 가지 주요 프로테아제(효소)를 억제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승인된 약물에 순위를 매

기는 앙상블 프레임워크 구축에 이용되는 예측 모델이다.

결과: 우리는 항바이러스제 7개, 항암제 6개, 항생제 3개, 말라리아 치료제 2개, 항정신병제 1개 등 

19개 약물의 목록을 잠재적 대상으로 식별한다. 우리의 순위에 랭크된 Remdesivir, Lopinavir, 

Ritonavir, Hydroxychloroquine과 같은 여러 약품들이 현재 임상시험 중이다. 게다가 분자 도킹 시뮬

레이션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순위에 있는 대부분의 항암제와 항생제 약물이 낮은 결합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사스-COV-2 바이러스의 3CL 프로 단백질효소와 높은 결합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고지사항: 우리의 모델은 계산적이며, 제안된 약물은 의사의 조언 없이 COVID-19 치료를 위해 복

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그들의 효능을 설명하기 위해 추가적인 습식 연구와 임

상 실험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돌아가기

https://chemrxiv.org/articles/preprint/Data-Driven_Drug_Repurposing_for_COVID-19/126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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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10 구분 Covid-19 관련 논문

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2. 타겟-약물 간 연관성

논문정보 Nature volume 583, pages459–468(2020)
논문명 A SARS-CoV-2 protein interaction map reveals targets for drug repurposing

기관 QBI COVID-19 Research Group (QCRG) 외 다수

저자 David E. Gordon 외 다수

공개일 2020-04-30

DOI https://doi.org/10.1038/s41586-020-2286-9

요약

코로나19(COVID-19)의 원인물질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2(SARS-CoV-2)가 230만 

명 이상 감염돼 16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전 세계 사회경제적 혼란을 초래했다. COVID-19 치료를 

위한 임상적 효능이 입증된 항바이러스제나 사스-CoV-2 감염을 막는 백신도 없고, 사스-CoV-2가 

세포를 어떻게 감염시키는가에 대한 분자상세(molecular details)에 대한 제한된 지식으로 인해 약물

과 백신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방해를 받고 있다. 여기서는 인간 세포에 있는 29개의 SARS-CoV-2 

단백질 중 26개를 복제하고 태그하여 표현했으며, Affinity purification 질량 분광법을 사용하여 각각

의 SARS-CoV-2 단백질과 물리적으로 연관된 인간 단백질을 확인하여 사스-CoV-2와 인간 단백질 

간의 332개의 고신뢰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을 확인했다. 이 중 69개 화합물(이 중 29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고 12개는 임상시험 중이고 28개는 임상전 화합물이다)이 목표로 하

는 66개의 약물치료 가능한 인간 단백질 또는 숙주 인자를 확인한다. 다중 바이러스 검사에서 이

들 중 일부를 선별하여 항바이러스 활성을 보이는 두 세트의 약리학적 작용제를 찾아냈다: mRNA 

변환 억제제 및 시그마-1 수용체와 시그마-2 수용체의 조절기 예측이다. 바이러스 효소를 직접 대

상으로 하는 약물과의 결합을 포함하여 이러한 숙주 인자 표적 작용제에 대한 추가 연구는 

COVID-19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적 요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https://doi.org/10.1038/s41586-020-2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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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0 구분 중심특허

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3. Docking 및 에너지

안정화

국가코드 US 특허번호 US2019018924A1

발명의 명칭 Methods for proteome docking to identify protein-ligand interactions

출원인 Cyclica Inc.

발명자
Stephen Scott Mackinnon | Leonard David Morayniss | Jason Mitakidis | 

Fuad G. Gwadry

출원번호 16-067465 출원일 2015.12.31

공개번호 2019-0018924 공개일 2019.01.17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공개 메인 IPC G06F-019/18

패밀리
EP3398102A4, EP3398102A1, WO2017113004A1, JP2019508821A, 

CA3010226A1, US2019018924A1, CN109155148A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31ce9757-0225-418e-ba39-59db5293ccc2

요약

본 발명은 표적 단백질을 동정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리간드에 기초한 표적 단백질을 

동정하기 위한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리간드를 이용하여, 제1 단백질을 동정하는 단계(여기

서, 상기 리간드는 상기 제1 단백질과 결합하여 리간드-단백질 복합체를 형성함); 상기 제1 단백질

에 대한 제1 결합 부위 프로파일(binding site profile)을 생성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제1 결합 부위 

프로파일은 상기 제1 단백질의 분자 특성을 나타냄); 다수의 단백질에 대한 표면의 분자 특성을 

나타내는 구조 데이터를 통제된 서버로부터 얻는 단계(여기서, 상기 다수의 단백질은 상기 표적 

단백질을 포함함); 상기 제1 결합 부위 프로파일 및 상기 구조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표적 단백

질을 동정하는 단계; 및 상기 표적 단백질을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리간드를 기초로 표적 단백질을 동정하기 위한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리간드를 

이용하여, 제1 단백질을 동정하는 단계, 상기 리간드는 상기 제1 단백질과 결합하여 리간드-단백

질 복합체를 형성하는 것인 단계; 상기 제1 단백질에 대한 제1 결합 부위 프로파일(binding site 

profile)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제1 결합 부위 프로파일은 상기 제1 단백질의 분자 특성을 기술하

는 것인 단계; 제어된 서버로부터, 복수의 단백질에 대한 표면의 분자 특성을 기술하는 구조 데이

터를 얻는 단계, 상기 복수의 단백질은 상기 제1 단백질을 포함하는 것; 상기 제1 결합 부위 프로

파일 및 상기 구조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표적 단백질을 동정하는 단계; 및 상기 표적 단백질

을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표적 단백질을 동정하는 방법.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31ce9757-0225-418e-ba39-59db5293cc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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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구분 관련 특허 

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3. Docking 및 에너

지안정화

국가코드 KR 특허번호 KR20110109740A

발명의 명칭

양자역학 스코어링을 포함하는 단백질-리간드 도킹 구조의 예측방법

(protein-ligand docking predinction method comprising quantum mechanical 

scoring)

출원인 (주)퀀텀바이오솔루션즈

발명자 조은성

출원번호 2010-0029597 출원일 2010.03.31

공개번호 2011-0109740 공개일 2011.10.06

등록번호 1113903 등록일 2012.02.01

법적상태 등록 메인 IPC G06F-009/455

패밀리 US2011246166A1, KR20110109740A, KR101113903B1, US8886505B2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03744e2f-0667-488c-8e64-d495be94a53a

요약

양자역학 스코어링을 포함하는 단백질-리간드 도킹 구조의 예측방법이 개시된다. 상기 단백질-리

간드 도킹 구조의 예측방법은 에너지-기초 스코어링 함수에 의하여 단백질-리간드 도킹구조를 평

가하되, 상기 도킹구조의 평가에 있어서 에너지-기초 함수에 양자역학 요소를 결합하여 리스코어

링 함수를 형성하여 단백질-리간드 도킹 구조를 재평가하여 수행되며, 양자역학 스코어링을 포함

시킴으로써 기존의 역장 기초 도킹 방법에 의한 경우에 비해 보다 정확한 모델링이 가능하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에너지-기초 스코어링 함수에 의하여 단백질-리간드 도킹구조를 평가하되, 상기 도킹구

조의 평가에 있어서 에너지-기초 함수에 양자역학적 요소(factor)를 결합하여 리스코어링 함수를 

형성하여 단백질-리간드 도킹 구조를 재평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단백질-리간드 도킹구조의 예측

방법.

대표도면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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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구분 관련 특허 

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3. Docking 및 에너

지안정화

국가코드 US 특허번호 US2017316147A1

발명의 명칭 Methods and systems for identifying ligand-protein binding sites

출원인 KING ABDULLAH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발명자 Xin Gao | Hammad Naveed

출원번호 15-520568 출원일 2015.10.27

공개번호 2017-0316147 공개일 2017.11.02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공개 메인 IPC G06F-019/16

패밀리
US2017316147A1, WO2016067094A2, CN107111691A, WO2016067094A3, 

EP3213240A2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e2274bd4-6b16-45ba-bbea-921bcd5eb034

요약

본 발명은 기존의 약물들에 대한 새로운 타겟들의 대규모 발견(large-scale discovery)을 가능하게 

하는 약물 타겟 예측을 위한 새로운 통합 구조 및 시스템 기반 접근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방

법들 및 시스템들은 알려진 타겟들 상의 약물에 대한 상이한 결합 사이트들의 매우 불규칙한 구조

적 특징들을 캡처하는 확률적 포켓 앙상블(probabilistic pocket ensemble; PPE)을 구성하기 위해 신

규한 서열순서-독립적 구조 정렬, 계층적 클러스터링, 및 확률적 서열 유사성 기법들을 이용한다. 

약물의 PPE는 생물학적 연구 및 약물 개발을 위한 여러 응용과 함께 신규한 약물-단백질 상호작

용의 대규모 예측(large-scale prediction)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산된 약물 전달 프로파일과 조합

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a) (1) 단백질 구조 데이터베이스에서 알려진 단백질의 대표 포켓의 정보를 선별하는 

단계, 상기 정보는 상기 알려진 단백질 대표 포켓 및 상기 단백질 대표 포켓의 원자좌표 혹은 상

기 단백질 대표 포켓의 구조적 상태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정보를, 단백질 구조 데이터베이

스에서 정보를 선별하는 단계 (2) 선별된 상기 단백질의 대표 포켓의 정보를, 서열순서-독립적 구

조를 비교 정렬(pairwise alignment)하는 단계; 나눗셈 계층 클러스터링(divisive hierarchical clusting)

을 수행하는 단계; 및 확률적 서열 유사도 측정단계를 이용하여 추정된 리간드-단백질 결합 부위

의 확률적 바탕 함수 집합(basis set)을 계산하는 단계, 상기 확률적 서열 유사도 측정단계는 추정

된 리간드-단백질 결합 부위와 상기 단백질 대표 포켓 정보 사이의 구조 및 서열 유사도의 거리함

수를 포함하는 단계; (b) 미리 정의된 생물 샘플(바람직하게는, 조직 혹은 세포 샘플들)들에서 알려

진 리간드-단백질 결합구조와 연관되어 있는 뉴클레오티드 발현양으로 대표되는 유전자의 바탕 함

수 집합(basis set)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뉴클레오티드 발현양으로 대표되는 유전자는 유전자-생

물 샘플 발현양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전자를 대표하는 뉴클레오티드 발현양을 이용하여 리간드-단

백질 정보와 유전자 이름을 매핑(mapping)하는 단계;(c) 적어도 하나 이상의 리간드-단백질 결합 

부위에서 원자좌표 및 구조 형태 중 하나 이상의 정보와 연관되어 있는 (a)와 (b)의 바탕 함수 집

합들(basis set) 중 에서 중복되는 바탕 함수 집합(basis set)을 선택하는 단계; (d) 하나 이상의 리

간드 단백질 결합 부위를 위한 리간드 결합력을 측정함으로써 단계 (c)에서 결정된 하나 이상의 

리간드 단백질 결합 부위를 검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단백질의 리간드 결합된 사이트를 확인하

기 위한 방법.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e2274bd4-6b16-45ba-bbea-921bcd5eb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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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구분 관련 특허 

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3. Docking 및 에너

지안정화

국가코드 KR 특허번호 KR101400717B1

발명의 명칭
전체원자기반 고분자 복합체의 시뮬레이션 시스템 및 방법( simulation 

system and method based on full atom of polymer composite )

출원인 (주)신테카바이오

발명자 정종선

출원번호 2013-0007561 출원일 2013.01.23

공개번호 - 공개일 2014.05.29

등록번호 1400717 등록일 2014.05.22

법적상태 등록 메인 IPC G09B-009/00

패밀리 KR101400717B1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9f6c0b0b-7ee8-4533-b84a-6d58e519ee67

요약

본 발명은 고분자물질 및 고분자물질의 결합체 간의 결합관계를 단말기 상에서 시뮬레이션하여, 

안정화 상태를 산출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은 (A) 시뮬레이션 대상 고분자 물질을 선정

하는 시뮬레이션 선행 단계와; (B) 상기 시뮬레이션 대상 고분자 물질에 대한 에너지 안정화 정도

를 시뮬레이션하는 시뮬레이션 수행단계를 포함하여 수행되고: 상기 시뮬레이션 수행단계는, (B1) 

표적단백질에 대하여 분석대상 고분자물질을 고정하는 단계와; (B2) 범용 그래픽 프로세서(GP-GPU)

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처리부를 통해 표적단백질과 분석대상고분자 물질의 결합에너지를 산출하는 

단계; 그리고 (B3) 기준 결합체와 대비하여 상대적인 결합 안정화도를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수행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A) 시뮬레이션 대상 고분자 물질을 선정하는 시뮬레이션 선행 단계와;(B) 상기 시뮬레이

션 대상 고분자 물질에 대한 에너지 안정화 정도를 시뮬레이션하는 시뮬레이션 수행단계를 포함하

여 수행되고:상기 시뮬레이션 수행단계는,(B1) 표적단백질에 대하여 분석대상 고분자물질을 고정하

는 단계와;(B2) 범용 그래픽 프로세서(GP-GPU)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프로세서를 통해 표적단백질과 

분석대상고분자 물질의 결합에너지를 산출하는 단계; 그리고 (B3) 기준 결합체와 대비하여 상대적

인 결합 안정화도를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수행됨을 특징으로 하는 전체원자기반 고분자 복합

체의 시뮬레이션 방법.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9f6c0b0b-7ee8-4533-b84a-6d58e519ee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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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구분 관련 특허 

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3. Docking 및 에너

지안정화

국가코드 US 특허번호 US2016113937A1

발명의 명칭
Discovery of fda-approved drugs as inhibitors of fatty acid binding protein 4 

using molecular docking screening

출원인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발명자
David Chi Cheong WAN | Yan WANG | Wai Kit LAW | Jian Shu HU | Tsz 

Ming IP

출원번호 14-920892 출원일 2015.10.23

공개번호 2016-0113937 공개일 2016.04.28

등록번호 9968616 등록일 2018.05.15

법적상태 등록 메인 IPC A61K-031/5383

패밀리 US2016113937A1, US9968616B2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a406db48-2ce6-406c-9555-6e6f0557ac46

요약

분자 도킹 스크리닝(molecular docking screening)을 이용하여, 트로바프록신(trovafloxacin)과 레보플

록사신(levofloxacin)을 포함하는 몇 가지 치료적 화합물이 지방산 결합 단백질 4(fatty acid binding 

protein 4, FABP4)의 잠재적 저해제로 최초로 동정되었다. 본 발명은 FABP4의 저해제로서 레보플록

사신의 신규한 용도 및 대사성 질환 또는 심혈관 질환의 치료를 위한 약물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레보플록사신을 이용하여 FABP4를 억제하거나, 지방세포에서 아디폴리시스를 억제하는 방

법을 제공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대상(subject)의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 또는 질환(disease)을 개선 또는 치료

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대상(subject)에 레보플록사신(levofloxacin)을 포함하는 레보플록사신

(levofloxacin)을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의 유효량을 투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대상(subject)의 대사

증후군 또는 질환을 개선 또는 치료하는 방법.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a406db48-2ce6-406c-9555-6e6f0557ac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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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05
구분

관련 특허

동일 출원인의 특허

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3. 유전자 발현 프로파

일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1-3. Docking 및 에너지안정화

3-1. 유전자-질병 간 연관성 

& 3-2. 유전자-약물 간 관련

성

국가코드 US 특허번호 US2019050537A1

발명의 명칭
Prediction and generation of hypotheses on relevant drug targets and 

mechanisms for adverse drug reactions

출원인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발명자 Heng Luo | Ping Zhang | Achille B. Fokoue-Nkoutche | Jianying Hu

출원번호 15-671898 출원일 2017.08.08

공개번호 2019-0050537 공개일 2019.02.14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공개 메인 IPC G06F-019/00

패밀리
US2019050538A1, US2019050537A1, WO2019030627A1, CN110998739A, 

GB202001657D0, GB2578265A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606063a2-769a-4e02-a6b1-6674980d1268

요약

본 발명은 ADR(Adverse Drug Reactions) 예측 시스템 프레임워크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작은 약

물분자, 유일한(unique) 인간 단백질에 대해 3차원(three-dimensions)으로 표시된 구조를 생성하고, 

분자도킹(molecular docking)을 이용하여 이들 사이의 결합점수를 생성하였다. ADR을 예측하기 위해 

분자 도킹 특징을 이용하여 기계 학습 모델을 개발하였다. 상기 기계 학습 모델을 이용하면, 약물

-타겟 상호작용 특성과 공지의 약물-ADR 관계를 기반으로 약물-induced ADR을 성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ADR과 상위 등급이거나 밀접하게 연관된 결합 단백질을 추가로 분석함으로써, ADR 메카

니즘의 해석이 가능하다. 분자 도킹 특징에 기초한 기계 학습 ADR 모델은 신규 또는 기존의 공지

된 약물 분자에 대한 ADR 예측을 보조할 뿐만 아니라, ADR의 기본 메카니즘에 대한 가능한 설명 

또는 가설을 제공하는 장점을 갖는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1] 11. 약물에 대한 약물 부작용을 자동으로 예측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저장 디바이스;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저장 디바이스에 동작 가능하게 연결된 하

나 이상의 하드웨어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상기 하나 이상의 하드웨어 프로세서는, 약물의 구조와 

연관된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약물에 대해, 상기 약물 구조와 복수의 독특한 고해상도 타겟 단

백질 구조 각각 사이에 있는 복수의 약물-타겟 상호작용 특징을 계산하고;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공지된 약물-타겟 상호작용 특징과 연관된 하나 이상의 분류기 모델을 실행하고; 상기 하나 이상

의 분류기 모델을 이용하여, 상기 약물 및 상기 하나 이상의 공지된 약물 상호작용 특징에 기초하

여 하나 이상의 약물-타겟 상호작용 특징을 예측하고; 상기 예측된 하나 이상의 약물-타겟 상호작

용 특징을 나타내는 출력을 생성하도록 구성되는, 시스템.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606063a2-769a-4e02-a6b1-6674980d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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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2 구분 관련 논문 

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3. Docking 및 에너지안

정화

논문정보 In Silico Drug Design, pp.161-189

논문명
Chapter 6 - Molecular Docking: A Structure-Based Approach for Drug 

Repurposing

기관 GGS Indraprastha University

저자 Shivani Kumar, Suresh Kumar

공개일 2019-03-01

DOI https://doi.org/10.1016/B978-0-12-816125-8.00006-7

요약

분자 도킹은 약물 발견 과정에서 사용되는 주요 생물정보학 도구 중 하나이다. 이는 주로 타겟과 

리간드의 구조에 초점을 맞춘 가상 선별 방법 중 하나이다. 리간드-타겟 콤플렉스의 결합 에너지

뿐만 아니라 결합 기하학도 예측한다. 도킹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사용해 리간드와 타겟의 모양 

친화력(shape affinity)에 의해 생성된 포즈는 스코어링(scoring)을 이용해 순위를 매기고 그룹화한다. 

스코어링 함수는 비동결성 및 타겟과 리간드 사이의 다른 상호작용의 결합 친화력과 강도를 예측

하는 수학적 방법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약물 개발 및 약물 용도 변경 분야에 적용되는데, 이는 

이 정보가 약물 개발 비용과 시간을 모두 줄여주기 때문이다. 이 장은 약물 용도 변경에 적용하기 

위해 약물 표적과 리간드의 구조를 사용하는 분자 도킹 도구의 적용에 기초한다.

돌아가기

https://doi.org/10.1016/B978-0-12-816125-8.00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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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2 구분 관련 논문

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3. Docking 및 에너지안

정화

논문정보 Int. J. Mol. Sci. 2019, 20(18), 4331

논문명 Molecular Docking: Shifting Paradigms in Drug Discovery 

기관 University of Modena and Reggio Emilia

저자 Luca Pinzi, Giulio Rastelli 

공개일 2019-09-04

DOI https://doi.org/10.3390/ijms20184331 

요약

분자 도킹은 약물 발견에 널리 사용되는 규소 구조 기반 방법으로 확립된 것이다. 도킹은 다른 표

적 조절제의 화학 구조를 사전에 알지 못한 채, 분자 수준에서 리간드-표적 상호작용을 예측하거

나 구조-활성 관계(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s)를 설명하여 치료에 있어 중요한 새로운 화합물을 

특정할 수 있게 한다. 비록 분자 토킹은 작은 분자와 큰 분자 사이의 분자 인식 메커니즘을 이해

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약물 발견에서 도킹의 사용과 적용은 지난 몇 년 동안 크게 

변화해왔다. 이 리뷰에서는 약물 발견 작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분자 도킹이 어떻게 처음 적용되

었는지 설명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부작용 예측, 약리학, 약물의 용도 변경, 표적 색출 및 프로파

일링을 포함한 도킹의 새로운 사용과 적용을 설명하며,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과 결합할 때 

의 분자 도킹의 추가 가능성을 논의한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https://doi.org/10.3390/ijms2018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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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2 구분 관련 논문

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3. Docking 및 에너지안

정화

논문정보
Bio-Algorithms and Med-Systems, Volume 14, Issue 2, 20180004, eISSN 

1896-530X

논문명
Protein-ligand binding site detection as an alternative route to molecular 

docking and drug repurposing

기관 Roma Tre University

저자 Daniele Toti 외 2명

공개일 2018-05-26

DOI https://doi.org/10.1515/bams-2018-0004  

요약

게놈 시대가 시작된 이후 지난 몇 년간 단백질 내 리간드 결합 부위의 검출은 단백질 기능 예측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등장했다. 수열과 구조에 기반한 여러 가지 접근법이 개발되었지만, 해당 도

구의 완전한 잠재력은 아직 이용되지 않았다. 여기서는 분자 도킹 시뮬레이션을 통한 가상 선별

(virtual screening)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실험실에서 개발된 리간드 결합 사이트 인식 애플리케이

션 웹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사용될 거의 모든 단백질-리간드 결합 사이트의 개발 및 분류에 대해 

설명한다. Protein Data Bank(PDB)에서 구해진 리간드 결합 부위는, 리간드 유사성에 따라 군집되었

으며, 알려진 리간드가 주어졌을 때 관련된 리간드들과 타겟 간의 결합 모드를 예측할 수 있다. 

리간드 결합 사이트 모음에는 서로 다른 2만개의 리간드들의 20만개의 결합 부위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승인한 모든 의약품의 리간드 결합 부위도 분류되어 의약품 용도 

변경 및 재설계 시도를 위해 지정된 대상에 대한 각각의 결합 가능성(및 관련 화합물)을 조사할 

수 있다. 표본 사용 사례도 이 접근법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설명된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https://doi.org/10.1515/bams-2018-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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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Docking 및 에너지안

정화

논문정보 Biophysics Reports volume 4, pages1–16(2018)
논문명

Docking-based inverse virtual screening: methods, applications, and 

challenges

기관 University of Missouri

저자 Xianjin Xu, Marshal Huang, Xiaoqin Zou

공개일 2018-02-01

DOI https://doi.org/10.1007/s41048-017-0045-8

요약

주어진 소형 복합(small-compound) 리간드를 위한 잠재적 단백질 대상을 파악하는 것은 약물 개발 

과정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인간에만 수만 개의 단백질이 존재하며, 현재의 실험적인 방법으로

는 기존의 모든 단백질을 주어진 리간드로 스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최근 도킹 기반 역 가

상 스크리닝(inverse virtual screening, IVS)이라는 계산 기술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도킹 기반 

IVS에서 단백질 패널은 분자 도킹 프로그램에 의해 선별되어 쿼리 리간드의 잠재적 대상을 식별한

다. 도킹 기반 IVS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첫 번째 논문이 약 10년 전에 발표된 이후, 접근법은 점차 

개선되어 약물 발견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도킹 기반 IVS에 채택

된 방법을 대상 데이터베이스, 도킹 엔진, 스코어링 함수 방법론 등 상세하게 검토한다. 비전문가 

사용자를 위해 개발된 여러 웹 서버도 검토한다. 그 후, 표적식별, 부작용/독성, 약물 재창출, 약물

-표적 네트워크 개발, 수용체 설계 등 다양한 연구 목적에 따라 다수의 용도가 제시된다. 검토는 

도킹 기반 IVS가 제약 엔지니어링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 논

의함으로써 마무리된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https://doi.org/10.1007/s41048-017-0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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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3. Docking 및 에너지안

정화

논문정보 Future medicinal chemistry 6(3):333-42 

논문명 Reverse docking: a powerful tool for drug repositioning and drug rescue

기관 SPP School of Pharmacy & Technology Management

저자 Prashant S Kharkar 외 2명

공개일 2014-02-28

DOI https://doi.org/10.4155/fmc.13.207

요약

리버스 도킹이나 인버스 도킹은 약물 재창출 약물 재활용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입증되고 있다. 

그것은 임상적으로 관련된 고분자 표적들의 결합 가능한 캐비티(cavities)에 작은 분자 약물/리간드

를 도킹하는 것을 포함한다. 바인딩 특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바인딩의 조임도(tightness)에 따른 

대상의 랭킹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은 잠재적으로 작용 메커니즘 및/또는 부작용 프로파일과 관련

될 수 있는 약물/리간드에 대한 새로운 분자 대상을 식별할 수 있다. 리버스 도킹의 또 다른 잠재

적인 적용은 리드 약물(lead compound)의 발견 및 약물 발견 과정의 최적화에 있다. 이 리뷰는 역

도킹의 최첨단 및 미래 전망을 컴퓨터 분자 설계에 특히 중점을 두고 요약한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https://doi.org/10.4155/fmc.1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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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2

06
구분

관련 논문

동일 출원인의 논문

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세부분류
1-3. Docking 및 에너지안정화

4-1. 약물-질병 간 연관성

논문정보 Mol. Cells 2020; 43(3): 222~227  

논문명
Identification of the Antidepressant Vilazodone as an Inhibitor of Inositol 

Polyphosphate Multikinase by Structure-Based Drug Repositioning

기관 KAIST, Korea University

저자 Boah Lee 외 다수

공개일 2020-03-17

DOI https://doi.org/10.14348/molcells.2020.0051

요약

IP3와 IP4 등 복수의 IP대사물의 인산화를 통한 IP(Inositol polyphosphate)의 생합성에는 Inositol 

polyphosphate multikinase(IPMK)가 필요하다. 성장과 신진대사와 같은 세포 신호 이벤트를 조절하기 

위한 IPMK의 촉매 작용의 생물학적 중요성은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IPMK를 억제하는 

약리학적 시약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는 항우울제인 빌라조돈(vilazodone)을 IPMK 억제제로 

식별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공인한 약물과 화학물질에 대한 구조 기반 가상 검사를 채택했다. 

도킹 시뮬레이션과 약리학적 분석은 vilazodone이 ATP보다 IPMK의 ATP 결합 촉매 영역에 더 높은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vilazodone이 시험관내 IPMK의 IP kinase 활동을 억제한다

는 것을 검증했다. 빌라조돈과 NIH3T3-L1 피브로블라스트를 배양하여 IP4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

고 IP5와 기타 고인산 IP의 세포 수준을 감소시켰다. 우리는 또한 빌라조돈 처리된 HCT116 암세포

에서 Akt 인산화 감소를 발견했다. 이러한 데이터는 IPMK 의존적 촉매 단계와 Akt 활성화에 대한 

vilazodone의 선택적 세포 작용을 분명하게 나타낸다. 집합적으로, 우리의 데이터는 IPMK가 지배하

는 생물학적, 병리학적 과정을 연구하고 공략할 수 있는 귀중한 약리학적 작용제를 제공하고, 세

포 IPMK를 억제하는 방법으로서 vilazodone을 입증한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3번 데이터)

돌아가기
(7번 데이터)

https://doi.org/10.14348/molcells.202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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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3. Docking 및 에너

지안정화

국가코드 WO 특허번호 WO2020140156A1

발명의 명칭 Method and system for predicting drug binding using synthetic data

출원인 CYCLICA INC.

발명자
MACKINNON | Stephen Scott | SAFIKHANI | Zhaleh | VERNON | Robert | 

BRERETON | Andrew E. | WINDEMUTH | Andreas

출원번호 PCT/CA2020/050005 출원일 2020.01.02

공개번호 WO2020/140156 공개일 2020.07.09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 메인 IPC G16B-015/30

패밀리 -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2b69d4a3-cd3c-4c81-ba9a-571601ef1bcf

요약

종합증강 데이터(synthetically-augmented data)를 사용하여 약물-표적 간 결합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서, 상기 방법은, 단백질 구조 데이터베이스에서 복수의 단백질 및 복수의 단백질을 위한 복수의 

유령 리간드(ghost ligand)를 생성하는 단계; 복수의 유령 리간드를 사용하여 DTI 데이터베이스에서 

단백질과 리간드에 대한 복수의 약물 표적 상호작용(DTI)을 생성하는 단계; 복수의 DTI 정보를 사용

하여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하고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하여 요청 단백질과 요청 리간드의 조합에 

대한 상호작용 가능성을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종합증강 데이터(synthetically-augmented data)를 사용하여 약물-표적 간 결합을 예측

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은, 단백질 구조 데이터베이스에서 복수의 단백질 및 복수의 단백질을 

위한 복수의 유령 리간드(ghost ligand)를 생성하는 단계; 복수의 유령 리간드를 사용하여 DTI 데이

터베이스에서 단백질과 리간드에 대한 복수의 약물 표적 상호작용(DTI)을 생성하는 단계; 복수의 

DTI 정보를 사용하여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하고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하여 요청 단백질과 요청 리

간드의 조합에 대한 상호작용 가능성을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2b69d4a3-cd3c-4c81-ba9a-571601ef1b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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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3. Docking 및 에너

지안정화

국가코드 WO 특허번호 WO2020051714A1

발명의 명칭 Method and system for predicting properties of chemical structures

출원인 CYCLICA INC.

발명자
BRERETON | Andrew Edward | ALWASH | Sana | MACKINNON | Stephen 

Scott | SOMODY | Joseph Christian Campbell | WINDEMUTH | Andreas

출원번호 PCT/CA2019/051302 출원일 2019.09.13

공개번호 WO2020/051714 공개일 2020.03.19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 메인 IPC G16C-020/30

패밀리 WO2020051714A1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ed1589e4-c0e6-44e2-8d37-2821d043a99e

요약

표본 분자의 특성을 예측하는 방법에는 다수의 기준 분자 각각에 대해 다수의 지문(fingerprints)과 

최소 하나의 특성을 얻고 표본 분자의 다수의 지문을 얻는 방법이 포함된다. 이 방법은 다수의 지

문을 이용하여 다수의 기준 분자 각각과 샘플 분자에 대한 거리를 계산하고, 다수의 기준 분자들

을 기준 분자들의 지문 정보를 이용하여 샘플 분자들과의 거리를 구하고 상대적인 예측 우위성을 

갖는 기준 분자들을 결정한다. 또한 이 방법에는 각 기준 분자에 대해 상대적 예측 우위에 근거한 

적합성 값을 결정하고, 기준 분자에 대해 획득한 적합성 값과 기준 분자의 다수의 최소 한 가지 

성질에 기초하여 표본 분자의 최소 한 가지 성질을 예측하는 것이 포함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표본 분자의 특성을 예측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은: 복수의 기준 분자 각각에 대

해, 지문과 최소 하나 이상의 특성을 획득하는 단계, 표본 분자의 복수의 지문을 획득하는 단계; 

각각의 복수의 기준 분자에 대해 각각의 복수의 지문을 사용하여 표본 분자와의 거리를 계산하는 

단계; 각각의 복수의 기준 분자에 대해, 표본 분자에 대한 거리에 기초하여 상대적 예측 우위를 

결정하는 단계; 각각의 복수의 참조 분자에 대해, 상대적 예측 우위에 기초한 적합성 값을 결정하

는 단계; 최소 하나 이상의 특성 예측 기준 분자의 복수성 및 기준 분자에 대해 얻은 적합성 값에 

기초한 표본 분자를 예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ed1589e4-c0e6-44e2-8d37-2821d043a9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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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3. Docking 및 에너

지안정화

국가코드 WO 특허번호 WO2019100158A1

발명의 명칭 Method and system for differential drug discovery

출원인 CYCLICA INC.

발명자
MACKINNON | Stephen Scott | SHAHANI | Vijay | WINDEMUTH | Andreas | 

MORAYNISS | Leonard | BRERETON | Andrew | KURJI | Naheed

출원번호 PCT/CA2018/051485 출원일 2018.11.22

공개번호 WO2019/100158 공개일 2019.05.31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 메인 IPC G16B-005/00

패밀리 CA3083135A1, WO2019100158A1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2574f73f-9a9d-4cbc-b7db-6254c20ac76e

요약

차별되는 약물 발견 방법에는 수용체 패널(receptor panel)을 얻는 것이 포함된다. 수용체 패널은 

다수의 표적과 다수의 반 표적을 지정한다. 이 방법에는 소분자 화합물(small molecular compound, 

SCM) 시드 모델을 입수하고 SMC 시드 모델에서 다수의 SMC 후보 SMC를 파생하는 것도 포함된

다. 첫 번째 SMC 후보군에 포함된 각 후보 SMC에 대해, 먼저 후보 SMC과 각 대상 사이의 원하는 

상호작용이 시뮬레이션된다. 또한, 최초의 SMC 후보군에 속하는 각 후보 SMC에 대해 SMC 후보자

와 각 대상 반대자 사이의 원하지 않는 첫 번째 상호작용이 시뮬레이션된다. 또한 이 방법에는 첫 

번째 바람직한 상호작용과 첫 번째 원하지 않는 상호작용에 기초하고 첫 번째 SMC 상호작용 점수

에 기초하여 각 후보 SMC의 SMC 상호작용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포함되며, 첫 번째 SMC 상호작

용 점수에 기초하여 약물에 대한 최소 점수에 도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차별되는 약물 발견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은: 수용체 패널에서 대상과 대상의 다수를 

지정하는 단계; SMC(소량 분자 화합물) 시드 모델을 획득하는 단계; SMC 시드 모델에서 후보 SMC

의 첫 번째 다수를 도출하는 단계; 각 후보 SMC에 대해, 후보 SMC와 복수의 타겟 간에 첫 번째 

원하는 상호작용을 자극하는 단계; 첫 번째 복수의 후보 SMC 중 각 후보 SMC에 대해, 후보 SMC

와 복수의 타겟 간에 첫 번째 원하지 않는는 상호작용을 자극하는 단계; 이 결과에 근거하여, 첫 

번째 SMC 상호작용 점수를 수득하는 단계; 약물에 대한 최소한의 점수에 도달하는지 여부를 결정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2574f73f-9a9d-4cbc-b7db-6254c20ac7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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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4 구분 동일 발명자의 논문

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3. Docking 및 에너지안

정화

논문정보 Drug Discov Today. 2017 Dec;22(12):1792-1799

논문명 Structural coverage of the proteome for pharmaceutical applications

기관 Cyclica Inc

저자 Joseph C. Somody 외 다수

공개일 2017-12

DOI https://doi.org/10.1016/j.drudis.2017.08.004

요약

구조 기반 계산을 이용한 약물 발견 노력은 잘 알려진 단일 약물 목표의 구조에 초점을 맞춰왔다. 

타겟 디콘볼루션(target deconvolution) 및 약리학 분석과 같은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은 프로테옴 규

모의 분자 도킹이 필요하며, 구조 기반의 인실리코 접근방식은 불가능했다. 이러했던 중요한 이유

는, 대부분의 단백질의 구조가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이러한 '구조격차'가 급속히 좁

혀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 게놈의 구조적 적용범위를 조사하여, 적용범위가 전체적으로 그

리고 대부분의 의약품 관련 단백질 범주 모두에서 실제로 프로테옴 전체에 해당한다는 것을 발견

했다. 구조 기반 접근방식이 디콘볼루션과 약리학을 목표로 삼기에 적절한 시점이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https://doi.org/10.1016/j.drudis.2017.0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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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3. Docking 및 에너지안

정화

논문정보 Biochem Biophys Res Commun. 2017 Jan 29;483(1):502-508

논문명
Computational proteome-wide screening predicts neurotoxic drug-protein 

interactome for the investigational analgesic BIA 10-2474

기관 Cyclica Inc, Tulane University Health Sciences Center

저자 Steven V. Molinski 외 다수

공개일 2017-01-29

DOI https://doi.org/10.1016/j.bbrc.2016.12.115

요약

신경병통 치료를 위한 지방산아미드하이드롤레아제(fatty acid amide hydrolase)의 장기간 작용 및 

가역 억제제로 설계된 조사 화합물 BIA 10-2474는 임상 1상에서의 두개내 출혈로 인해 참가자 1명

이 사망하고 5명이 입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BIA 10-2474의 지속적 소외는 인간에서 관찰된 신

경독성에 주요 원인이 되는 요소로 제안되어 약리학 조사를 위한 우리 연구의 단백질 범위 선별 

접근방식에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단백질 데이터 뱅크에 보고된 80,923개의 단

백질 구조에 대해 실리코 스크린을 수행했다. 284개의 고유한 인간 상호작용자 목록은 이전에 신

경학적, 두개내, 염증성, 출혈성 또는 응고 과정 및/또는 질병과 연관되었던 단백질의 하위 집합에 

대한 표적-질병 연관 분석을 사용하여 더욱 정제되었다. 11개의 단백질이 BIA 10-2474의 잠재적 

대상으로 확인되었으며, 두 개의 가장 높은 점수의 단백질인 인자 VII와 트롬빈(thrombin)은 모두 

필수 혈액 차단 인자로 BIA 10-2474에 의해 억제될 것으로 예측되어 그럴듯한 독성 메커니즘을 제

시하였다. 일단 이 작은 분자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되면, 뇌에서 특히 혈전 형성에 대한 

BIA 10-2474의 예측된 억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미래 연구가 수행될 것이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https://doi.org/10.1016/j.bbrc.2016.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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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7 구분 인용특허 

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3. Docking 및 에너

지안정화

국가코드 US 특허번호 US2002072887A1

발명의 명칭 Interaction fingerprint annotations from protein structure models

출원인
Sandor Szalma | Mariusz Milik | Krzysztof Olszewski | Lisa Yan | Azat 

Badretdinov | Scott Kahn

발명자
Sandor Szalma | Mariusz Milik | Krzysztof Olszewski | Lisa Yan | Azat 

Badretdinov | Scott Kahn

출원번호 09-933580 출원일 2001.08.20

공개번호 2002-0072887 공개일 2002.06.13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포기 메인 IPC G06G-007/48

패밀리 US2002072887A1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a1494cc0-bfd4-48f9-81eb-5b809d4c73cc

요약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 분자에 대한 리간드 결합 특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시스템 및 방

법이 개시된다. 모델링 방법(modeling method)은 단백질 분자를 표현하고 리간드 분자와의 상호작

용을 시뮬레이션하는데 사용된다. 단백질/리간드 상호작용은 서열 유사성이나 상동성만이 아니라 

예측된 구조적 특징 및 리간드 반응성에 기초한 단백질의 그룹화를 허용하는 핑거프린트 분석

(fingerprint analysis)에 의해 특징화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유전체학(genomics) 또는 프로테오믹스(proteomics) 데이터베이스 내의 서열에 대한 서

열 주석을 도출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데이터베이스 내의 서열에 의해 암호화되는 적어도 하나의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모델링하는 단계; 적어도 하나의 리간드와 상기 모델링된 3차원 구조 사이

의 상호작용을 모델링하는 단계; 및 상기 상호작용의 계산된 특성으로부터 주석을 도출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a1494cc0-bfd4-48f9-81eb-5b809d4c73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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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10 구분 Covid-19 관련 논문

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3. Docking 및 에너지안

정화

논문정보 ChemRxiv Preprint – in silico indentification
논문명

In Silico Identification and Docking-Based Drug Repurposing Against the Main 

Protease of SARS-CoV-2, Causative Agent of COVID-19

기관 University Medical Center Hamburg – Eppendorf, University of Minnesota
저자 Yogesh Kumar, Harvijay Singh

공개일 2020-04

DOI https://doi.org/10.26434/chemrxiv.12049590

요약

새로운 사스 코로나바이러스 2로 인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COVID-19 대유행은 전례 없는 수준

의 전 세계 공중보건 비상사태다. 따라서 사스-CoV-2에 대항하는 약이나 백신의 필요성이 현재로

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다. 감염 시 사스-CoV-2의 ssRNA 게놈은 큰 다단백질로 번역되며, 이는 바

이러스 특이적 프로테아제(3-CL 프로테아제)와 파판 프로테아제(3-CL 프로테아제)로 인해 서로 다

른 비구조적 단백질로 더 나아가 바이러스 복제 콤플렉스를 형성한다. 바이러스 복제에 있어서 주

요 프로테아제의 필수불가결한 기능은 이 효소를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억제제 및 

잠재적 치료 요법의 개발의 유망한 대상으로 만든다. 최근 연구진으로부터 사스-CoV-2 M 프로

(PDB ID: 6Y2F)의 α-케토아미드 리간드 결합 X선 결정 구조. 잠재적 억제제 결합 메커니즘과 관련

된 분자 상호작용을 담당하는 결정 요인을 밝혀냈다.

여기서는 다른 바이러스 감염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FDA 승인 약물에 대한 가상 선별 및 분자 도

킹 연구를 수행하여 M 프로 활성 사이트에서 이들의 결합 친화력을 조사하였다. 가상 선별을 통해 

다수의 항바이러스제가 확인되었으며, 그 중 상위 10개 항바이러스제는 벤딩 에너지 점수를 기반

으로 M 프로와의 분자 도킹을 통해 추가로 검사된다.

도킹 연구 결과, 그 중 많은 약물이 선별되었으며, 그 중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Lopinavir-Ritonavir), 티프라나비르(Tipranavir), 랄테그라비르(Raltegravir)는 결정 결합 억제제 α-케

토아미드보다 유사하거나 높은 친화력으로 프로테아제의 활성 부위에서 결합한다. 계통생성학적 

분석은 또한 사스-CoV-2가 Bat-SL-CoV와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선별된 약물 분자의 생체내 효과성은 생화학적, 구조적 조사를 통해 더욱 확증될 필

요가 있다. 게다가, 이 연구는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사스-CoV-2 감염을 억제하기 위해 조사되고 

사용되는 기존 약물의 잠재적인 사용을 증진시킨다.

대표도면

https://doi.org/10.26434/chemrxiv.12049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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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3. Docking 및 에너지안

정화

논문정보 ChemRxiv Preprint

논문명
Drug Repurposing and New Therapeutic Strategies for SARS-CoV-2 Disease 

Using a Novel Molecular Modeling-AI Hybrid Workflow

기관 Denovicon Therapeutics

저자 Scott D Bembenek

공개일 2020-06

DOI

https://chemrxiv.org/articles/Drug_Repurposing_and_New_Therapeutic_Strategie

s_for_SARS-CoV-2_Disease_Using_a_Novel_Molecular_Modeling-AI_Hybrid_Wor

kflow/12449081/2?file=23108015

요약

최근 발생한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의 발병은 과학계와 의학계에 즉각적인 치료법을 

찾아야 하는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유요한 분자를 식별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로 바꾸는 

통상적인 과정은 10년에서 15년이 걸리며, 그 중 약 5년이 임상 전 연구 개발에만 소요된다. 가장 

빠른 전략은 이미 어느 정도 효능이 있는 기존 약물이나 말기 임상분자(원래 다른 치료목표를 대

상으로 하는 것)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SARS-CoV-2 주 프로테아제의 잠재적 억제제를 찾

아내는 새로운 분자 모델링-AI 하이브리드 컴퓨팅 플랫폼 과제를 수행했다. 13,000개 이상의 FDA 

승인 약물과 임상 후보자들(3만 명 미만의 양성자로 대표됨)이 검사를 받았다. 이러한 노력은 몇 

개의 유망한 분자를 식별하는 결과를 낳았다. 게다가, 그것은 미래의 억제제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화학적 모티브에 대한 통찰력을 확실히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SARS-CoV-2의 다른 잠

재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표적과 경로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가능하게 했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https://chemrxiv.org/articles/Drug_Repurposing_and_New_Therapeutic_Strategies_for_SARS-CoV-2_Disease_Using_a_Novel_Molecular_Modeling-AI_Hybrid_Workflow/12449081/2?file=2310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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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3. Docking 및 에너지안

정화

논문정보 J. Chem. Inf. Model. 2020, 60, 6, 3277–3286Z
논문명

Fast Identification of Possible Drug Treatment of Coronavirus Disease-19 

(COVID-19) through Computational Drug Repurposing Study

기관 University of Pittsburgh

저자 Junmei Wang

공개일 2020-04-21

DOI https://doi.org/10.1021/acs.jcim.0c00179

요약

최근 발생한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질병-19(COVID-19)는 시중에 유통되는 약물을 이용한 가능한 

치료 전략을 요구하고 환영하고 있다. 특히 주요 바이러스성 단백질의 3D 구조를 정밀하게 해결한 

후 유망한 약물 용도 변경 후보지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컴퓨터 지원 약물 설계 기법을 적용

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다. COVID-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사스-CoV-2이다. 최근에 출시된 

SARS-CoV-2 주 프로테아제의 결정 구조를 활용하여 공동 결합 억제제인 N3(Liu 등, 

10.2210/pdb6LU7/pdb)와 함께 임상시험에서 승인된 약물과 약물 후보 약물에 대한 가상 도킹 스크

리닝을 실시했다. 상단 도킹 적중 시 MM-PBSA-WSAS(분자 역학/Poisson-Boltzmann 표면적/가중 용

매 접근 표면적; Wang, Chem)라는 엔드 포인트 방법을 사용하여 분자역학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다음, 2019년 개정판, 119, 9478; 왕, 외.-Aided Drug Des. 2006, 2, 287; Wang;;; Hou J. Chem. inf. 모

델, 2012, 52, 1199). 카필조미브(carfilzomib), 에라바시클린(eravacycline), 발루비신(valrubicin), 로피나

비르(lopinavir), 엘바스비르(elbasvir) 등 몇 가지 유망한 알려진 약물이 사스-CoV-2 주 프로테아제

의 잠재적 억제제로 눈에 띈다. 프로테아솜 억제제 역할을 하는 공인 항암제 카필조미브는 

MM-PBSA-WSAS 결합 자유에너지 -13.8kcal/mol이 가장 우수하다. 두 번째로 용도를 바꾸는 약 후

보물질인 에라바시클린은 합성 할로겐화 테트라시클린급 항생제다. 또 다른 항생물질이자 충전된 

분자인 스트렙토마이신 역시 충전된 형태(-3.8kcal/mol)의 결합 자유에너지가 중성 형태

(-7.9kcal/mol)의 결합에너지에 비해 거의 낮지 않더라도 일부 억제 효과를 나타낸다. 1개의 생체 

활성인 PubChem 23727975는 결합 자유 에너지가 -12.9 kcal/mol이다. 세부적인 수용체-리간드 및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수용체-리간드 및 결합의 핫스팟을 식별했다. 나는 His41이라는 뜨거운 지점 

잔여물이 사스-CoV, 사스-CoV-2, 메르스-CoV, 그리고 C형간염 바이러스(HCV)를 포함한 많은 바이

러스에 보존된 잔류물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사스-CoV-2 주 프로테아제를 대상

으로 한 합리적인 약물 설계를 촉진할 수 있다.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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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논문정보 J Infect Public Health. 2020 Jun 16

논문명

In silico prediction of potential inhibitors for the Main protease of 

SARS-CoV-2 using molecular docking and dynamics simulation based 

drug-repurposing

기관 University Medical Center Hamburg – Eppendorf, University of Minnesota
저자 Yogesh Kumar, Harvijay Singh, Chirag N. Patel 

공개일 2020-06-16

DOI https://doi.org/10.1016/j.jiph.2020.06.016

요약

배경

사스-코로나 바이러스-2로 인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COVID-19 대유행은 전례 없는 수준의 전 

세계 공중보건 비상사태다. 불행히도 사스-CoV-2 감염에 대항할 치료법이나 백신은 아직 구할 수 

없으며, 이것은 이러한 방향으로 연구 활동을 확대할 필요성을 실증한다. 바이러스 복제에 있어 

주요 프로테아제의 필수불가결한 기능은 이 효소를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하기 위한 

억제제 검사와 약물 발견의 유망한 대상으로 만든다. 최근 장 외 연구진으로부터 사스-CoV-2 

Mpro(PDB ID: 6Y2F)의 α-케토아미드 리간드 결합 X선 결정 구조. 잠재적 억제제 결합 메커니즘과 

기질 결합을 담당하는 분자 결정 인자를 밝혀냈다.

방법

연구를 위해 우리는 SARS-CoV-2 Mpro를 대상으로 FDA 승인 항바이러스제 검사와 분자 도킹 기반 

가상 검진을 실시하였다. SARS-CoV-2 Mpro 활성 사이트에서 결합 친화력과 안정성을 조사하기 위

해 상위 3개 선택된 약물에 대한 추가 분자 동적 시뮬레이션 연구가 수행되었다. 계통발생학적 분

석은 또한 서로 다른 국가에서 격리된 사스-CoV-2 유전체 사이의 관련성을 알기 위해 수행되었다.

결과

SARS-CoV-2 게놈의 계통유전학적 분석 결과 이 바이러스가 Bat-SL-CoV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으며 게놈 수준에서 어떠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자 도킹 연구는 77개 약물 

중 선별된 상위 10개 약물은 양호한 결합 친화력을 보이는 반면 상위 3개 약물은 다음과 같은 결

합 친화력을 보인다는 것을 밝혀냈다.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Lopinavir-Ritonavir), 티프라나비르

(Tipranavir), 랄테그라비르(Raltegravir)는 사스-CoV-2 Mpro 단백질의 활성 부위에서 순응 안정성을 

위해 분자역학 시뮬레이션 연구를 수행했다.

결론

FDA 승인 항바이러스제 도서관 중 본 연구에서 상위 3개 억제제인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티프라

나비르, 랄테그라비르는 SARS-CoV-2의 주요 프로테아제와의 분자 상호작용을 가장 잘 보여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선별된 약물 분자의 체내 효능은 생화학적, 구조적 조사를 통해 더욱 확증될 

필요가 있다.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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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논문정보 J Biomol Struct Dyn. 2020 : 1–12.

논문명

Drug repurposing against SARS-CoV-2 using E-pharmacophore based virtual 

screening, molecular docking and molecular dynamics with main protease as 

the target

기관 Kannur University

저자 K.G. Arun 외 다수

공개일 2020-06-22

DOI https://doi.org/10.1080/07391102.2020.1779819 

요약

중국으로부터 2019년 12월 첫 보고 이후, 베타 코로나바이러스 사스-CoV-2에 의한 COVID-19 대유

행병은 약 559만 명을 감염시켰고, 전 세계 3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임상적으

로 승인된 백신이나 약물의 부족은 전염병을 퇴치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병목현상으로 남아 있다. 

약물 용도 변경은 사스-CoV-2에 효과가 있는 알려진 약물을 식별함으로써 약물 개발 과정을 촉진

할 수 있다. SARS-CoV-2 주 프로테아제는 숙주 내 바이러스 증식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로 유망

한 약물 대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다졸 카박시미드(imidazole carbaximide) 억제제와 함께 복합

체 내 바이러스 프로테아제의 결정 구조를 사용하여 E-파마코포어(E-pharmacophore) 가설이 생성

되었다. 슈퍼DRUG2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은 용도 변경을 위한 후보 약물을 식별

하는 데 사용되었다. 약리학적 기반 선별에서 얻은 적중치는 다른 정밀도의 분자 도킹과 관련된 

구조 기반 접근방식을 사용하여 추가 선별되었다. 가장 유망한 화합물의 결합 에너지는 MM-GBSA

를 사용하여 추정되었다. 100ns의 분자역학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선택된 약물과 대상 사이의 상

호작용의 안정성을 추가로 탐구하였다. 그 결과, 비니피브레이트(Binifibrate)와 바미필린(Bamifylline) 

약물이 효소 활성 부위와 강하게 결합되어 사스-CoV-2에 대항하여 용도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비니피브레이트가 환자들에게 일부 건강에 악영향을 미

치고 있어 시장에서 철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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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논문정보 Life Sci. 2020 Jul 1; 252: 117652.

논문명
In silico studies on therapeutic agents for COVID-19: Drug repurposing 

approach

기관 Institute of Pharmacy, S. G. Highway, Sanand Circle 외 1

저자 Bhumi Shah, Palmi Modi, Sneha R. Sagar

공개일 2020-07-01

DOI https://doi.org/10.1016/j.lfs.2020.117652

요약

목표

COVID-19로 더 잘 알려진 심각한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2는 전 세계에 현재 건강 

문제가 되고 있다. 당초 2019년 12월경 중국 우한에 나타났는데 전염성이 높아 187개국에 전염되

었다. 예방 조치들은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나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개인에 대한 이동을 중단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남아있다. 대유행 속에서 새로운 분자의 연구 개발은 노동집약적이고 힘든 과정

이다. 약물 용도 변경은 기존 분자의 라이브러리에서 치료적으로 강력한 분자를 식별하는 개념이

다.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항바이러스제로 이미 임상적으로 정밀 검사 중이거나 치료에서 사용되고 있는 61개

의 분자를 도킹 연구를 통해 조사했다. 도킹 스터디는 Maestro 인터페이스(Schrödinger Suite, LLC, 
NY)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주요 시사점

이 61개의 분자 중에서 37개의 분자가 COVID-19의 최소 2개 이상의 단백질 구조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킹 결과는 보고된 분자 중 HIV 프로테아제 억제제와 RNA 의존성 RNA 중합효

소 억제제가 COVID-19 효소에 결합하는 유망한 특징을 보였음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단백질 합성

의 억제제인 메티사존, 안지오텐신(CGP42112A) AT2 수용체 작용제, 비구조성 단백질 3-4A의 억제

제인 ABT450은 COVID-19에 대해서도 편리한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

의의

약물 용도 변경 접근법은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한 통찰력

을 제공한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https://doi.org/10.1016/j.lfs.2020.117652


- 111 -

코드 10 구분 Covid-19 관련 논문

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3. Docking 및 에너지안

정화

논문정보 Journal of Biomolecular Structure and Dynamics

논문명

Possibility of HIV-1 protease inhibitors-clinical trial drugs as repurposed 

drugs for SARS-CoV-2 main protease: a molecular docking, molecular 

dynamics and binding free energy simulation study

기관 Periyar University

저자 Iruthayaraj Ancy 외 2명

공개일 2020-07-06

DOI https://doi.org/10.1080/07391102.2020.1786459 

요약

당초 사스-CoV-2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에서 출현해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며 과학계에 항바이

러스 치료제 개발을 촉구하고 있다. 몇 가지 전략 중 약물 용도 변경은 COVID-19 대유행을 극복하

기 위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HIV-1 프로테아제에 대한 임상

시험 약 두 가지, 즉 TMB607과 TMC310911을 선택하여 사스-CoV-2 프라이머리 프로테아제(Mpro) 효

소의 억제제로 사용하였다. 이 두 억제제를 COVID-19의 용도 변경 약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스

-CoV-2 Mpro와 이 두 분자의 결합 메커니즘의 분자 베이스(molecular base)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

다. 바인딩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SARS-CoV-2 Mpro에 대해 분자 도킹, 분자역학(MD) 시뮬레이

션, 바인딩 자유 에너지 계산을 수행했다. 도킹 결과는 두 분자가 Mpro 효소의 활성 부위 아미노산

과 분자간 상호작용을 형성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MD 시뮬레이션 동안 TMB607은 Mpro의 주

요 아미노산과 강한 상호작용을 형성하며, 그대로 유지된다. 두 복합체의 RMSD 및 RMSF 값은 MD 

시뮬레이션 전반에 걸쳐 안정적이었다. 두 복합체의 MM-GBSA 결합 자유 에너지 값은 각각 –43.7
과 -34.9kcal/mcal이다. 이는 인실리코 연구에서 TMB607 분자가 SARS-CoV-2 Mpro 효소와 강하게 결

합하고 있으며, COVID-19의 약물 용도 변경 및 향후 약물 설계에 적합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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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preprints from medRxiv and bioRxiv

논문명
Repurposing Therapeutics for COVID-19: Rapid Prediction of Commercially 

available drugs through Machine Learning and Docking

기관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저자 Sovesh Mahapatra 외 다수

공개일 2020-04-23

DOI https://doi.org/10.1101/2020.04.05.20054254 

요약

배경

SARS-CoV-2 바이러스에 의한 소설 코로나바이러스병 COVID 19의 발병은 지난 3개월 동안 전 세

계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과 이 질병의 사망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

에 따라, 전세계의 과학자들과 연구원들은 이 새로운 바이러스를 가능한 치료법과 함께 능동적인 

치료제와 백신을 발견함으로써 이 새로운 바이러스를 이해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고 있다. 그

래서 SARS-CoV-2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롭고 효과적인 약의 긴급한 요건이 

있다.

방법 및 소견

우리는 이미 시장에서 구할 수 있고 임상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른 질병에 이용되고 있는 약, 

즉 기존 약품의 재사용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임상시험에 관한 약물 설계와 프로토콜의 엄청난 

복잡성은 종종 제한된 시간 내에 이 전염병 질병에 대한 다양한 신약 조합을 개발하는 것을 금지

한다. 최근에는 기계학습(ML) 기술의 진보와 결합한 놀라운 연산력 향상이 약물 개발 과정에 혁명

을 일으키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치료제의 재사용을 위한 ML을 이용한 상세 연구가 시급

하다. 여기서는 COVID-19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약물을 예측하기 위해 약 73%의 정확도를 가진 

Naive Bayes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ML 모델을 보고한다. 우리의 연구는 재사용에 사용될 수 있는 

약 10개의 FDA 승인 상업용 약품을 예측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항레트로바이러스제 

Atazanavir (DrugBank ID DB01072)가 아마도 선택된 기준에 근거한 가장 효과적인 약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제안한다.

결론

우리의 연구는 임상 과학자들이 COVID 19 치료를 위한 치료제를 더 선별적으로 식별하고 시험하

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여기서 보고된 바와 같이 약물 발견을 위한 ML 기반 접근법은 지역사회 

응용을 위한 미래형 스마트 의약품 설계 전략이 될 수 있다.
대표도면

https://doi.org/10.1101/2020.04.05.2005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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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0 구분 중심특허

기술 분류 2. 부작용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국가코드 US 특허번호 US20140193517A1

발명의 명칭 Method of drug repositioning

출원인 GlaxoSmithKline Intellectual Property Development Limited

발명자 Pankaj Agarwal | Lun Yang

출원번호 14-239564 출원일 2012.08.17

공개번호 2014-0193517 공개일 2014.07.10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포기 메인 IPC G06F-019/00

패밀리
EP2745235A1, WO2013028480A1, CA2845756A1, US20140193517A1, 

EP2745235A4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5a832657-64e6-477f-9fbc-b1bed5c3f1c7

요약

적어도 하나의 제1의 약제에 대한 새로운 적용을 선택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1의 

약제에 대한 약물-부작용(drug-side effect; SE) 연관성을 생성하는 단계; 적어도 하나의 질병 또는 

장애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질병 또는 장애의 치료를 위한 적어도 하나의 제2의 약제에 대한 질

병-부작용(disease-side effect; SE) 연관성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약물-부작용(drug-side effect; SE) 

연관성과 상기 질병-부작용(disease-side effect; SE) 연관성 사이의 연관 강도(association strength)

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1의 약제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질병 또는 장애의 치

료를 위한 적어도 하나의 제2의 약제에 의해 유도된 적어도 하나의 부작용과 동일한 적어도 하나

의 부작용을 유도하는 경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질병 또는 장애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1의 약

제에 대한 새로운 적용으로서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적어도 하나의 제1의 약제에 대한 새로운 적용을 선택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1의 약제에 대한 약물-부작용(drug-side effect; SE) 연관성을 생성하는 단계; 적어도 하나

의 질병 또는 장애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질병 또는 장애의 치료를 위한 적어도 하나의 제2의 약

제에 대한 질병-부작용(disease-side effect; SE) 연관성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약물-부작용

(drug-side effect; SE) 연관성과 상기 질병-부작용(disease-side effect; SE) 연관성 사이의 연관 강도

(association strength)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1의 약제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질병 또는 장애의 치료를 위한 적어도 하나의 제2의 약제에 의해 유도된 적어도 하나의 부작용과 

동일한 적어도 하나의 부작용을 유도하는 경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질병 또는 장애를 상기 적어

도 하나의 제1의 약제에 대한 새로운 적용으로서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5a832657-64e6-477f-9fbc-b1bed5c3f1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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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구분 관련 특허

기술 분류 2. 부작용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국가코드 CN 특허번호 CN106446585B

발명의 명칭
Method for mining potential application of medicine through untoward effect 

reporting system

출원인 UNIV SHANGHAI JIAOTONG

발명자 LUO HENG | YAN XUEMEI | HE LIN

출원번호 2016-10920620 출원일 2016.10.21

공개번호 106446585 공개일 2017.02.22

등록번호 106446585 등록일 2019.08.30

법적상태 - 메인 IPC G06F-019/00

패밀리 CN106446585B, CN106446585A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cd367097-4301-4926-9f19-75969e299294

요약

본 발명은 첫번째로, 부작용 보고 시스템을 통해 약물의 새로운 용도를 발굴하는 방법을 제공하

며,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부작용 보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약물의 새로운 적용을 발굴하는 방법

을 제공하며, 상기 방법은 부작용 보고 시스템에서 보고된 약물과 질병의 관계를 예측하고, 가능

성을 측정하여 약물의 치료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의 예측 알고리즘은 알려진 약

물과 알려진 인간 질병의 대부분에 적용될 수 있으며, 약물의 종류 및 용도에 제한되지 않는다. 

이 방법은 약물 개발을 가속화하고, 약물 개발 비용을 절감하는 데 매우 우수한 응용 분야이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부작용 보고 시스템에 의해 약물의 잠재적 용도를 발굴하는 방법으로서, 다음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1) 부작용 보고 데이터 소스에서 약물을 사용한 보고 횟수 및 부작용을 발생시킨 

보고 횟수를 통계처리하는 단계; 

(2) 고전적인 베이지안 기하 평균(Empirical Bayes Geometric Mean, EBGM) 통계방법을 통해, 약물 

타겟과 타겟 질병 간의 EBGM의 X confidence interval upper limit L 값을 도출하거나(여기서 85%≤

X≤ 100%), 혹은 관련성 통계 조회(relevance statistical check)를 통해, 약물 타겟과 타겟 질병 간

의 관련성 통계를 계산하여 해당 약물이 상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단계, 여기서 관련성 통계를 이용하는 단계 (2)는 약물 타겟에 대한 환자의 수와 타겟 질병에 대한 

환자 수를 카운트하여 다음 식에 의한 Vodd 값을 계산함. Vodd=(A1/A2)/(B1/B2), 여기서

  A1: 약물 타겟을 복용하고, 타겟 질병을 앓은 환자 수

  B1: 약물 타겟을 복용하고, 타겟 질병을 앓지 않은 환자 수

  A2: 약물 타겟을 복용하지 않고, 타겟 질병을 앓은 환자 수

  B2: 약물 타겟을 복용하지 않고, 타겟 질병을 앓지 않은 환자 수;

약물 타겟은 부작용 보고 시스템에 의해 기록된 약물이며, 타겟 질병은 약물 유발 부작용이나 질

병의 명칭에 의해 기록된 일종의 부작용 보고 시스템에 의해 예측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대표도면

돌아가기

https://www.keywert.com/detail?uuid=cd367097-4301-4926-9f19-75969e29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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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05
구분

관련 특허

동일 출원인의 특허

기술 분류

2. 부작용에 기반한 접근법

3. 유전자 발현 프로파

일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3-1. 유전자-질병 간 연

관성 & 3-2. 유전자-약물 

간 관련성

국가코드 US 특허번호 US9530095B2

발명의 명칭
Method and system for exploring the associations between drug side-effects 

and therapeutic indications

출원인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발명자 Nan Cao | Jianying Hu | Robert K. Sorrentino | Fei Wang | Ping Zhang

출원번호 13-970191 출원일 2013.08.19

공개번호 2015-0006438 공개일 2015.01.01

등록번호 9530095 등록일 2016.12.27

법적상태 등록 메인 IPC G06N-005/02

패밀리
US10692588B2, US2017098063A1, US2017098062A1, US10685741B2, 

US2015006438A1, US2015006439A1, US9530095B2, US9536194B2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032deddd-f2fd-407c-90c4-fd51f7e3fa6a

요약

프로세서와 프로세서와 결합되고 메모리에 저장된 하나 이상의 분류기들을 포함하는 화학적 데이

터를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으로서, 주어진 화학물이 특정 약물작용을 처리하는지 여부를 

예측하도록 구성된 표시 예측 모듈(indication predictive module) 및 주어진 화학물이 부작용

(side-effect)를 야기하는지를 예측하도록 구성된 부작용 예측 모듈(side effect predictive module)을 

더 포함하는, 화학적 데이터 분석 시스템 및 방법이 제공된다. 상관관계(correlation) 엔진은 주어진 

화학물질에 대한 하나 이상의 약물적용 및 하나 이상의 부작용들 사이의 하나 이상의 상관관계들

을 결정하도록 구성되고, 시각화 툴은 하나 이상의 상관관계들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들을 출력하

도록 구성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화학적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메모리에 저장되고 프로세서에 커플링된 하나 

이상의 분류기들을 이용하여, 분류하는 단계 - 상기 데이터세트는 복수의 화합물들에 대한 복수의 

임상적인 부작용 키워드들을 포함함 - ; 주어진 화합물이, 상기 임상적인 부작용 키워드들 및 상

기 주어진 화학물의 다른 화학적 특성들에 대한 조합에 기초하여 하나 이상의 약물작용들을 처리

하는지 여부를 예측하는 단계; 및 부작용 예측 모듈(side-effect predictive module)을 이용하여, 상

기 주어진 화합물이 하나 이상의 부작용을 야기하는지 여부를 예측하는 단계; 상관관계 엔진 모듈

(correlation engine module)을 이용하여, 상기 주어진 화합물에 대한 하나 이상의 약물작용들과 하

나 이상의 부작용 사이의 하나 이상의 상관관계들을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하나 이상의 상관관

계들을 분석하고, 시각화 툴(visualization tool)을 이용하여 결과들을 출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화학적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032deddd-f2fd-407c-90c4-fd51f7e3fa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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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09
구분

관련 특허

피인용특허 

기술 분류

2. 부작용에 기반한 접근법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세부분류 4-2. 약물 작용 경로

국가코드 US 특허번호 US9536194B2

발명의 명칭
Method and system for exploring the associations between drug side-effects 

and therapeutic indications

출원인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발명자 Nan Cao | Jianying Hu | Robert K. Sorrentino | Fei Wang | Ping Zhang

출원번호 13-971072 출원일 2013.08.20

공개번호 2015-0006439 공개일 2015.01.01

등록번호 9536194 등록일 2017.01.03

법적상태 등록 메인 IPC G06N-005/02

패밀리
US10692588B2, US2017098063A1, US2017098062A1, US10685741B2, 

US2015006438A1, US2015006439A1, US9530095B2, US9536194B2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33df4a21-0cb5-490c-999c-255c0682fa28

요약

프로세서와 프로세서와 결합되고 메모리에 저장된 하나 이상의 분류기들을 포함하는 화학적 데이

터를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으로서, 주어진 화학물이 특정 약물작용을 처리하는지 여부를 

예측하도록 구성된 약물 적용 예측 모듈(indication predictive module) 및 주어진 화학물이 부작용

(side-effect)를 야기하는지를 예측하도록 구성된 부작용 예측 모듈(side effect predictive module)을 

더 포함하는, 화학적 데이터 분석 시스템 및 방법이 제공된다. 상관관계(correlation) 엔진은 주어진 

화학물질에 대한 하나 이상의 약물 적용 및 하나 이상의 부작용들 사이의 하나 이상의 상관관계들

을 결정하도록 구성되고, 시각화 툴은 하나 이상의 상관관계들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들을 출력하

도록 구성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화학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프로세서; 메모리에 저장되고 프로세서에 결합된 하나 이상의 분류기로 구성되고,

상기 분류기는 구축된 키워드 데이터셋, 주어진 화합물에 대한 다른 화학적 특성으로부터의 임상

부작용 키워드와 복수의 부작용 데이터베이스 자원으로부터 구성된 복수의 화합물에 대한 복수의 

임상적 부작용 키워드를 포함하는 구성된 키워드 데이터셋의 조합에 기초하여, 주어진 화학 물질

이 특정 약물의 적용에 관여하는지 여부를 예측하도록 구성되는 약물 적용 예측 모듈; 및 주어진 

화학물이 부작용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예측하도록 구성된 부작용 예측 모듈; 주어진 화학물에 대

한 하나 이상의 약물 작용과 하나 이상의 부작용 사이의 하나 이상의 상관 관계를 결정하도록 구

성된 상관 엔진; 및 하나 이상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출력하도록 구성된 시각화 툴

을 포함하는 시스템.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33df4a21-0cb5-490c-999c-255c0682fa28


- 120 -

돌아가기
(4번 데이터)

돌아가기
(8번 데이터)



- 121 -

코드
01

05
구분

관련 특허

동일 출원인의 특허

기술 분류

2. 부작용에 기반한 접근법

3. 유전자 발현 프로파

일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3-1. 유전자-질병 간 연

관성 & 3-2. 유전자-약물 

간 관련성

국가코드 US 특허번호 US10223500B2

발명의 명칭 Predicting drug-drug interactions and specific adverse events

출원인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발명자 Jianying Hu | Yashu Liu | Ping Zhang

출원번호 14-976002 출원일 2015.12.21

공개번호 2017-0177803 공개일 2017.06.22

등록번호 10223500 등록일 2019.03.05

법적상태 등록 메인 IPC G06F-019/00

패밀리 US2017177803A1, US10223500B2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d3763a5c-060b-424c-96d8-7ad9f3e56978

요약

본 발명은 약물-약물 상호작용 및 부작용 분석(adverse event analysis)을 위한 방법, 시스템 및 장

치를 제공한다. 하나 이상의 약물 쌍에 대한 화학적 구조는 사용자 및 데이터베이스 중 적어도 하

나로부터 얻어진다. 상기 약물의 화학적 구조에 기초하여 상기 하나 이상의 약물 쌍의 약물 각각

에 대해 화학적 지문이 생성된다. 약물-약물 상호 작용 예측은 화학적 지문에 기초하여 약물의 쌍

마다 수행된다. 부작용 예측은 하나 이상의 약물 쌍에 대한 예측된 약물-약물 상호작용에 기초하

여 수행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약물-약물 상호작용(drug-drug interaction) 및 부작용 분석(adverse event analysis)을 

위한 방법으로서, 사용자 및 데이터베이스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약물의 하나 이상의 쌍에 대한 

화학적 구조를 획득하는 단계; 1개 이상의 약물 쌍의 각각의 약물에 대한 화학적 지문(chemical 

fingerprint)을 생성하는 단계로서, 각각의 약물에 대한 화학적 지문은 약물의 화학적 구조로부터 얻

은 특정 분자 또는 화학적 하위-구조의 존재를 나타내는 독특한 패턴을 포함하는, 단계; 상기 약

물-약물 상호 작용 예측을 수행하는 단계는, 상기 약물 쌍의 각 약물의 화학적 지문과 상기 약물 

쌍의 약물-약물 상호 작용 라벨을 bilinear 로지스틱 회귀모델에 입력하여 상기 약물 쌍 사이의 약

물-약물 상호 작용 확률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약물 쌍 사이의 약물-약물 상호작용의 확률이 

예상 또는 예측된다는 것을 수신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하나 이상의 약물 쌍에 대해 상기 예측

된 약물-약물 상호작용에 기초하여 부작용 예측(adverse event prediction)을 수행하는 단계; 약물-

약물 상호작용 예측 및 부작용 예측 중 적어도 하나의 결과를 하나 이상의 장치에 전송하는 단계

로서, 상기 결과는 약물의 하나 이상의 쌍의 사용 안전성(usage safety)을 증가시키는, 전송 단계; 

상기 단계들은 메모리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 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약물-약물 상호작

용 및 부작용 분석을 위한 방법.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d3763a5c-060b-424c-96d8-7ad9f3e5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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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05
구분

관련 특허

동일 출원인의 특허

기술 분류

2. 부작용에 기반한 접근법

3. 유전자 발현 프로파

일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3-1. 유전자-질병 간 연

관성 & 3-2. 유전자-약물 

간 관련성

국가코드 US 특허번호 US2015324693A1

발명의 명칭 Predicting drug-drug interactions based on clinical side effects

출원인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발명자 Jianying Hu | Robert K. Sorrentino | Fei Wang | Ping Zhang

출원번호 14-270498 출원일 2014.05.06

공개번호 2015-0324693 공개일 2015.11.12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심사중 메인 IPC G06N-005/04

패밀리 US2015324693A1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86933b8b-5a3c-4db8-b7bb-fb1512503ba3

요약

임상 부작용에 기초하여 약물-약물 상호작용을 예측하기 위한 프로세서-구현 방법, 컴퓨터 프로그

램 제품 및 시스템이 제공된다. 상기 방법은 다수의 약물 각각에 대한 다수의 데이터 공급원으로

부터 약제학적, 약동학적 또는 약력학적 약물-약물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약물-약물 상호작용 훈련 

데이터세트(training dataset)를 구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방법은 또한 상기 약물과 연관된 

부작용으로부터 상기 약물들 각각에 대한 부작용 특징(side effect feature)들을 구축하는 단계를 포

함한다. 상기 방법은 약물-약물 상호작용 훈련 데이터세트를 사용하여, 약물로부터 유도 가능한 

약물 쌍에 대한 약물-약물 역 상호작용(adverse drug-drug interactions)을 예측하는 약물-약물 상호

작용 분류기를 구축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한다. 이 방법은 부가적으로, 각각의 부작용에 대해, 

부작용적 특징을 이용하여 2×2 테이블을 구축하는 단계, 및 2×2 테이블을 이용하여 Fisher’s 

exact test를 수행하여, 부작용들 중 주어진 부작용이 포지티브 예측된 약물-약물 상호작용과 네거

티브 예측된 약물-약물 상호작용 사이에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

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임상 부작용에 기초하여 약물-약물 상호작용을 예측하기 위한 프로세서-구현 방법으

로서, 복수의 약물 각각에 대한 복수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약학적, 약동학적 또는 약력학적 약물-

약물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약물-약물 상호작용 훈련 데이터세트를 구성하는 단계; 상기 복수의 약

물과 관련된 부작용으로부터 상기 복수의 약물 각각에 대한 부작용 특징을 구성하는 단계; 상기 

약물-약물 상호작용 훈련 데이터세트를 사용하여, 상기 복수의 약물로부터 유도 가능한 약물 쌍에 

대한 약물-약물 역작용을 예측하는 약물-약물 상호작용 분류기를 구성하는 단계; 및 상기 각각의 

부작용에 대해, 상기 부작용 특징을 사용하여 2×2 테이블을 구성하는 단계; 및 포지티브 예측된 

약물-약물 상호작용과 네거티브 예측된 약물-약물 상호작용 사이에 주어진 부작용이 상이하게 나

타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2×2 테이블을 사용하여 Fisher’s exact test를 수행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방법.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86933b8b-5a3c-4db8-b7bb-fb1512503b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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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2 구분 관련 논문 

기술 분류 2. 부작용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논문정보 PeerJ Computer Science 2:e46

논문명
Computational drug repositioning based on side-effects mined from social 

media

기관 Thomson Reuters (UK)

저자 Jochen L. Leidner 외 2명

공개일 2016-02-24

DOI https://doi.org/10.7717/peerj-cs.46 

요약

약물 재사용 방법은 시판된 약물에 대한 새로운 치료적 적용을 찾기 위해 시도한다. 전략에는 치

료 효과와 부작용 모두 약물 개입에 따른 측정 가능한 생리학적 변화라는 전제 하에 새로운 질병 

에의 약물적용을 할당하기 위한 부작용의 사용이 포함된다. 유사한 부작용을 가진 약들은 부작용

과 질병 치료를 연결하는 공통적인 작용 메커니즘을 공유하거나, 부작용에 기초하여 질병 표현형

을 "재조정"함으로써 치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작용 프로파일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새

로운 적응증을 추론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기존 방법은 임상 연구와 약물 라벨의 부작용 데이

터를 활용하지만, 증거는 이 정보가 종종 불충분한 보고로 인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여

기서는 소셜 미디어에서 채굴된 부작용 데이터를 사용하여 -norm regularization와 역-공분산 추

정(covariance estimation)을 사용하여 스파스 무방향 그래픽 모델(sparse undirected graphical model)

을 생성하는 새로운 계산 방법을 설명한다. 결과는 알려진 약물 적용이 잘 검출될 뿐만 아니라  

현재 임상 중인 약물의 적용도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소셜 미디어에서 채굴된 부작용 

데이터를 사용하여 생성된 스파스 그래픽 모델이 계산 약물 재창출 시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대표도면

https://doi.org/10.7717/peerj-cs.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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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2 구분 관련 논문 

기술 분류 2. 부작용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논문정보 PLoS ONE 9(2): e87864.

논문명
Construction of Drug Network Based on Side Effects and Its Application for 

Drug Repositioning

기관 AstraZeneca, Tongji University

저자 Hao Ye, Qi Liu, Jia Wei 

공개일 2014-02-04

DOI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087864 

요약

유사한 부작용 프로파일을 가진 약물은 관련 작용 메커니즘을 통해 유사한 치료적 특성을 공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약물-약물 네트워크가 임상 부작용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구축되었다. 약

물의 적용은 네트워크상에서 인접 약물에 대해 FDA가 승인한 확장된 기능에 의해 추론될 수 있다. 

네트워크 인접 약물이 2개 이상인 1234개 약물에 대한 새로운 적용을 체계적으로 선별하여 

36.87%의 약물이 상위 5개 포지션(NDCG@5) ≥ 0.7에 해당하는 Normalized Discounted Cumulative 

Gain(NDCG) 성능 점수를 획득했으며, 이는 알려진 FDA 승인 약물 적용 대부분이 상위 5개 포지션

에서 잘 예측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당뇨병, 비만 및 설사용 약물, 항균박테리아제 등은 80% 이

상이 NDCG@5≥0.7을 달성하는 등 극히 높은 성능을 보였다. 또한, Expression Analysis Systematic 

Explorer(EASE) 점수(EASE 점수는 엄격하게 수정된 피셔 정확 검증(Fisher exact test) p 값임)가 

≤  인 예측된 1858개 약물-적용 쌍을 수작업(manually)으로 검사하여, 그러한 쌍의 80.73%가 

임상/임상 연구 또는 과학 문헌을 통해 검증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게다가, 우리의 방법은 

네트워크에서 다루지 않는 약물을 예측하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다. 우리는 시험 샘플 세트로 네

트워크상에 포함되지 않은 98개의 추가 약물을 선택했다. 부작용을 이용한 유사성 기준을 바탕으

로 네트워크의 다른 약물과 유의미한 유사성을 가진 41개 약물을 확인했다. 이 중 36.59%의 약물

이 NDCG@5≥0.7을 달성했다. EASY 점수가 0.05인 106개 약물-적응증 쌍 중에서 50.94%가 FDA 승

인 또는 사전 임상/임상 연구에 의해 지원되었다. 요약하자면, 네트워크 이웃에 의해 확장된 약물 

적용에 기반을 둔 우리의 방법은 부작용을 이용한 약물 재창출의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

다.

코멘트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087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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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2

06
구분

관련 논문

동일 출원인의 논문

기술 분류

2. 부작용에 기반한 접근법

3. 유전자 발현 프로파

일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3-1. 유전자-질병 간 연관성 

& 3-2. 유전자-약물 간 

관련성

논문정보 J Biomed Inform. 2014 Oct;51:15-23

논문명
Exploring the associations between drug side-effects and therapeutic 

indications

기관 IBM T.J. Watson Research Center

저자 Fei Wang 외 다수

공개일 2014-04-13

DOI https://doi.org/10.1016/j.jbi.2014.03.014

요약

약물 치료 작용와 부작용은 모두 치료에 반응하는 측정 가능한 환자 표현형 변화다. 잠재적인 약

물 치료 작용를 유추하고 임상적으로 흥미로운 약물 부작용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고 도전적인 

작업이다. 이전의 연구들은 작용과 부작용을 예측하기 위해 화합물 구조나 단백질 타겟을 활용했

다. 본 연구에서는 화합물 구조, 단백질 타겟, 부작용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한 약물 작용 예측을 

비교했다. 또한 약물 부작용 예측을 화합물 구조, 단백질 타겟, 치료 작용 등 다양한 정보와 비교

했다. 10배 교차 검증을 기반으로 한 예측 성능은 약물 부작용과 치료 작용이 서로에게 가장 예측 

가능한 정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알려진 모든 약물-질병 및 약물-부작용 관계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작용-부작용 연관성을 6706개 추출했다. 또한 사용자가 이분(bipartitie) 그래프의 형태로 

이러한 연관성을 상호작용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했다. 많은 관

계 쌍은 명확한 약물 재창출 가설(예: postural hypotension을 유발하는 약물은 고혈압의 잠재적 후

보)과 명확한 부작용 감시 목록(예: 심부전을 위한 약물은 발기부전을 일으킬 수 있음)을 제공한다. 

모든 데이터 세트와 고도로 상관관계가 있는 질병 부작용 관계는

http://astro.temple.edu/~tua87106/mitganaltion.properties에서 이용할 수 있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4번 데이터)

돌아가기
(5번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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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 특허

동일 발명자의 특허

기술 분류

3.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에 

기반한 접근법

2. 부작용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3-2. 유전자-약물 간 관

련성

국가코드 US 특허번호 US20140170157A1

발명의 명칭 Method of selecting therapeutic indications

출원인 GLAXOSMITHKLINE INTELLECTUAL PROPERTY (NO.2) LIMITED

발명자
Pankaj Agarwal | Lon R. Cardon | Vincent Eugene Mooser | Philippe 

Sanseau

출원번호 14-126125 출원일 2012.06.15

공개번호 2014-0170157 공개일 2014.06.19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포기 메인 IPC C12Q-001/68

패밀리
WO2012174338A3, WO2012174338A2, EP2720719A4, US20140170157A1, 

CA2841416A1, EP2720719A2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c19bc6a5-af54-4537-bbcb-76505f014f45

요약

크론병(Crohn's disease) 및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을 위한 치료 방법이 개시된다. 또한, 

본 발명은, 하나 이상의 제1 질병, 형질(trait) 또는 표현형(phenotype)의 치료와 관련된 하나 이상의 

표적 유전자, 유전자 산물, 또는 유전자좌(loci)를 상기 약물에 의해 선택하고, 게놈-와이드

(genome-wide) 관련 연구를 이용하여 상기 하나 이상의 표적 유전자, 유전자 산물, 또는 유전자좌

와 관련된 하나 이상의 제2 질병, 형질 또는 표현형을 확인하고, 상기 약물의 치료 단계에 기초하

여 하나 이상의 확인된 제2 질병, 형질 및/또는 표현형을 선택함으로써, 상기 약물의 재창출 방법

을 개시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21] 29. 다음 단계를 포함하는 약물의 재창출 방법 :

(a) 상기 약물에 의한 하나 이상의 제 1 질병, 특성 또는 표현형의 치료와 관련된 하나 이상의 표

적 유전자, 유전자 산물 또는 유전자좌를 선택하는 단계;

(b) 게놈-와이드(genome-wide) 관련 연구를 사용하여 (a)의 하나 이상의 표적 유전자, 유전자 산물 

또는 유전자좌와 관련된 하나 이상의 제 2 질병, 특성 또는 표현형을 확인하는 단계; 및

(c) 상기 약물의 처리에 따라 단계 (b)에 기초하여 적어도 하나의 제 2 질병, 특성 및 / 또는 표현

형을 선택하는 단계.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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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논문

동일 발명자의 논문

기술 분류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사

성에 근거한 접근법

2. 부작용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4-2. 약물 작용 경로

논문정보 Drug Discov Today. 2019 Jun;24(6):1232-1236

논문명
Pathway analysis of GWAS loci identifies novel drug targets and repurposing 

opportunities

기관 GSK R&D (USA)

저자 Pankaj Agarwal 외 3명

공개일 2019-03-29

DOI https://doi.org/10.1016/j.drudis.2019.03.024

요약

Genome-wide association studies (GWAS)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고 genetics-based 표적들은 28% 

더 많은 약물을 런칭할 수 있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있다. 우리는 때론 부정확한 유전 인자의 

유전자 자리(loci)를 182개의 질병에 대한 치료 가설로 바꾸기 위해 1456개의 경로에 걸쳐 1589 

GWAS를 분석했다. 이러한 경로 기반 유전자 타겟은 동일한 약물 적용에 대한 경로 공간에서 현재

의 약물 타겟이 확장(enriched)되었는지 여부를 시험함으로써 검증되었다. 놀랍게도 30%의 질병이 

경로 상에서 막연하게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타겟을 가지고 있었다. GWAS만 (경로 분석 없

이)으로 예상된 숫자는 0이었다. 이 연구는 체계적인 글로벌 경로 분석이 유전적 발견을 새로운 

약물의 발견 과 현재 약물의 재창출 둘 다에 대한 치료 가설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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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분류

3-1. 유전자-질병 간 

연관성 & 3-2. 

유전자-약물 간 관련성

논문정보 BioData Mining volume 11, Article number: 7 (2018) 

논문명
Connecting genetics and gene expression data for target prioritisation and 

drug repositioning

기관 GSK R&D (USA)

저자 Enrico Ferrero, Pankaj Agarwal

공개일 2018-05-31

DOI https://doi.org/10.1186/s13040-018-0171-y

요약

신약 개발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다. 약물에 대한 다른 적용을 위해 기존 

화합물을 용도 변경함으로써, 약물 재창출은 전통적인 약물 발견에 대한 매력적인 대안을 제공한

다. 대부분의 이러한 접근법은 전사적 질병 시그니처(transcriptional disease signatures)를 역의 관계

를 가지는(anti-related) 약물 섭동(drug perturbations)의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에 매칭시켜 수행한다. 

유전적 증거를 뒷받침하는 약물 프로그램이 약물 발견 파이프라인을 통해 성공적으로 진행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에 제약업계 연구자들이 Genome-wide association studies (GWAS)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여기서는 GWAS 데이터 및 약물 전사체 프로파일에 대한 공공 저장소를 마이닝하여 질병 유전학

에 기반한 약물 재창출 가설을 생성하는 체계적인 접근방식을 제시한다. 특정 질병과 유전적으로 

연관된 유전자가 같은 질병(p-값 = 1.54e-17, AUC = 0.75)에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고, 

기존 약물-질병 조합에서 해당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에 대해 약물 치료 후 유의하게 상향 또는 하

향 조절된 유전자를 발견하였다(p-값 = 1.1e-79 및 AUC = 0.64).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프레임워크

를 사용하여 새로운 GWAS가 주도하는 약물 재창출 예측을 생성하고 순위를 매긴다.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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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류 2. 부작용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논문정보 Drug Discovery Today 22(12)

논문명 Uncovering novel repositioning opportunities using the Open Targets platform

기관 GSK R&D (USA) 외 다수

저자 Pankaj Agarwal 외 다수

공개일 2017-09-14

DOI https://doi.org/10.1016/j.drudis.2017.09.007

요약

최근 개발된 오픈 타겟 플랫폼(Open Target Platform)은 알려진 약물 타겟 및 잠재적인 약물 타겟

과 인간의 질병을 연관시키는 광범위한 포괄적인 증거를 통합한다. 우리는 새로운 약물 재창출 기

회를 위해 이 플랫폼의 통합 데이터를 활용했다. 우리의 계산 작업 흐름은 다양한 근거 범주의 데

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타겟-질병 쌍에 대한 증거 강도에 기초하여 현재 진행 중인 인체 임

상 시험에서 판매되거나 조사 중인 약물에 대한 잠재적인 재창출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타겟-질병 기회를 (i) 독립적인 증거 수, (ii) 광범위한 치료 영역, (iii) 치료 영역 내에서 또

는 치료 영역 간에 약물 재사용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접근방

법에 의해 확인된 한 가지 예를 자세히 설명한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https://doi.org/10.1016/j.drudis.2017.09.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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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류 2. 부작용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논문정보 Clin Pharmacol Ther. 2013 Apr;93(4):335-41

논문명 Computational Drug Repositioning: From Data to Therapeutics

기관 GSK R&D (USA) 외 다수

저자 Pankaj Agarwal 외 다수

공개일 2013-01-15

DOI https://doi.org/10.1038/clpt.2013.1

요약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약물은 표현형 또는 타겟 기반의 스크리닝을 사용하여 발견되었다. 그 후에, 

그들의 적용은 종종 임상 관찰에 기초하여 확장되어 환자에게 추가적인 효과를 제공한다. 이 연구

에서는 추가 약물 적용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생성하기 위해 transcriptomics(Connectivity Map, 

CMap), 부작용 및 유전학(Genome-wide connection study, GWAS)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

한 계산학적 기법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우리는 새로운 계산학적 재창출 방법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의무기록(EHRs)과 표현형 스크리닝과 같은 데이터 영역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대표도면

https://doi.org/10.1038/clpt.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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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류 2. 부작용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논문정보 PLoS ONE 6(12): e28025

논문명 Systematic Drug Repositioning Based on Clinical Side-Effects

기관 GSK R&D (USA) 

저자 Lun Yang, Pankaj Agarwal

공개일 2011-12-21

DOI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028025 

요약

약물 재창출은 시판 중인 의약품과 임상중인 약물후보의 약물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서는 임상 부작용(SE)이 약물에 대한 인간의 표현형 프로파일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프로파일은 추가적인 질병에 대한 약물 적용을 제시할 수 있다. 의약품 라벨의 

부작용-약물 관계와 PharmGKB의 약물-질병 관계를 결합하여 3,175개의 부작용-질병 관계를 추출

했다. 저혈당증(hypoglycemia)을 유발하는 약물이 당뇨병의 잠재적 후보인 것처럼, 많은 관계들이 

명확한 재창출 가설을 제시한다. 우리는 부작용을 특징으로 하여 145개의 질병에 대한 약물의 적

용을 예측하기 위해 Naive Bayes 모델을 만들었다. 이들 모델 중 92%에서 AUC 값이 0.8을 상회했

다. 이 방법은 임상중인 화합물에 대한 약물 적용을 예측하기 위해 확장되었으며, 모델의 36%가 

0.7 이상의 AUC 값을 달성했다. 이는 단지 유해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임상 표현형 

분석(clinical phenotypic assay)"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재창출 잠재력을 탐구하기 위해 관찰된 부작

용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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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류 2. 부작용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논문정보 Nature Reviews Drug Discovery volume 18, pages41–58(2019)
논문명 Drug repurposing: progress, challenges and recommendations

기관 GSK R&D 외 다수

저자 Philippe Sanseau 외 다수

공개일 2018-10-12

DOI https://doi.org/10.1038/nrd.2018.168

요약

높은 소모율, 상당한 비용, 그리고 신약 발견과 개발의 느린 속도를 고려할 때, 일반 질병과 희귀 

질환 모두를 치료하기 위한 '기존' 약물의 재사용은 점차 매력적인 제안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

것은 잠재적으로 전체적인 개발 비용을 낮추고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재사용 

가능한 약물 후보자를 식별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 기반 및 실험 접근법이 제안되었지만, 해결해

야 할 주요 기술적 및 규제적 난제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약물 재사용(약물 재창출이라고도 함)에 

사용되는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재사용 커뮤니티가 직면한 난제에 대해 논의하며, 약물 재사용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추천한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https://doi.org/10.1038/nrd.201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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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PLoS One. 2016 May 19;11(5):e0155811

논문명
An Integrated Data Driven Approach to Drug Repositioning Using 

Gene-Disease Associations

기관 GSK R&D 외 다수

저자 Peter Woollard 외 다수

공개일 2016-05-19

DOI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55811 

요약

약물 개발의 비용은 증가하지만 생산성은 감소하고 있다. 현재의 연구개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가지 대안적인 접근법은 약물을 재사용하는 것이

다. 타겟 기반 접근법이 약물 발견 분야에서 많이 활용됨에 따라, 유전자-질병 연관성의 순위를 

매기는 체계적인 방법을 갖는 것이 점점 더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관성을 수집, 통합, 스코어

링하기 위한 방법은 이미 존재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지식의 반영이 아닌 경우가 많다. 

더욱이 생물정보학에서 다루는 모든 분야에서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양은 전년 대비 급격히 증가

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일반화된 가설 중심의 연구 접근 방식에서 데이터가 자체적인 가설을 생

성할 수 있는 접근 방식으로 이동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는 약물 재창출을 위한 통합 데이터 기

반 접근법을 도입한다. 우리는 먼저 기존 지식을 이용한 309,885개의 유전자-질병 연관성 순위에 

베이지안 통계 접근법을 적용한다. 그런 다음 순위 연관성은 다른 생물학적 데이터와 통합되어 의

미론적으로 풍부한 약물 발견 네트워크를 생성한다. 이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우리는 우리의 접근

방식이 어떻게 중추신경계(CNS)의 질병을 관심 영역으로 식별하는지를 보여준다. CNS 장애는 다른 

치료 분야에 비해 현재 시판되고 있는 장애에 대한 치료 약물 수가 적기 때문에 선택되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마이닝하여 네트워크에서 포착되지 않은 약물-질병 관계를 유

추할 수 있는 세만틱 서브그래프를 생성한다. 부작용 가능성이 높은 연관성을 필터링한 후 

275,934개의 약물-질병 has_indication 연관성을 식별하고 순위를 매기는 한편, 상위 연관성에 대해

서는 보다 자세히 언급한다. 데이터 세트는 Neo4j에서 생성되었으며 검색 알고리즘의 Java 구현과 

함께 아래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https://bitbucket.org/ncl-intbio/genediseaserepositioning
대표도면

돌아가기
(4번 데이터)

돌아가기
(10번 데이터)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5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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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PeerJ. 2016; 4: e1558.

논문명 Mining integrated semantic networks for drug repositioning opportunities

기관 GSK R&D 외 다수

저자 Peter Woollard 외 다수

공개일 2016-01-19

DOI https://doi.org/10.7717/peerj.1558 

요약

약물 발견에 대한 현재의 연구 개발 접근법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더 많이 든다. 한 가지 

대안적 패러다임은 약물의 재사용이다. 시판중인 재사용 의약품의 많은 예는 우연히 혹은 합리적

인 관찰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문제를 다루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방법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시스템 수준 접근법은 치료용 화합물의 작용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의 개발을 가능하게 할 

잠재력이 있지만 생물학적 데이터에 대한 통합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통합 네트워크는 여러 근거

의 출처를 결합하여 약물, 타겟 및 이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풍부한 디스크립션을 제공함으로써 시

스템 수준 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고전적으로, 이러한 네트워크는 약물간의 관계와 높은 재

창출 가능성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서브그래프(세만틱 서브그래프)를 숙련된 사람이 직접 탐색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접근법은 확장성이 없다. 이러한 통합 네트워크에서 서브그래프를 체계적으

로 마이닝하여 사용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우리는 약물 상호

작용 분석을 위한 통합 네트워크와 관련 세만틱 서브그래프의 정의를 위한 공식적인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고, 주어진 세만틱 서브그래프에 대해 semantically-rich한 네트워크를 마이닝하기 위한 알고

리즘인 DReSMIN을 설명한다. 이 알고리즘은 네트워크 데이터를 거의 선형적으로 스케일링함으로

써, 투입된 약물 재창출 기회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복잡한 세만틱 서브그래프의 인스턴스를 

계산학적으로 추적 가능한 방식에 의해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11개 소스에서 구축된 통

합 약물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마이닝함으로써 우리의 접근방식의 효용성을 증명한다. 이 연구는 

9,643,061개의 약물-표적 상호작용을 식별하고 순위를 매겨 높은 점수를 받은 연관성과 문헌 자료

가 지지하는 연관성 사이의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20개의 상위 순위의 관계들에 대

해 좀 더 자세히 논의하는데, 그 중 14개는 신규한 것이고, 6개는 종래 문헌 자료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접근방식이 그러한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다른 첨단 기술 

접근방식보다 알려진 약물-표적 상호작용의 우선순위를 더 잘 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https://doi.org/10.7717/peerj.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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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상데이터/의료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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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작용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국가코드 US 특허번호 US20100161301A1

발명의 명칭 Techniques for purposing a new compound and for re-purposing a drug

출원인 OPTIMATA LTD.

발명자 -

출원번호 12-621175 출원일 2009.11.18

공개번호 2010-0161301 공개일 2010.06.24

등록번호 8489336 등록일 2013.07.16

법적상태 소멸 메인 IPC G06G-007/60

패밀리

US20100161301A1, AU2003269395A1, US8489336B2, US2004107084A1, 

IL167340A, US7970550B2, WO2009027843A3, WO2009027843A2, 

AU2003269395A8, EP2156320A2, WO2004025393A2, WO2004025393A3, 

EP2156320A4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d2e42c99-ae5f-41f9-8d0e-9d2eb62311f2

요약

본 발명은 약제 화합물의 재창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방법은 임상개발에 실패한 약물 또는 

승인된 약물에 상응하는 약제 화합물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적어도 하나의 질병과 관련된 생

리학적 과정 및 질병에 대한 약제 화합물의 효과를 기술하는 수학적 모델이 생성된다. 모델은 전

임상 또는 임상 실험으로부터의 정보에 기초하여 조정된다. 실패한 약물을 구제(salvage)하거나 승

인된 약물을 재사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기 위한 새로운 치료 프로토콜이 제안된다. 제안된 

치료 프로토콜이 디스플레이된다. 상기 기술들을 포함하는 시스템들 및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들이 

또한 개시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실패한 약물 또는 승인된 약물을 구제하기 위한 새로운 치료 프로토콜을 생성하는 약

학 화합물의 재사용 방법 :

a) 약제 화합물을 식별하는 단계로써, 약제 화합물은 임상 개발에 실패한 약물 또는 승인된 약물

인, 단계;

b) 생성된 컴퓨터 모델이 다음에 기초하여 조정된 전임상 시험으로부터 식별된 (a) 단계의 약물의 

적어도 싱글 용량 투여로부터 얻은 인 비트로(in vitro) 혹은 인 비보(in vivo) 데이터로부터 약물의 

약동학 및 약력학에 대한 컴퓨터 모델을 생성하는 단계; 

c) 적어도 하나의 1 상 임상 시험에서 상이한 증상 및 환자 집단에 대한 상이한 용량 및 투약 간

격의 약물 투여로부터 얻은 데이터로 컴퓨터 모델을 사용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단

계.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d2e42c99-ae5f-41f9-8d0e-9d2eb62311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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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물 또는 질병의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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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작용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4-2. 약물 작용 경로

국가코드 US 특허번호 US2015227700A1

발명의 명칭 Methods for drug repurposing and devices thereof

출원인 Infosys Limited

발명자
Saurabh Bundela | Krutin Kumar Boloor | Pooja Durgad | Rajesh Lawrence 

Patrao | Deepak Pn

출원번호 14-612642 출원일 2015.02.03

공개번호 2015-0227700 공개일 2015.08.13

등록번호 10140341 등록일 2018.11.27

법적상태 등록 메인 IPC G06F-019/00

패밀리 IN676CH2014A, US10140341B2, US2015227700A1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97536ff8-e471-4ac7-b55a-c21cdc0c2043

요약

본 발명은 약물 재창출을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한다. 개시된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방법은 

약물의 적용를 위한 양성 약물(positive drug) 세트를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양성 약물 세트 및 음

성 약물 세트에 대한 경로 세트를 나열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방법은 각각의 약

물에 대한 경로 상의 작용(action)에 기초하여, 각각의 약물에 대한 경로를 인덱스 값(index value)

과 연관시키는 단계를 포함할 것이다. 경로 가중치(pathway weight)는 양성 약물(positive drug) 세트 

및 음성 약물(negative drug) 세트에서 각 경로의 출현 빈도에 기초하여 각 경로의 인덱스 값으로

부터 계산될 것이다. 재사용 약물에 대한 약물 스코어는, 경로 가중치를 기준으로 하여, 음성 약물 

세트로부터 식별된다. 상대적으로 높은 약물 스코어(score)를 갖는 약물은 새로운 약물 적용을 위

해 재사용될 수 있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약물 재사용 방법에 있어서,

약물 재사용 컴퓨팅 장치에 의해, 약물 적용을 위한 일련의 양성 약물을 선택하는 단계;

약물 재사용 컴퓨팅 장치에 의해, 일련의 양성 약물 및 일련의 음성 약물에 대한 경로 세트를 나

열하는 단계;

약물 재사용 컴퓨팅 장치에 의해, 각 경로에 대한 각 약물의 작용에 기초하여, 각 약물에 대한 각

각의 경로를 인덱스 값과 연관시키는 단계;

약물 재사용 컴퓨팅 장치에 의해, 양성 약물 세트 및 음성 약물 세트에서 각각의 경로에서의 발생 

빈도에 기초하여 각각의 경로의 인덱스 값으로부터 경로 가중치를 계산하는 단계; 및

약물 재사용 컴퓨팅 장치에 의해, 경로 가중치에 기초하여, 음성 약물 세트로부터의 약물에 대한 

약물 점수를 식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약물 재사용 방법.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97536ff8-e471-4ac7-b55a-c21cdc0c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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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류
3. 유전자 발현 프로파

일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3-1. 유전자-질병 간 

연관성 & 3-2. 유전자-

약물 간 관련성

국가코드 US 특허번호 US2019163869A1

발명의 명칭 Accelerated pharmaceutical repurposing

출원인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발명자 Meenakshi Nagarajan | Alix Lacoste

출원번호 15-826792 출원일 2017.11.30

공개번호 2019-0163869 공개일 2019.05.30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공개 메인 IPC G06F-019/24

패밀리 US2019163869A1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045a756d-fa28-4a66-bd6a-8111e47db396

요약

컴퓨팅 장치의 활용은 약물의 재창출을 도와준다. 재창출 연구(repurposing study)를 위한 약물의 

규명은 컴퓨팅 장치에 의해 수신된다. 약리적 발현 특징(signature)은 약리적 물질의 규명에 기초하

여 검색되고, 약리적 발현 특징은 약제학적 물질에 의해 조절된 복수의 생체분자의 상이한 발현을 

나타낸다. 질병 오믹스(disease omics)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질병에 영향을 받는 복수의 생체분자의 

상이한 발현을 나타내는 복수의 질병 발현 특징을 검색한다. 약리적 벡터는 약리적 발현 특징

(pharmaceutical expression signature)에 기초하여 생성된다. 각각의 질병에 대한 복수의 질병 발현 

특징에 기초하여 복수의 질병 벡터가 생성된다. 약리적 벡터와 하나 이상의 복수의 질병 벡터와 

관련된 N개의 가설(hypotheses)이 생성되고, 각각의 가설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pharmaceutical)에 대한 잠재적인 재적합성을 나타낸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약물의 재창출을 돕기 위해 컴퓨팅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은:

컴퓨팅 장치에 의해 재창출 연구를 하기 위한 약물의 정보(identification)를 수신하는 단계; 

컴퓨팅 장치에 의해 상기 약물 정보에 기초하여 약리적 발현 특징(signature)을 불러오는 단계;

컴퓨팅 장치에 의해 질병 오믹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수의 질병 발현 특징을 불러오는 단계;

컴퓨팅 장치에 의해 약리적 벡터를 생성하는 단계;

컴퓨팅 장치에 의해 복수 개의 질병 벡터를 생성하는 단계; 및

약리적 벡터와 하나 또는 복수 개의 질병 벡터를 연결짓는 N개의 가설을 생성하는 단계.

대표도면

돌아가기

https://www.keywert.com/detail?uuid=045a756d-fa28-4a66-bd6a-8111e47db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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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05

03

구분

관련 특허

동일 출원인의 특허

동일 발명자의 특허

기술 분류

3. 유전자 발현 프로파

일에 기반한 접근법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5. 임상데이터/의료기록

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3-1. 유전자-질병 간 연관

성 & 3-2. 유전자-약물 간 

관련성

4-1. 약물-질병 간 연관성

국가코드 KR 특허번호 KR101878924B1

발명의 명칭

생물학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신약 재창출 후보군 예측 방법 및 장치

(method for predicting drugs having opposite effects on disease genes in a 

directed network and apparatus thereof)

출원인 재단법인 전통천연물기반 유전자동의보감 사업단 | 한국과학기술원

발명자 이도헌 | 류하선 | 추성지

출원번호 2016-0073969 출원일 2016.06.14

공개번호 2017-0141317 공개일 2017.12.26

등록번호 1878924 등록일 2018.07.10

법적상태 등록 메인 IPC G06F-019/12

패밀리 KR101878924B1, KR20170141317A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158bbb24-763c-4fdc-b83e-dede211f780a

요약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신약 재창출 방법은 복수 개의 유전자 정보를 포함하는 생물학적 네

트워크를 이용한 신약 재창출 방법에 관한 것으로써, 상기 생물학적 네트워크에 검증하고자 하는 

약물의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 상기 생물학적 네트워크 상에서 상기 약물의 작용 유전자 및 목표 

질병과 관련된 질병 유전자 사이의 최단 경로를 추출하는 단계; 공개된 유전체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작용 유전자의 질병에서의 변화 상태를 측정하는 단계; 상기 작용 유전자, 상기 최단 경로상

에 배열된 적어도 하나의 중간 유전자 및 상기 질병 유전자의 상기 약물의 전달에 따른 활성/억제 

여부를 파악하는 단계; 및 상기 최단 경로 및 상기 활성/억제 여부에 기초하여 상기 약물 및 상기 

목표 질병 유전자와의 상관 관계를 수치화하여 스코어를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복수 개의 유전자 정보를 포함하는 방향성 있는 생물학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신약 재창

출 후보군 예측 방법에 있어서,(a) 입력부가 상기 생물학적 네트워크에 검증하고자 하는 약물의 정

보 및 상기 약물의 작용 유전자를 입력받는 단계;(b-1) 최단 경로 추출부가 저장부에 저장된 상기 

생물학적 네트워크 상에서 상기 약물의 작용 유전자 및 목표 질병과 관련된 질병 유전자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경로를 추출하는 단계;(b-2) 상기 최단 경로 추출부가 상기 경로 상에 배열된 적어

도 하나의 중간 유전자의 개수에 기초하여 상기 작용 유전자 및 상기 질병 유전자 사이의 최단 경

로를 추출하는 단계;(c) 질병 유전자 상태 추출부가 공개된 유전체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질병 

유전자의 질병에서의 변화 상태를 측정하는 단계;(d) 활성/억제 판단부가 상기 작용 유전자, 상기 

최단 경로상에 배열된 적어도 하나의 중간 유전자 및 상기 질병 유전자의 상기 약물의 전달에 따

른 활성/억제 여부를 파악하는 단계; 및(e) 산출부가 상기 최단 경로 상에 배열된 중간 유전자의 

개수와, 상기 작용 유전자, 중간 유전자 및 질병 유전자 중 상기 약물의 전달에 따라 억제 반응이 

이루어지는 유전자의 개수에 기초하여 상기 약물 및 상기 질병 유전자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스코

어를 산출하는 단계; 및 (f) 상기 산출부가 상기 산출된 스코어 중 가장 높은 스코어를 갖는 약물

을 관련 질병의 신약 후보로 선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생물학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신약 재창출 

후보군 예측 방법.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158bbb24-763c-4fdc-b83e-dede211f78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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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기
(5번 데이터)

돌아가기
(7번 데이터)

돌아가기
(11번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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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구분 관련 특허 

기술 분류
3.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

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3-1. 유전자-질병 간 

연관성 & 3-2. 유전자-

약물 간 관련성

국가코드 US 특허번호 US2019243946A1

발명의 명칭
Optimizing successful outcomes for repurposing existing pharmaceutical 

compounds

출원인 Richard Postrel

발명자 Richard Postrel

출원번호 16-038346 출원일 2018.07.18

공개번호 2019-0243946 공개일 2019.08.08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공개 메인 IPC G06F-019/00

패밀리 US2019243946A1, US2019243945A1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024b2df4-5dd9-412c-ae50-a5d9ee9470ea

요약

본 발명은 알츠하이머(Alzheimer) 및 다른 아밀로이드 기반 질병 그룹(amyloid based disease group)

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단백질 기반 질환을 예방 및/또는 치료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 

방법은 유전학(genomics), 표현형(phenotypic) 및 약리학적 분석(pharmacologic analytics)과 데이터에 

걸친 상관적 유사성을 인식하여, 기존 화합물의 리스트에서 관심 질병에 억제제 및/또는 자극제로 

높은 확률로 작용 가능한 타겟을 확인한다. 적절한 유전적 또는 후생적 변이, 또는 단백질 발현 

이상은 인공 지능,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및 알고리즘적 관계(algorithmic relationship)의 사용

을 통해 기존 화합물의 리스트를 구성하는데 사용된다. 본 발명은 다른 질병의 치료에 이전에 알

려진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게놈, 표현형 및 약리학적 데이터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본 발명은 

발견까지의 사이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빈약한 관계로

부터 생성된 활성 화합물의 시스템을 통해, 성공 확률이 증가된다. 유전체(genome), 후생유전학

(epigenomic), 표현형(phenotypic), 단백질 조절이상(protein dysregulation), 문화(cultural), 약리학적 등

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관계를 조정하는 알고리즘의 선택을 이용하여, 본 발명은 추상적

으로 관련된 이전에 시험된 화합물의 풍부한 타겟 그룹 상의 데이터에 접근함으로써 개발 주기 시

간을 축소시키고 비용을 극적으로 감소시킨다.

대표청구항

1.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임상적으로 처방되지는 않지만 알려진 화합물의 용도를 재창출하기 위한 

개선된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은 : 

a. 유전자 변이를 확인하여 절차를 시작하는 단계; 

b. 상기 변이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입력하는 단계; 

c. 상기 변이와의 관계를 보이는 의학적 상관관계 목록을 출력하는 단계;. 

d.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상기 목록을 입력하는 단계; 

e.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유전자 변이, 문화적 관계, 의학 이벤트의 위치, 화학적 변조, 동

종 요법의 변조, 문화적 지식, 상관 관계 이벤트의 타이밍 및 치료 결과를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특징으로 구성된 제2 상관관계 목록을 출력하는 단계; 

f. 상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선택적으로 재적용하여 상시 제2 상관관계 목록을 확장하거나 축소

하는 단계; 

g. 상기 e 단계의 출력에 제2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상기 제2 상관관계 목록

을 호가장하거나 축소하는 단계; 

h. 상기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 상기 f 단계 및/또는 g 단계를 0번을 포함하여 반복하는 단계; 

i. a 단계 및 또는 h 단계에서 확인된 유전자 변이의 산물 또는 유전자 변이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

의 바이오모델을 획득하는 단계; 

https://www.keywert.com/detail?uuid=024b2df4-5dd9-412c-ae50-a5d9ee9470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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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상기 적어도 하나의 바이오모델에 h 단계에서 확인한 화합물 또는 조성물을 적용하는 단계;

k. 상기 질병 또는 증상을 j 단계의 상기 바이오모델의 상기 유전자 변이에 연관시켜 상기 질병 또

는 증상을 가지는 화합물 또는 조성물을 더욱 검사하도록 스케줄링하는 단계; 및

l. 검사 결과 긍정 결과를 보이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화합물 또는 조성물의 약제학적 혹은 보충적 

사용을 위한 마켓팅을 지원하는 단계;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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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03
구분

관련 특허

동일 발명자의 특허

기술 분류

3. 유전자 발현 프로파

일에 기반한 접근법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세부분류

3-1. 유전자-질병 간 연관

성 & 3-2. 유전자-약물 간 

관련성

4-1. 약물-질병 간 연관성

국가코드 KR 특허번호 2016-0144065

발명의 명칭

질병유전자 발현 특징을 이용한 약물 재창출 예측 시스템 및 방법(system 

and method for drug repositioning based on gene expression features of 

disease genes)

출원인 한국과학기술원

발명자 이관수 | 차기훈

출원번호 2015-0080336 출원일 2015.06.08

공개번호 2016-0144065 공개일 2016.12.16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취하 메인 IPC G06F-019/16

패밀리 KR20160144065A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ba392781-0447-4b97-a50b-6e4090d642ae

요약

약물 재창출 예측 시스템은 알려진 질병 연관 유전자를 수집하여 확장하는 질병 유전자 확장 모

듈, 질병 유전자 발현 데이터로부터 질병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질병 프로파일 생성 모듈, 약물반

응 유전자 발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약물별 약물반응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약물반응 프로파일 생

성 모듈, 그리고 질병 프로파일과 약물별 약물반응 프로파일을 비교 및 평가하여 약물을 우선순위

화하는 질병-약물 프로파일 평가 모듈을 포함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알려진 질병 연관 유전자를 수집하여 확장하는 질병 유전자 확장 모듈, 질병 유전자 발

현 데이터로부터 질병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질병 프로파일 생성 모듈, 약물반응 유전자 발현 데이

터베이스로부터 약물별 약물반응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약물반응 프로파일 생성 모듈, 그리고질병 

프로파일과 약물별 약물반응 프로파일을 비교 및 평가하여 약물을 우선순위화하는 질병-약물 프로

파일 평가 모듈을 포함하는 약물 재창출 예측 시스템.

대표도면

돌아가기
(5번 데이터)

돌아가기
(7번 데이터)

https://www.keywert.com/detail?uuid=ba392781-0447-4b97-a50b-6e4090d642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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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Nature Communications volume 10, Article number: 3476 (2019)

논문명
A genome-wide positioning systems network algorithm for in silico drug 

repurposing

기관 Lerner Research Institute 외 다수

저자 Feixiong Cheng 외 다수

공개일 2019-08-02

DOI https://doi.org/10.1038/s41467-019-10744-6

요약

최근의 DNA/RNA 염기서열 분석의 발전은 개별화된 질병 모듈을 대상으로 하는 '정밀화'에 의해 새

로운 대상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이기종(heterogenous) 질병 치료에 승인된 약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 네트워크에 매핑된 개별 환자의 DNA와 

RNA 염기서열 분석 프로파일에서 도출된 질병 모듈을 특별히 대상으로 하여 약물 용도 변경을 위

한 Genome-wide Positioning Systems network (GPSnet)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우리는 The Cancer 

Genome Atlas로부터 얻은 15개 암 유형에 걸쳐 약 5,000명의 환자들에 대한 whole-exome 

sequencing 및 전사체(transcriptome) 프로파일을 조사한다. 우리는 GPSnet이 예측한 질병 모듈이 

140개의 승인된 약물에 대한 약물 반응을 예측하고 새로운 적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HIF1α/LEO1 매개 세포 대사 경로를 고유하게 목표로 함으

로써 승인된 심장 부정맥과 심부전 약물이 폐 아데노카르신종(lung adenocarcinoma)에서 잠재적 항

균 활동을 보이는지 실험적으로 검증한다. 요약하자면, GPSnet은 보다 효과적인 치료 선택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의 인실리코 약물 용도 변경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https://doi.org/10.1038/s41467-019-10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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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Pharmaceutics. 2019 Dec 12;11(12):677

논문명 Transcriptome-Guided Drug Repositioning

기관 Russian-Armenian University 외 다수

저자 Arsen Arakelyan 외 다수

공개일 2019-12-12

DOI https://doi.org/10.3390/pharmaceutics11120677 

요약

약물 재창출은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약물 개발 과정을 현저하게 단축시킬 수 있

다. 약물 작용과 질병과 관련된 전사체(transcriptome) 데이터의 가용성이 증가함에 따라 재사용 연

구의 매력적인 자료가 되고 있다. 여기서는 multi-layer self-organizing (ML-SOM)에 기반한 약물/생

물제제의 재사용을 위한 전사체-가이드 접근법을 개발했다. 그것은 여러 개의 전사체 데이터 집합

을 약물 작용 및 질병 관련 전사체 데이터 계층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할 수 있게 한다. 여러 층에 

걸쳐 기능적으로 관련된 유전자 군집의 발현 변화를 비교하면 질병 층에서 "약물 타겟" 지점을 식

별하고 약물의 재사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승인된 두 가지 생물제제 약물(infliximab와 brodalumab)

의 재사용 가능성은 승인된 질병(ulcerative colitis와 Crohn's disease for infliximab 및 psoriasis for 

brodalumab)에 대한 약물의 작용을 확인시켜 주었다. 우리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뿐만 아니라 

사르코지증(sarcoidosis) 치료에 대해 infliximab의 잠재적 효능을 보여주었다. brodalumab은 크론병

(CD)과 전신 소년특발성관절염(systemic juvenile idiopathic arthritis, SJIA)에서 dysregulated functional 

gene cluster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이들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결론적으로, ml-SOM은 생물제제 약물에 특히 유용할 수 있는 전사체 가이드 약물 재사용 방법을 

제공한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https://doi.org/10.3390/pharmaceutics11120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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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Blood (2015) 126 (23): 4118.

논문명

Systematic Drug Repositioning By Integrating Transcriptome and Historical 

Clinical Data, Identification of Digoxin As a Novel Drug Reposition Candidate 

for High-Risk Myelodysplastic Syndromes

기관 Houston Methodist Research Institute 외 다수

저자 Huojun Cao 외 다수

공개일 2015-12-03

DOI https://doi.org/10.1182/blood.V126.23.4118.4118 

요약

배경: 전통적인 약물 개발은 일반적으로 15년 이상이 걸리고 신약을 시장에 내놓는데 10억이 든다. 

약물 재창출을 이용하여 확립된 약물 화합물을 새로운 치료에 적용하면 더 낮은 비용으로 효과적

인 치료법을 촉진할 수 있다. 비록 여러 가지 치료법이 적용 가능하지만, 골수이식 외에 현재 

MDS(Myelodynthics Syndrome)에 대한 검증된 치료법은 없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약물로 

MDS의 잠재적인 약물 재창출 후보들을 식별하기 위해 두 단계의 새로운 학문적 방법을 채택했다. 

우리는 심부전에 처방된 약인 다이옥신(Digoxin)을 유력한 후보로 찾았다.

방법: NCBI GEO 데이터베이스(2014년 7월 기준)에서 모든 인간 mRNA 마이크로어레이 플랫폼 및 

관련 주석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4k 이상의 고유 Gene ID로부터 145개의 마이크로어레이 플랫폼

을 유지했다. 그런 다음 텍스트 마이닝 도구인 MetaMap(http://metamap.nlm.nih.gov/),을 사용하여 텍

스트를 UMLS(Unified Medical Language System) Concept Unique Identifier(CUI)에 매핑했다. 해부학적 

이상, 질병 또는 증후군에 속하는 개념과 신생물(Neoplastic) 과정과 관련된 개념들만이 유지되었다. 

그런 다음 마이크로어레이 샘플을 정상(healthy)과 병적인 상태로 수작업으로 분류하고, R 패키지인 

Limma을 사용하여, 20K 약물/화합물의 1.3M 의약품 반응 유전자 발현 시그니처와 패턴 매칭 알고

리즘을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질병 시그니처를 생성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과거 

임상 데이터 웨어하우스인 METEOR(Methodist Environment for Translational Enhancement and 

Outcomes Research)를 통합하여 MDS를 위한 약물 재창출 후보를 추가 분석하였다. MICE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휴스턴 감리교 병원 시스템의 임상 기록과 2006년 1월 1일부터 현재(2015년)까지의 

외부 데이터를 수록하고 있다. METEOR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100만 명 이상의 환자와 400만 명 이

상의 환자들의 encounter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1단계에서 전사체 데이터로 예측한 선택된 약물 

재창출 후보들에 대해 MDS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METEOR 데이터를 사용하여 테스트했다. 연령, 

성별, 인종과 특정 약물을 복용했거나 복용하지 않은 골수이식성증후군(MDS) 환자들에 대해 생존

률이 비교되었다.

결과: 301개의 인간 질병에 대한 1174개의 질병 시그니처가 생성되었다. 각 시그니처에 대해 비모

수 순위 콜모고로프-스미르노프 통계(non-parametric rank-ordered kolmogorov-Smirnov statistics)에 

의해 CMAP 및 LINCS 데이터베이스에서 재창출 점수를 계산했다. 전체 질병-약물 재창출 맵은 그

림 1에 제시되어 있다. FDA가 승인한 많은 적용 약물은 질병-약물 재창출 맵(그림 1B)에서 선행 

힌트의 상위 1%에 있는 5'-azacitidine을 포함하여 우리의 질병-약물 재창출 맵에 의해 회복되었다. 

또한 MDS(그림 1D)용 cardiac glycosides(Digoxin, Digitoxin, Digitoxin, Lanatoside C 등)와 같은 오래된 

약물에 대한 잠재적인 새로운 약물 적용을 발견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Digoxin이 저위험 MDS와 

달리 고위험 환자(그림 2)에게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https://doi.org/10.1182/blood.V126.23.4118.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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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MDS를 포함한 301개 인간질환에 대한 유전자 발현 시그니처 1174개를 생성해 2만개 약물/화

합물의 유전자 발현 시그니처와 체계적으로 비교했다. 임상 데이터 웨어하우스인 METEOR를 통합

하여 고위험 MDS를 위한 하나의 잠재적인 약물 재창출 후보인 Digoxin을 추가로 검증하였다. 현재 

Digoxin 같은 화합물을 시험하여 고위험 MDS 환자들의 단기 골수 배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있다. 예비 결과는 2015년 연례 ASH 회의에서 보고될 고무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5번 데이터)

돌아가기
(8번 데이터)

돌아가기
(9번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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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IEEE/ACM Transactions on Computational Biology and Bioinformatics ( 

Volume: 17 , Issue: 3 , May-June 1 2020 )

논문명 Constructing Disease Similarity Networks Based on Disease Module Theory

기관 Central South University 외 다수

저자 Peng Ni 외 다수

공개일 2018-03-21

DOI https://doi.org/10.1109/TCBB.2018.2817624

요약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수량화하는 것은 현재 현대 생물학과 의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질병 간의 연관성을 발견하는 것은 복잡한 질병의 병원성 메커니즘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

을 얻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따라서 질병 진단, 약물 재창출, 그리고 약물 개발의 개선으로 이

어질 수 있다. 대량신속처리 생물 데이터의 증가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질병들 간의 유사성을 

계산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 네트

워크(PPIN)에서 각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의 상호연결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질병과 관

련된 유전자나 단백질이 PPIN의 네트워크 상 이웃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질병 모

듈론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질병-유전자 연관성 데이터와 질병 모듈 이론을 바탕으로 

PPIN 데이터를 활용하여 질병 간 연관성을 측정하는 ModuleSim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실

험 결과, ModuleSim에 의해 계산된 질병 유사성은 질병 모듈과 모듈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함으

로써 질병 온톨로지(Disease Ontology, DO)의 질병 분류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ModuleSim은 질병-진료 연관성 데이터 및 PPIN 데이터를 사용하여 질병-질병 연관성을 측정

하는 다른 네 가지 일반적인 방법을 능가한다. 또한 MoudleSim이 구축한 질병 유사 네트워크는 모

듈Sim이 질병 간 잠재적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표도면

https://doi.org/10.1109/TCBB.2018.281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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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Mining biological networks to explain and rank hypotheses

출원인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발명자
Jacques J. Labrie | Pathirage D. Perera | Meenakshi Nagarajan | Cartic 

Ramakrishnan | William Scott Spangler

출원번호 14-964530 출원일 2015.12.09

공개번호 - 공개일 -

등록번호 9536193 등록일 2017.01.03

법적상태 등록 메인 IPC G06N-005/00

패밀리 US9536193B1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be4c125c-66a5-4e47-b298-07851d4a13fa

요약

연구원들에 의한 탐사를 위한 생물학적 관계 그래프 내의 중요한 경로들을 확인하기 위한 접근법

이 제공된다. 이 접근법에서는, 다수의 연결 노드(connected node)들에 의해 형성된 그래프를 통한 

다수의 경로들을 갖는 생물학적 관계 그래프 상에서 생물학적 유의미 분석(biological 

meaningfulness analysis)이 수행된다. 생물학적 유의미 분석은 경로상의 각 노드의 유전자 온톨로지

(gene ontology)의 유사도 계산과 관련 노드에 대한 레퍼런스가 찾아진 문헌자료 상의 문서로부터 

단어 출현의 문맥 유사도(contextual similarity) 계산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생물학적 관계 그래프 

상에서 생물학적 관심도 분석이 수행된다. 경로(path)는 유의미 분석과 관심도 분석을 바탕으로 스

크리닝된다. 상기 스크린닝된 데이터는 사용자에게 표시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메모리 및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해 구현되는 방법으로서, 상기 

그래프를 통해 복수의 경로를 갖는 생물학적 관계 그래프(biological relationship graph)에 대한 생물

학적 유의미 분석(biological meanufulness analysis)을 수행하는 단계 - 상기 복수의 경로 각각은 복

수의 연결된 노드를 포함하고, 상기 생물학적 유의미 분석은 상기 경로 내의 노드의 유전자 온톨

로지의 프로세스 유사도 계산 및 상기 각각의 노드에 대한 참조가 발견되는 코퍼스(corpus) 내의 

복수의 문서로부터의 워드 발생의 문맥적 유사도 계산에 기초함 -; 상기 경로들 각각에 대해 계산

된 경로 다양성 값(path diversity value) 및 상기 경로들 각각에 대해 계산된 경로 불균형 값(path 

rancicity value)에 기초하는 생물학적 관계 그래프 상의 생물학적 관심도 분석(biological relationship 

analysis)을 수행하는 단계로서, 상기 경로 다양성 값은 상기 경로들 각각에서의 별개의 문서들의 

수 및 상기 각각의 경로들에서의 연결들의 수에 기초하고, 상기 경로 불균형 값은 상기 경로들 각

각을 형성하는 노드들의 전체 연결(degree) 수에 기초하는, 상기 수행하는 단계; 상기 생물학적 관

심도 분석 및 생물학적 유의미 분석에 기초하여 상기 생물학적 관계 그래프에서 상기 복수의 경로

를 스크리닝하는 단계로서, 상기 스크리닝된 복수의 경로는 사용자에게 표시되고, 상기 스크리닝

은, 경로 유의미 값(path meaningfulness value, PMV)과 임계치(threshold)를 비교하는 단계에 기초하

여 상기 생물학적 관계 그래프를 통해 하나 이상의 의미있는 경로를 식별하는 단계; 및 그리고, 

각각의 의미 있는 경로에 대응하는 경로 관심도 값(path interestingness value, PIV)으로 의미 있는 

경로를 순위화함.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be4c125c-66a5-4e47-b298-07851d4a13fa


- 158 -

돌아가기



- 159 -

코드 04 구분 동일 발명자의 논문

기술 분류
3. 유전자 발현 프로파

일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3-1. 유전자-질병 간 연관

성 & 3-2. 유전자-약물 간 

관련성

논문정보 Pharmacoepidemiology and Drug Safety – may 2020

논문명
Identifying drugs with disease-modifying potential in Parkinson's disease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pharmacoepidemiology

기관 Institute for Clinical Evaluative Sciences (ICES_ 외 다수

저자 Laura C. Maclagan 외 다수

공개일 2020-05-14

DOI https://doi.org/10.1002/pds.5015

요약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파킨슨병(PD)에서 잠재적으로 질병을 변형시키는 약물을 식별하기 위해 계산 방

법과 약리역학을 결합한 접근법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방법

우리는 (a) PD의 병원성 특징인 alpha‐synucleinaggregation를 억제하는 예측 능력에 기초하여 

Ontario Drug Benefit 처방전에 있는 620개 약물의 순위를 매기는 인공 지능을 이용한 계산 방법 및 

(b) 온타리오 주의 행정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200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70~110세의 

PD 환자를 이용한 case-control 연구의 두 단계 접근법을 사용했다. 콘트롤 데이터는 PD에 대한 이

전 진단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무작위로 선택되었다.

결과

상위 50개 약물 중 총 15개가 약물역학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그 중 7개는 조정을 거

친 후 PD 진단과 유의하게 연관되었으며, 이 7개 중 5개는 PD의 확률 감소와 관련이 있었다. 

Methylxanthine drugs pentoxifylline (OR, 0.72; 95% CI, 0.59–0.89)과 theophylline (OR, 0.77; 95% CI, 

0.66–0.91)과 corticosteroid dexamethasone (OR, 0.72; 95% CI, 0.61–0.85)은 PD의 확률 감소와 관련이 

있었다.

결론

우리의 연구 결과는 질병-치료 약물에 대한 검색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이 접근방식의 실현 가능

성을 입증한다. PD에서는 잠재적인 질병-치료 약물로서 Corticosteroids와 methylxanthines을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

대표도면

https://doi.org/10.1002/pds.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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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PLoS One. 2019 Apr 8;14(4):e0214619.

논문명
Identification of pharmacodynamic biomarker hypotheses through literature 

analysis with IBM Watson

기관 IBM Watson Health 외 다수

저자 Sonja Hatz 외 다수

공개일 2019-04-08

DOI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14619 

요약

배경

약리학적 바이오마커는 임상시험에서 약물 활성도 평가와 타겟 변조를 위해 점점 더 가치가 높아

지고 있다. 그러나 질병 메커니즘의 기반이 되는 생물학적 네트워크를 기술하는 관련 데이터의 양

적 증가와 이질성의 증가로 양질의 바이오마커를 식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생물학적 경로 네

트워크는 일반적으로 개체(예: 유전자, 단백질 및 화학물질/약물)와 이들 사이의 관계를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와 텍스트 공동 발생 데이터로부터 큐레이션되거나 마이닝된다. 

우리는 IBM Watson for Drug Discovery를 사용하여 특정 타겟-질병 관계의 초기 결정만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인간 유전자의 순위를 정하고 잠재적인 후보 바이오마커를 식별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자연 언어 처리 및 방향 관계 기반 네트워크(directed relation based network) 분석 접근방식을 제

안한다.

방법

과학문헌에 대한 자연어 처리를 통해 Watson for Drug Discovery는 유전자, 약물, 질병과 같은 생

물학적 개념 사이의 의미적 관계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Bruton의 tyrosine kinase를 사례 연구로 

삼아, Watson for Drug Discovery의 자동 추출된 관계망을 수작업으로 분류한 눈에 띄는 물리적 상

호작용 네트워크와 비교했다. 또한, 매트릭스 인자화(matrix factorixation) 접근방식을 사용하여 

Bruton의 tyrosine kinase 억제에 대한 잠재적 바이오마커를 예측하고, 이후 전문가가 생성한 바이

오마커와 비교하였다.

결과

Watson의 자연언어처리는 수작업으로 분류한 물리적 상호작용 네트워크에서 BTK 업스트림 55개

(86%) 유전자와 Watson 다운스트림 98개(95%) 유전자와 매칭되는 관계 네트워크를 생성했다. 매트

릭스 인자화 분석은 Merck subject matter 전문가들이 파악한 13개 유전자 중 11개가 Watson for 

Drug Discovery의 1만3595개 유전자 순위 상위 20%에, 7개가 상위 5%에 속한다고 예측했다.

결론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Watson for Drug Discovery의 자동 관계 네트워크는 생물학적 경로 네트

워크에서 대부분의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유전자를 식별하고 약리학적 바이오마커 평가의 식별

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어 질병 가설의 초기 단계를 가속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대표도면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1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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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Neuropharmacology. 2019 Mar 15;147:11-27

논문명 Repurposing drugs to treat l-DOPA-induced dyskinesia in Parkinson's disease

기관 IBM Watson Health 외 다수

저자 Tom H. Johnson 외 다수

공개일 2018-06-01

DOI https://doi.org/10.1016/j.neuropharm.2018.05.035

요약

이 리뷰에서는 파킨슨병에서의 L-DOPA induced dyskinesia(LID)에 사용하기 위한 약물 재사용 기회

에 대해 논의한다. LID는 약리학적 다양성, 동물 모형의 투명성, Phase II PoC(Proof-of-Concept) 방

법론의 가용성 및 indication-specific regulatory 환경을 고려할 때 약물 재사용에 특히 적합한 징후

이다. 재사용에 적합한 화합물은 적절한 인체 안전성 데이터뿐만 아니라 동물 안전성, 독성학 및 

약동학 데이터가 포함된 화합물로 정의되며, 이는 다른 징후(indication)를 위한 Investigational New 

Drug(IND) 패키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먼저 그러한 재사용 대상자를 어떻게 식별할 수 있

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대상자를 Phase II PoC로 진척시킬 수 있는 개발 전략을 논의한다. 재

사용 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전통적인 수단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컴퓨터 및 인공지능(AI) 플랫폼 

사용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접근 방식과 대조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광범위하게 분류될 수 있

는 전략을 논한다: hypothesis-free 방식의 인비보 표현형 선별; 관련 disorder에 대한 아날로그

(analog)에 기초한 인비보 표현형 선별, hypothesis-agnostic 구성요소를 이용한 인비보 및 인 실리

코 선별에서의 hypothesis-driven 후보의 평가. AI 접근방식의 힘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재사용 후보들을 식별하기 위해 LID를 줄일 수 있는 입증된 능력을 가진 일련의 화합물들을 채용

한 IBM Watson을 이용한 사례 연구를 설명한다. 논의된 접근방식을 사용하여, 원래 다른 징후에 

대해 예상되었던 LID에서의 다양한 많은 재사용 후보들이 이미 LID에서의 비인간 영장류 모델에서

의 유효성 및/또는 임상적인 유효성에 대해 평가된 것으로 설명될 것이다.

돌아가기

https://doi.org/10.1016/j.neuropharm.2018.0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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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코드 US 특허번호 US2020118040A1

발명의 명칭
Identifying gene signatures and corresponding biological pathways on large 

scale gene expression datasets

출원인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발명자 Sanjoy Dey | Achille B. Fokoue-Nkoutche | William S. Spangler | Ping Zhang

출원번호 16-157660 출원일 2018.10.11

공개번호 2020-0118040 공개일 2020.04.16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공개 메인 IPC G06N-099/00

패밀리 US2020118040A1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ac62e182-234e-4f5a-8bd2-c6297cbb520e

요약

게놈 데이터베이스 큐레이션(genomic database curation; GDC)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 제

공된다. GDC 시스템은 미분류된 대규모 게놈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세트들의 학습 서브세트 

및 학습 서브세트에 대한 라벨 메타데이터에 기초하여 ground truth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다. 상

기 GDC 시스템은 적어도 하나의 분류 엔진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을 이용하여 상기 트레이닝 

서브셋 및 상기 ground truth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상기 GDC 시스템의 적어도 하나의 분류 엔진

을 학습한다. 상기 GDC 시스템은 자동으로 분류된 대규모 게놈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기 위해 상

기 적어도 하나의 학습된 분류 엔진을 상기 미분류된 대규모 게놈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적용

한다. 메타-분류기 엔진은 자동으로 분류된 대규모 게놈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하여 질병 또는 약물 

제제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복수의 유효 유전자 서명(gene signature) 또는 복수의 유전자 경로

(gene pathway) 중 적어도 하나를 특정하는 출력을 생성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 및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를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는, 게놈 데이터베이스 큐레이션(GDC) 시스템을 구현하도록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를 구성하기 위해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는 명령들을 

포함하고, 상기 게놈 데이터베이스 큐레이션 시스템은, 상기 GDC 시스템에 의해, 미분류된 대규모 

게놈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 세트들의 학습 서브세트에 기초하여 ground truth 데이터베이스, 

및 상기 학습 서브세트에 대한 라벨 메타데이터를 생성하고; 상기 GDC 시스템의 학습 로직에 의

해, 적어도 하나의 분류 엔진에 대해 기계 학습 동작을 수행함으로써 상기 학습 서브세트 및 상기 

ground truth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하여 상기 GDC 시스템의 적어도 하나의 분류 엔진을 학습하여, 

적어도 하나의 확습된 분류 엔진을 생성하고; 상기 GDC 시스템에 의해, 상기 미분류된 대규모 게

놈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학습된 분류 엔진을 자동으로 실행하여 자동으로 분

류된 대규모 게놈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메타-분류기 엔진에 의해, 자동으로 분류된 대규모 

게놈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하여 질병들 또는 약물 제제들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유효 유전자 서명

들 또는 유전자 경로들 중 적어도 하나를 특정하는 출력을 생성하도록 동작하는, 방법.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ac62e182-234e-4f5a-8bd2-c6297cbb520e


- 165 -

돌아가기



- 166 -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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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 특허

동일 출원인의 특허

기술 분류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3.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

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4-3. 약물 간 연관성

3-1. 유전자-질병 간 연관

성 & 3-2. 유전자-약물 

간 관련성

국가코드 US 특허번호 US2020013487A1

발명의 명칭
Drug repurposing hypothesis generation using clinical drug-drug interaction 

information

출원인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 Teva Pharmaceutical Industries, 

Ltd.

발명자 Heng Luo | Ping Zhang

출원번호 16-026433 출원일 2018.07.03

공개번호 2020-0013487 공개일 2020.01.09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심사중 메인 IPC G16H-010/20

패밀리 US2020013487A1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5022feff-7c36-482e-89d8-32feaf43cae5

요약

본 발명의 시스템 및 방법의 실시예는 약물-약물 상호작용을 완전히 이용하는 체계적인 약물 재창

출(systematic drug repositioning)을 위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실시예들에서, 본 시스템들 및 방

법들은 DDI 데이터에 기초하여 약물 유사성 메트릭(drug similarity metric)을 생성하고, 새로운 유사

성 메트릭을 사용함으로써 약물 재창출 예측들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구체예에서, 약물 

재사용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구현 방법은 약물-약물 상호작용에 관한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수신된 데이터에서 각각의 약물에 대한 약물 상호작용 벡터를 생성하는 단계, 약물 재사용 

가설을 생성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모델(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생성하는 단계, 로지스틱 회

귀 모델을 이용하여 적어도 하나의 약물 재사용 가설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생성된 약물 재사용 가

설을 이용하여 약물 재사용 시함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약물-약물 상호작용에 관한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데이터에서 각각의 

약물에 대한 약물 상호작용 벡터를 생성하는 단계; 약물 재사용 가설을 생성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모델(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이용하여 적어도 

하나의 약물 재사용 가설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생성된 약물 재사용 가설을 이용하여 약물 재

사용 시험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약물 재사용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구현 방법.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5022feff-7c36-482e-89d8-32feaf43ca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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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데이터)

돌아가기
(9번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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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약물-질병 간 연관성

3-1. 유전자-질병 간 연관

성 & 3-2. 유전자-약물 

간 관련성

국가코드 US 특허번호 US2019348179A1

발명의 명칭 Predicting interactions between drugs and diseases

출원인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발명자 Ping Zhang | Achille B. Fokoue-Nkoutche | Sanjoy Dey | Katherine Shen

출원번호 15-976970 출원일 2018.05.11

공개번호 2019-0348179 공개일 2019.11.14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심사중 메인 IPC G16H-050/20

패밀리 US2019348179A1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7c7a1234-16c3-4502-836b-0b0a4987e81c

요약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약물 및 질병 상호작용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및 

컴퓨터 시스템을 개시한다. 컴퓨터는 하나 이상의 약물 사이의 하나 이상의 약물 유사성 척도와 

하나 이상의 질병 사이의 하나 이상의 질병 유사성 척도를 식별한다. 또한, 상기 컴퓨터는 상기 

하나 이상의 약물과 상기 하나 이상의 질병 사이의 하나 이상의 상호작용을 식별한 후, 상기 하나 

이상의 상호작용, 상기 하나 이상의 약물 유사성 척도, 및 상기 하나 이상의 질병 유사성 척도에 

기초하여 하나 이상의 약물-질병 특징 벡터(drug-disease feature vector)를 계산한다. 또한, 상기 

컴퓨터는 모델에 기초하여 상기 하나 이상의 약물 중 제1 약물이 상기 하나 이상의 질병 중 제1 

질병과 상호작용할 것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제1 확률을 계산하는데, 상기 모델은 상기 하나 이상

의 약물-질병 특징 벡터(drug-disease feature vector)에 기초하여 훈련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약물-질병 상호작용(drug-disease interaction)을 예측하는 방법으로서, 하나 이상의 약

물들 사이의 하나 이상의 약물 유사성 척도(drug similarity measure)를 식별하는 단계; 하나 이상의 

질병 사이의 하나 이상의 질병 유사성 척도를 식별하는 단계; 상기 하나 이상의 약물과 상기 하나 

이상의 질병 사이의 하나 이상의 상호작용을 식별하는 단계; 상기 하나 이상의 상호작용, 상기 하

나 이상의 약물 유사성 척도, 및 상기 하나 이상의 질병 유사성 척도에 기초하여 하나 이상의 약

물-질병 특징 벡터(drug-disease feature vector)를 계산하는 단계; 및 상기 하나 이상의 약물의 제1 

약물이 모델에 기초하여 상기 하나 이상의 질병 중 제1 질병과 상호작용할 것인지 여부를 나타내

는 제1 확률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모델은 상기 하나 이상의 약물-질병 특징 벡터에 

기초하여 훈련되는, 약물-질병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방법.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7c7a1234-16c3-4502-836b-0b0a4987e8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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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약물 간 연관성

3-1. 유전자-질병 간 연

관성 & 3-2. 유전자-약

물 간 관련성

국가코드 US 특허번호 US2018322251A1

발명의 명칭
Identifying drug-to-drug interactions in medical content and applying 

interactions to treatment recommendations

출원인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발명자
Corville O. Allen | Timothy A. Bishop | Michael T. Payne | Sue S. Schmidt | 

Leah R. Smutzer

출원번호 15-587846 출원일 2017.05.05

공개번호 2018-0322251 공개일 2018.11.08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심사중 메인 IPC G06F-019/00

패밀리 US2018322251A1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4df7c2ac-104d-4823-9746-bd01a7904cdd

요약

자연어 문서들로부터 약물 대 약물 상호 작용 정보를 수집하고 적용하기 위한 방법들이 제공된다. 

방법은 자연어 문서의 코퍼스(corpus)에서 자연어 문서의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를 수행하여, 약물-약물 상호 작용을 설명하는 자연어 문서의 내용을 식별한다. 방법은 약물-약물 

상호작용을 카테고리화하고, 약물-약물 상호작용의 카테고리화에 기초한 약물-약물 상호작용의 제

2 약물을 포함하여, 약물-약물 상호작용의 제1 약물에 대해 환자에 대한 치료를 평가하는데 사용

하기 위한 배제 가중 인자(exclusion weighting factor)를 계산한다. 방법은 제1 약물, 제2 약물, 약물

-약물 상호작용의 카테고리화, 및 약물-약물 상호작용과 연관된 배제 가중 인자(exclusion weighting 

factor)를 특정하는 약물-약물 상호작용 데이터 구조로서 약물-약물 상호작용을 저장한다. 방법은 

하나 이상의 약물-약물 상호 작용 데이터 구조에 기초하여 환자의 의료 상태를 치료하기 위한 치

료 추천을 생성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 및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를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data processing system)에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로 하여

금 상기 방법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는 명령들을 포

함하며, 상기 방법은, 상기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의해, 자연어 문서들의 코퍼스(corpus) 내의 자연

어 문서들의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를 수행하여, 약물-약물 상호 작용을 기술하

는 상기 자연어 문서들 내의 콘텐츠를 식별하는 단계;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의해, 약물-약물 상

호작용의 심각도 유형, 약물-약물 상호작용에 수반되는 의료 개념들, 또는 자연 언어 처리에 의해 

식별된 컨텐츠로부터 추출된 특징들로부터 결정되는, 약물-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

는 가능한 조건들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약물-약물 상호작용을 약물 상호작용의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단계;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의해, 약물-약물 상호 작용에서의 제1 약물에 대해, 약물-약

물 상호 작용의 범주화에 기초하여 약물-약물 상호 작용의 제2 약물을 포함하는 환자에 대한 치료

를 평가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배제 가중 인자(exclusion weighting factor)를 계산하는 단계; 상기 데

이터 처리 시스템에 의해, 약물-약물 상호 작용 데이터 구조(drug-to-drug interaction data 

structure)로서 약물-약물 상호 작용을 저장하는 단계, 여기서 상기 약물-약물 상호 작용 데이터 구

조는 상기 제1 약물, 상기 제2 약물, 상기 약물-약물 상호 작용의 분류, 및 상기 약물-약물 상호 

작용과 관련된 배제 가중 인자(exclusion weighting factor)를 명시함;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의해, 

약물-약물 상호 작용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된 하나 이상의 약물-약물 상호 작용 데이터 구조에 기

https://www.keywert.com/detail?uuid=4df7c2ac-104d-4823-9746-bd01a7904c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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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하여 환자의 의료 상태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 추천을 생성하는 단계로 구성된 방법.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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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 특허

동일 출원인의 특허

기술 분류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3. 유전자 발현 프로파

일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4-1. 약물-질병 간 연관성

3-1. 유전자-질병 간 연관

성 & 3-2. 유전자-약물 

간 관련성

국가코드 US 특허번호 US20170124469A1

발명의 명칭
Evidence boosting in rational drug design and indication expansion by 

leveraging disease association

출원인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발명자 Jianying Hu | Zhaonan Sun | Fei Wang | Ping Zhang

출원번호 14-929995 출원일 2015.11.02

공개번호 2017-0124469 공개일 2017.05.04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공개 메인 IPC G06N-005/04

패밀리 US2017124469A1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9f34502b-5d0b-4fba-a808-0788fe5901ed

요약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약물들의 목록, 각각의 약물들의 약물 특성들, 및 질병 및 질병을 치료하

기 위한 임계 효능(threshold efficacy)을 갖는 약물을 포함하는 공지된 약물-질병 연관성들을 포함

하는 입력을 수신한다. 약물 리스트 내의 각각의 약물에 대해, 프로세서는 약물 특성 및 약물-질

환 연관성에 기초하여 약물이 제1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임계 효능(threshold efficacy)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예측한다. 상기 약물 리스트 내의 각각의 약물에 대하여,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약물이 

제2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임계 효능(threshold efficacy)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상기 약물 특성 및 

상기 약물이 제1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임계 효능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상기 약물 특성에 기초하

여 예측한다. 출력은 예측에 기초하여 생성되고, 출력은 식별된 약물-질병 연관성, 식별된 질병-질

병 연관성, 제1 질병에 대한 식별된 화학적 지문, 및 제2 질병에 대한 식별된 화학적 지문을 포함

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인터페이스(interface)에서 입력(input)을 수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입력은 약물 목록, 상

기 약물 목록 내의 각각의 약물의 약물 특징, 및 약물-질병 연관성(association)을 포함하고, 상기 

약물-질병 연관성의 각각은 질병 및 상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임계 효능(threshold efficacy)을 갖

는 약물을 포함하는, 입력 수신 단계; 

약물 리스트 내의 각각의 약물이 약물 특징 및 약물-질병 연관성에 기초하여 제1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임계 효능(threshold efficacy)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예측하는 단계; 

상기 약물 특징에 기초하여, 상기 약물 리스트 내의 각각의 약물이 제2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임

계 효능(threshold efficacy)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예측하고, 상기 약물 리스트 내의 각각의 약물이 

상기 제1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임계 효능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예측하는 단계; 

약물이 제1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임계 효능(threshold efficacy)을 만족하는지 여부 및 약물이 제2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임계 효능(threshold efficacy)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예측하는 단계에 기초하

여 출력을 생성하는 단계로서, 상기 출력은 식별된 약물-질병 연관성, 식별된 질병-질병 연관성, 

제1 질병에 대한 식별된 화학적 지문, 및 제2 질병에 대한 식별된 화학적 지문을 포함함 -, 을 생

성하는 단계; 

상기 확인된 질병-질병 연관성은 상기 제1 질병 및 상기 제2 질병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해 임계 수

준의 유사성(threshold level of similarity)을 갖는 적어도 하나의 질병을 포함하고, 상기 제1 질병에 

대한 상기 식별된 화학적 지문은 상기 제1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예측된 효능을 갖는 알려진 화학

적 구조를 식별하는 수치 코드(numerical code)를 포함하고, 상기 제2 질병에 대한 상기 식별된 화

https://www.keywert.com/detail?uuid=9f34502b-5d0b-4fba-a808-0788fe5901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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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지문은 상기 제2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예측된 효능을 갖는 알려진 화학적 구조를 식별하는 

수치 코드(numerical code)를 포함하는, 방법.

대표도면

돌아가기
(5번 데이터)

돌아가기
(7번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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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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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 특허

동일 출원인의 특허

기술 분류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3. 유전자 발현 프로파

일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4-1. 약물-질병 간 연관성

3-1. 유전자-질병 간 연관

성 & 3-2. 유전자-약물 

간 관련성

국가코드 US 특허번호 US20160140327A1

발명의 명칭
Generating drug repositioning hypotheses based on integrating multiple 

aspects of drug similarity and disease similarity

출원인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발명자 Jianying HU | Fei WANG | Ping ZHANG

출원번호 14-541285 출원일 2014.11.14

공개번호 2016-0140327 공개일 2016.05.19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심사중 메인 IPC G06F-019/00

패밀리 US2016140327A1, US2016140312A1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da230aa8-8d7b-4479-954f-b585c31a06e4

요약

다양한 실시예들은 약물-질병 연관성들을 예측한다. 일 실시예에서, 복수의 약물 유사도 행렬들 

및 복수의 질병 유사도 행렬들이 액세스된다. 복수의 약물 유사도 행렬들 각각은 상이한 약물 정

보 소스와 연관된다. 복수의 질병 유사도 행렬들 각각은 상이한 질병 정보 소스와 연관된다. 공지

된 약물-질병 연관성 행렬(drug-disease association matrix)가 또한 액세스된다. 공지된 약물-질병 

연관성 행렬(drug-disease association matrix)은 확인된 주어진 약물이 주어진 질병을 치료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는지를 나타낸다. 적어도 하나의 약물-질병 관련 예측은 상기 복수의 약물 유사도

행렬, 상기 복수의 질병 유사도 행렬, 및 상기 공지의 약물-질병 연관성 행렬에 기초하여 생성된

다. 상기 적어도 하나의 약물-질병 연관성 예측은 주어진 약물과 주어진 질병 사이의 이전에 알려

지지 않은 연관성(association) 및 상기 주어진 질병이 상기 주어진 약물에 의해 치료 가능한 확률

을 식별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약물-질병 연관성을 예측하는 방법으로서,

복수의 약물 유사도복수의 약물 유사도 행렬들(drug similarity matrices)에 액세스하는 단계 - 상기  

행렬들 각각은 상이한 약물 정보 소스와 연관됨 -; 

복수의 질병 유사도 행렬들(disease similarity matrices)에 액세스하는 단계 - 상기 복수의 질병 유

사도 행렬들 각각은 상이한 질병 정보 소스와 연관됨 - ; 

공지된 약물-질병 연관성 행렬(drug-disease association matrix)에 접근하는 단계

상기 복수의 약물 유사도 행렬들, 상기 복수의 질병 유사도 행렬들, 및 알려진 약물-질병 연관성 

행렬에 기초하여 적어도 하나의 약물-질병 연관성 예측(drug-disease association prediction)을 생성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da230aa8-8d7b-4479-954f-b585c31a06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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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기
(5번 데이터)

돌아가기
(7번 데이터)

돌아가기
(8번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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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 논문

동일 출원인의 논문

기술 분류

5. 임상데이터/의료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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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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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유전자-질병 간 연관

성 & 3-2. 유전자-약물 간 

관련성

논문정보 Clinical Therapeutics 38(4):688-701

논문명
IBM Watson: How Cognitive Computing Can Be Applied to Big Data 

Challenges in Life Sciences Research

기관 IBM Almaden Research Center

저자 Ying Chen 외 2명

공개일 2016-04-20

DOI https://doi.org/10.1016/j.clinthera.2015.12.001

요약

생명과학 연구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빨리 혁신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빅데이터는 새로운 

통찰력을 열고 돌파구를 가속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 많

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지만, 단지 일부분만이 통합, 이해, 분석되고 있다. 해결해야할 과제는 

데이터의 크기에 대한 처리, 수백 개의 출처들로부터 추출된 데이터의 통합, 다양한 포맷에 대한 

이해 등이 있다. 인지 컴퓨팅(cognitive computing)과 같은 신기술은 인지 솔루션이 대규모 데이터 

셋을 통합하고 분석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

공한다. 인지 솔루션은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실험 데이터나 과학 출판물의 텍스트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다. 인지 솔루션은 기술, 산업별 콘텐츠를 이해하고 고

급 추론(advanced reasoning), 예측 모델링(predictive modelling) 및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하여 연구

를 더 빠르게 진척시키도록 교육된다. 인지 컴퓨팅 기술인 Watson은 생명 과학 연구를 지원하도록 

구성되었다. Watson의 이 버전은 의학 문헌, 특허, 유전체학, 그리고 연구자들이 그들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화학 및 약리학 데이터를 포함한다. Watson은 또한 수백만 쪽의 텍스트로 새

로운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학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개발되었다. Watson은 

약물 용도 식별과 약물 재창출 분야에서 몇 가지 시범 연구에 적용되었다. 파일럿 결과는 Watson

이 빅데이터의 잠재력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약물 후보자와 새로운 약물 타겟에 대한 식별을 가

속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https://doi.org/10.1016/j.clinthera.2015.12.001


- 177 -

코드 10 구분 Covid-19 관련 논문

기술 분류
3. 유전자 발현 프로파

일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3-1. 유전자-질병 간 연관

성 & 3-2. 유전자-약물 간 

관련성

논문정보 Preprint

논문명
SAveRUNNER: a network-based algorithm for drug repurposing and its 

application to COVID-19

기관 Institute for Systems Analysis and Computer Science Antonio Ruberti

저자 Giulia Fiscon 외 3명

공개일 2020-06-26

DOI https://arxiv.org/abs/2006.03110

요약

인간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SARS-CoV-2의 신규성과 효과적인 약물과 백신의 부족은 이 세계적

인 유행병을 퇴치하기 위해 채택된 매우 다양한 전략을 낳았다. 이러한 전략의 대부분은 드노보

(de novo) 약물 발견에 비해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존 약물의 재창출에 의존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네트워크 이웃(neighborhoods)에 위치한 약물과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순서

화하는 새로운 네트워크 기반 유사성 측정을 통해, 인간 상호작용체(human interactome) 내 약물 

타겟과 질병 특이적 단백질 사이의 상호작용을 계량화함으로써 약물-질병 연관성을 예측하는 

SAveRUNER (Searching-off-Label dRUg aNd NEtwoRk)라는 새로운 약물 재창출 알고리즘을 제시하였

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질병 유발 유전자에 대한 통합된 지식이 있고, 유전적 유사성(예를 들어 

SARS), 동반 질병(comorbidity) (예를 들어 심혈관 질환) 또는 COVID-19를 치료하기 위해 잠정적으

로 용도가 변경된 약물 등의 관점에서 COVID-19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14개의 선택된 질병 패

널에 SaveRUNER를 적용했다. 특히 SARS 서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COVID-19 치료제로 가장 잘 

알려진 오프라벨 약물(예를 들어, chloroquine, hydroxychloroquine, tocilizumab, heparin)과 임상 실험

에 실제로 사용되는 5개의 약물(예를 들어, hydroxychloroquine, chloroquine, lopinavir, ritonavir, 

remdesivir)의 새로운 결합 치료제를 포함하여 282개의 재창출 가능한 약물을 확인했다. 

또한, 추정된 다운스트림 검증 실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네트워크 기반 유사성 값을 기반

으로 24개의 잠재적 안티 SARS-CoV 재창출 약물을 우선순위화했다. 이들 상위 약물에는 ACE 억제

제(ACE-inhibitors), 모노클론 항체(예를 들어, anti-IFNγ, anti-TNFα, anti-IL12, anti-IL1β, anti-IL6), 

트롬빈 억제제(thrombin inhibitors)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구결과는 유전자 집합 enrichment analysis을 수행함으로써 인 실리코 검증을 

거쳤는데, 이 분석은 네트워크로부터 예측된 재창출 약물 대부분이 인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잠재적 치료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대표도면

https://arxiv.org/abs/2006.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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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류
3. 유전자 발현 프로파

일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3-1. 유전자-질병 간 연관

성 & 3-2. 유전자-약물 간 

관련성

논문정보 PeerJ. 2020; 8: e9357.

논문명
Host transcriptome-guided drug repurposing for COVID-19 treatment: a 

meta-analysis based approach

기관 SASTRA Deemed to be University

저자 Tamizhini Loganathan 외 다수

공개일 2020-06-10

DOI https://doi.org/10.7717/peerj.9357 

요약

배경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 2019(COVID-19)가 세

계보건기구(WHO)로부터 대유행 판정을 받았으며, 사스-CoV-2 감염과 싸우기 위해 효과적인 치료

전략의 확인이 시급하다. 이 시나리오에서 약물 재창출 접근법은 바이러스와 및 호스트 유전인자

를 고려하여 SARS-CoV-2에 대한 잠재적 약물의 신속한 식별에 널리 사용된다.

방법

우리는 SARS-CoV-2와 기타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량 신속처

리 유전자 발현 데이터를 활용한 호스트 전사체(transcriptome) 기반의 약물 재창출 전략을 채택했

다. 서로 다른 세포 유형의 호스트 유전인자의 발현 상태와 문헌에 보고된 이전 증거와의 일관성

에 기초하여 사스-CoV-2의 프로바이러스 유전인자를 파악하고 웹 툴인 CLUE를 이용하여 DrugBank 

및 Connectivity Map(CMap)에 근거한 약물 재창출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

TYMP, PTGS2, C1S, CFB, IFI44, XAF1, CXCL2, CXCL3와 같은 상향 조정된 프로바이러스 유전인자가 

SAS-CoV-2의 초기 감염 모델에서 확인되었다. 연결맵에서 약물에 의해 변경이 이루어진 발현 프

로파일을 추가 분석하여, 프로바이러스 유전인자의 발현을 역전시킬 수 있는 27개의 약물이 확인

되었으며, 그 중 12개가 항바이러스 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PTGS2 유전자 산물의 

직접적인 억제는 SAS-CoV-2 감염에 대한 또 다른 치료 전략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COVID-19 치

료를 위해 승인된 PTGS2 억제제 6개rk 제안되었다. 계산학적(computational) 연구는 COVID-19에 대

해 치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창출 약물 후보를 제안할 수 있으며, 검증을 위해서는 추가적

인 실험 연구가 필요하다.

대표도면

https://doi.org/10.7717/peerj.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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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류
3. 유전자 발현 프로파

일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3-1. 유전자-질병 간 연관성 

논문정보 BioRxiv Preprint

논문명
Reversal of Infected Host Gene Expression Identifies Repurposed Drug 

Candidates for COVID-19

기관 Michigan State University 외 다수

저자 Jing Xing 외 다수

공개일 2020-06-13

DOI https://doi.org/10.1101/2020.04.07.030734

요약

기존 약물의 재사용은 SAS-CoV-2 바이러스로 인한 현재의 COVID-19 전염병에 대한 치료적 발견

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한다. 호스트 세포에서 SAS-CoV-2 유도 유전자 발현을 역전시킬 

수 있는 재사용 약물 후보물질을 예측하고, 체외에서 SAS-CoV-2 감염에 대한 효능을 평가하는 통

합 접근법을 개발했다. 다양한 실험 조건과 전임상 모델에서 계산된 13개의 유전자 발현 서명이 

SAS- 또는 MERS-CoV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화합물과 최근 SAS-CoV-2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약물 후보들에 의해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SAS-CoV-2 감염에 대한 인 

비트로(in vitro) 효과를 더욱 검증하기 위해 10개의 새로운 약물을 골랐다. bortezomib, dactolisib, 

alvocidib, methotrexate의 4가지 약물은 1 µM로 Vero E6 세포에서 SAS-CoV-2 바이러스 감염 유발 

효과를 억제했지만, 이 농도는 세포에 대해서도 독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허용 세포

(permissive cell)에서의 평가와 독성의 예측이 항바이러스 활성과 세포독성의 최소화를 위해 필요

하지만, 이러한 계산학적 접근방식은 COVID-19에 대한 약물 후보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대표도면

https://doi.org/10.1101/2020.04.07.03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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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류
3. 유전자 발현 프로파

일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3-1. 유전자-질병 간 연관성 

논문정보 Viruses 2020, 12(4), 404

논문명 In Silico Discovery of Candidate Drugs against Covid-19

기관 National Research Council (IBFM-CNR) 외 1

저자 Claudia Cava 외 2명

공개일 2020-04-06

DOI https://doi.org/10.3390/v12040404 

요약

이전 연구에서 SAS-CoV와 SAS-CoV-2의 주세포 수용체로는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2 

(ACE2)가 있다고 보고됐다. 그것은 최종 감염을 발생시키기 위해 바이러스를 세포에 접근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인실리코(in silico) 방법으로 폐에 있는 ACE2의 기본 

메커니즘을 조사했고 Covid-19에 잠재적으로 효과적인 새로운 약물에 대한 증거를 제공했다. 구체

적으로는 The Cancer Genome Atlas, Gene Expression Omnibus 및 Genotype-Tissue Expression, 

Gene Ontology, pathway enrichment analysis을 포함한 공공 데이터셋의 유전자 표현 프로파일을 사

용하여 ACE2 관련 유전자의 주요 기능을 조사했다. 우리는 ACE2와 공동으로 발현된 유전자를 포

함하는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마지막으로 알려진 약물과 이미 연관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유전자에 초점을 맞추고 Covid-19의 잠재적 치료에 대한 해당 약물들의 역할을 

평가하였다. 우리의 결과는 ACE2와 상관관계가 있는 유전자들이 주로 sterol biosynthetic process, 

Aryldialkylphosphatase activity, adenosylhomocysteinase activity, trialkylsulfonium hydrolase activity, 

acetate-CoA and CoA ligase activity에서 농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193개의 유전자, 222개의 상호작용, 36개의 잠재적 약물의 네트워크를 확인했다. Covid-19 치

료를 위한 가능한 흥미로운 약물들 중, 우리는 Nimesulide, Fluticasone Propionate, Thiabendazole, 

Photofrin, Didanosine, Flutamide를 발견했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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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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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3-1. 유전자-질병 간 연관성

논문정보 ChemRxiv Preprint

논문명
A Connectivity Map-Based Drug Repurposing Study and Integrative Analysis 

of Transcriptomic Profiling of SARS-CoV-2 Infection

기관 Shiraz university

저자 Seyedeh Zahra Mousavi 외 2명

공개일 2020-06-15

DOI

https://chemrxiv.org/articles/preprint/A_Connectivity_Map-Based_Drug_Repurpos

ing_Study_and_Integrative_Analysis_of_Transcriptomic_Profiling_of_SARS-CoV-2

_Infection/12469316/1

요약

목표: 최근 COVID-19의 발병은 세계적인 건강 문제가 되었다. 현재 이 치명적인 질병의 치료나 예

방을 위한 효과적인 치료 전략과 백신이 없다. 현재 연구는 계산학적 약물 재사용 접근법을 통해 

COVID-19에 대한 유망한 치료 옵션을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primary human lung epithelial cell line NHBE”, “the transformed 

lung alveolar cell line A549” 등, SAS-CoV-2 감염 세포 라인에서 검출된 차등 발현 유전자(DEG)에 

초점을 맞춘다. 다음으로, 확인된 DEG들은 유사하게 작용하는 치료 후보를 식별하기 위해 연결맵

(CMAP) 분석에 사용된다. 또한, DEG 목록을 해석하기 위해 pathway enrichment 및 단백질 네트워

크 분석을 수행한다. 유전자는 생물학적 기능에 따라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경로로 분류되며, 무작

위로 예상되는 것과 비교하여 각 경로의 과표현(overrepresentation)를 시험한다.

주요 시사점: 이 결과는 Saquinavir, lansoprazole, folic acid, ebselen, aminocaproic acid, simvastatin, 

surfactant stimulant drugs, heat shock protein 90 (HSP90) inhibitors, histone deacetylase (HDAC) 

inhibitors, metronidazole, inhaled corticosteroids (ICS) 및 기타 임상적으로 승인된 약물들과 조사 중

인 화합물들이 COVID-19 상황을 해결할 잠재적 약물임을 시사한다.

의의: 신약을 만드는 것은 오랜 과정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약물 재사용 접근법은 이 유행병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pathway enrichment 및 단백질 

네트워크 분석도 실시되고 있으며, CMAP 분석에서 얻은 일부 약물의 효능도 이전 연구에 따라 조

사되었다.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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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류
3. 유전자 발현 프로파

일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3-2. 유전자-약물 간 

관련성

국가코드 US 특허번호 US2019114390A1

발명의 명칭 Drug repurposing based on deep embeddings of gene expression profiles

출원인 BioAge Labs, Inc.

발명자
Yonatan Nissan Donner | Kristen Patricia Fortney | Stéphane Mathieu Victor 
Kazmierczak

출원번호 16-160457 출원일 2018.10.15

공개번호 2019-0114390 공개일 2019.04.18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공개 메인 IPC G06F-019/18

패밀리 WO2019075461A1, US2019114390A1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65ea9def-f060-421c-9505-5b535356b649

요약

심층 학습 모델(deep learning model)은 각 화합물에 대한 유전자 발현 데이터를 기반으로 화합물

들 간의 기능적 유사도를 측정한다. 모델은 쿼리 섭동(query perturbagen)에 영향을 받은 세포 내의 

복수의 유전자의 전사 카운트(transcription counts)를 포함하는 쿼리 섭동에 대한 비-표지된 발현 

프로파일을 수신한다. 모델은 발현 프로파일의 임베딩(embedding)을 추출한다. 모델은 쿼리 섭동의 

임베딩  및 공지된 섭동의 임베딩을 사용하여 유사성 스코어(similarity score)의 세트를 결정하며, 

세트 내의 유사성 스코어 각각은 공지된 섭동이 쿼리 섭동과 유전자 발현에서 유사한 영향을 갖는 

가능성(likelihood)을 나타낸다. 상기 가능성은 또한, 공지된 섭동(known perturbagen) 및 쿼리 섭동

(query perturbagen)이 약리학적 유사성을 공유한다는 예측을 제공한다. 유사성 점수는 순위가 매겨

지고, 순위가 정해진 세트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후보 섭동이 쿼리 섭동과 약리학적으로 유사한 것

으로 결정된다. 상기 모델은 또한 섭동들(perturbances) 간의 구조 및 생물학적 단백질 타겟의 유사

성을 결정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다음을 포함하는 방법 :

쿼리 섭동(query perturbagen)에 대해, 쿼리 섭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세포에서 복수의 유전자의 전

사 카운트를 포함하는 발현 프로파일을 수신하는 단계;

쿼리 섭동에 대한 상기 발현 프로파일을 훈련된 모델에 입력하여 대응하는 특징 값을 포함하는 특

징 어레이를 포함하는 임베딩을 추출하는 단계;

추출된 임베딩에 기초하여, 쿼리 섭동과 다수의 공지된 섭동 간의 각각의 유사성 점수를 결정하는 

단계로서, 여기서 유사성 점수는 공지된 섭동이 쿼리 섭동과 같은 세포에서의 유전자 발현에 유사

한 효과를 가질 가능성을 나타내는, 단계;

상기 가능성에 기초하여 각각의 유사성 점수를 순위 매기는 단계; 및

상기 순위가 매겨진 유사성 점수로부터, 쿼리 섭동과 일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후보 섭동을 결정하

는 단계.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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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류
3. 유전자 발현 프로파

일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3-2. 유전자-약물 간 

관련성

국가코드 CN 특허번호 CN109935341A

발명의 명칭 Method and device for predicting medicine new indication

출원인 BEIJING DEEP INTELLIGENT PHARMA TECH CO LTD

발명자 LI YINGYING | DAI CHAN | GUAN ZHENG

출원번호 2019-10280839 출원일 2019.04.09

공개번호 109935341 공개일 2019.06.25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 메인 IPC G16H-070/40

패밀리 CN109935341A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f8eb0506-30e5-4d7f-b40f-406d8c832e76

요약

본 출원의 실시예는 약물에 대한 새로운 적용의 예측 방법 및 장치를 개시하며, 이는 기존의 약물

타겟의 새로운 치료효과가 결정되며, 구체적으로, 유전자 경로 상에서 가능한 약물 타겟의 마킹을 

결과로서 획득할 수 있고, 유전자 경로 상의 상기 약물 타겟의 마킹 결과로부터 약물 타겟에 대한 

유전자 경로의 활성화 작용을 특징짓고; 그 다음, 상기 마킹 결과를 기계 학습 모델에 입력하여 

상기 약물 타겟에 대응하는 약물 적용을 획득할 수 있다. 대상 약물의 상기 약물 적용을 결정한 

후, 해당 약물 적용에는 대상 약물의 공지의 적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상기 대상 약물에 대응

하는 적용에서 상기 대상 약물의 공지의 적용을 제외한 적용을 상기 대상 약물의 새로운 적용으로 

예측한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출원의 실시예의 방법을 이용하면, 약물 타겟의 새

로운 적용을 예측할 수 있어, 기존 약물의 새로운 치료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하기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 적용 예측 방법: 

유전자 경로 상의 약물 타겟의 마킹 결과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약물 타겟의 유전자 경로 상의 

마킹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유전자 경로에 대한 상기 목표 약물의 활성화 작용을 특징짓는 단계; 

상기 약물 타겟의 상기 유전자 경로 상의 마킹 결과를 기계 학습 모델에 입력함으로써, 상기 약물 

타겟에 대응하는 약물 적용을 획득하는 단계로서, 상기 기계 학습 모델은 학습 약물을 이용하여 

학습되며, 학습 약물은 유전자 경로 상에서 약물의 적용이 공지된 약물인, 단계; 및 상기 기계 학

습 모델에 기초하여 상기 약물 타겟의 공지된 약물 적용을 제외한 상기 유전자 경로 상의 상기 약

물 타겟의 새로운 약물 적용을 획득하는 단계.

대표도면

돌아가기

https://www.keywert.com/detail?uuid=f8eb0506-30e5-4d7f-b40f-406d8c832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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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구분 관련 특허 

기술 분류
3. 유전자 발현 프로파

일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3-2. 유전자-약물 간 

관련성

국가코드 KR 특허번호 KR20200042295A

발명의 명칭

네트워크 기반의 유전자 세트 증강 분석 방법을 이용한 약물 재창출 방법

(a drug repositioning system using network-based gene set enrichment 

analysis method)

출원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발명자 이인석 | 한헌종

출원번호 2018-0122701 출원일 2018.10.15

공개번호 2020-0042295 공개일 2020.04.23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공개 메인 IPC G16B-025/00

패밀리 KR20200042295A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07274eb1-8837-485e-88e3-7b2ed8421912

요약

본 발명은 네트워크 기반의 유전자 세트 증강 분석 방법에 관한 것으로, 단독 유전자뿐만 아니라 

이웃하는 유전자의 기능적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유전자 발현 표현형과 일치하는 경로 유전자 세트

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방법을 활용한 알려진 약물의 

재창출 방법이 제공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a) 유전자 발현 데이터를 포함하는 유전자 세트 정보를 상용화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집하는 단계;(b) 상기 수집된 유전자 세트와 상호작용하는 유전자 세트를 선별하는 단계; 및 (c) 

네트워크 기반 점수(Natwork-based score; NS) 측정법에 기반하여 상기 상호작용하는 유전자 세트 

사이의 기능적 연관성을 통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기반의 유전자 세트 증강 분석

(Network-based gene set enrichment analysis; NGSEA)을 수행하는 방법.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07274eb1-8837-485e-88e3-7b2ed8421912


- 1 -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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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구분 관련 특허

기술 분류
3. 유전자 발현 프로파

일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3-2. 유전자-약물 간 

관련성

국가코드 US 특허번호 US20200017913A1

발명의 명칭 Methods and systems for predicting treatment responses in subjects

출원인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발명자 Andrew L. BEAM | Isaac S. KOHANE | Nathan PALMER

출원번호 16-489634 출원일 2018.03.02

공개번호 2020-0017913 공개일 2020.01.16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공개 메인 IPC C12Q-001/6883

패밀리 US2020017913A1, WO2018160925A1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0994d2d4-657b-4174-bf6f-903f58df1e05

요약

본원에 기재된 다양한 실시예는 하나 이상의 에이전트 (예를 들어, 에이전트의 라이브러리 (library 

of agents))에 대한 인 비트로(in vitro) 혹은 인 비보(in vivo) (예를 들어, 대상체 내에서의) 세포 반

응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 시스템 및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에 관한 것이다. 본 명세서에 기재된 

방법, 시스템 및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는 일반적으로, 에이전트에 의해 유도된 세포 또는 대상체

의 예상되는 치료 후 게놈-와이드 발현 프로파일(expected post-treatment genome-wide expression 

profile)을 예측하기 위한 계산학적 알고리즘을 포함한다. 상기 예상되는 치료 후 게놈-와이드 발현

은 대상체의 치료 전 게놈-와이드 발현 프로파일(pre-treatment genome-wide expression profile) 및 

세포에서의 유전자 발현에 대한 에이전트의 공지된 효과의 함수로서 계산될 수 있다. 본원에 기재

된 방법, 시스템 및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약물 재창출을 위해, 질병을 가진 대상체에 대한 적

절한 치료를 선택하기 위해, 및/또는 특정 치료에 대해 반응을 보이는 대상체를 식별하기 위해 사

용될 수 있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질병 또는 장애를 갖는 

대상체에 대한 치료를 선택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여, 상기 대상체의 치료전 게놈-와이드 발

현 프로파일(pre-treatment genome-wide expression profile)을 결정하기 위해 질병 또는 장애를 갖

는 대상체로부터의 샘플을 분석하는 단계; 

구체적으로 프로그래밍된 컴퓨터에서, 유전자 발현을 변형시키는 에이전트 라이브러리 각각에 대

해, 상기 대상체의 상기 치료전 게놈-와이드 발현 프로파일의 함수로서 상기 대상체의 예상되는 

치료후 게놈-와이드 발현 프로파일(expected post-treatment genome-wide expression profile) 및 세

포 내 유전자 발현에 대한 상응하는 유전자 발현을 변형시키는 에이전트의 공지된 효과를 계산하

는 단계;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여, 상기 예상된 치료후 게놈-와이드 발현 

프로파일과 정상 게놈-와이드 발현 프로파일과의 편차가 상기 치료 전 게놈-와이드 발현 프로파일

과 정상 게놈-와이드 발현 프로파일과의 편차보다 작을 때, 상기 대상체에 대한 치료 효과를 발생

시킬 가능성이 더 큰 에이전트로 상기 유전자 발현을 변형시키는 에이전트(gene 

expression-modifying agent)를 확인하는 단계; 

또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여, 상기 예상된 치료후 게놈-와이드 

발현 프로파일과 정상 게놈-와이드 발현 프로파일과의 편차가 상기 치료 전 게놈-와이드 발현 프

로파일과 정상 게놈-와이드 발현 프로파일과의 편차보다 크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상기 대

상체에 대한 치료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적은 에이전트로 상기 유전자 발현을 변형시키는 에

이전트(gene expression-modifying agent)를 확인함으로써, 피험자에 개인화된 유전자 발현을 변형시

키는 에이전트를 포함하는 치료를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https://www.keywert.com/detail?uuid=0994d2d4-657b-4174-bf6f-903f58df1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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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면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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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구분 관련 특허 

기술 분류
3. 유전자 발현 프로파

일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3-2. 유전자-약물 간 

관련성

국가코드 KR 특허번호 KR101953762B1

발명의 명칭

이종 특성정보 병합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딥러닝 모델을 이용한 약물 적

응증 및 반응 예측 시스템 및 방법(drug indication and response prediction 

systems and method using ai deep learning based on convergence of 

different category data)

출원인 (주)신테카바이오

발명자 정종선 | 장유섭 | 박혜진 | 이승주 | 신재민

출원번호 2017-0185040 출원일 2017.12.31

공개번호 - 공개일 -

등록번호 1953762 등록일 2019.02.25

법적상태 등록 메인 IPC G16B-005/00

패밀리 US2019164632A1, KR101953762B1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b415f1d5-5c48-45e4-822b-b82d4412eb51

요약

본 발명은 암을 포함하는 질병 관련 특이 유전자 변이 지문 (Genetic Variation Fingerprints)과 약물

의 분자 프로파일의 결합분석에 의해 약물의 반응성을 신뢰성 있게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학습모

델인 약물 적응증 및 반응 예측 시스템 및 방법인 CDRscan (Cancer-Drug Response Scan)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은 수집된 학습정보로부터 유전체에 포함된 유전정보에 대한 약물을 구성하는 구

성정보의 반응성 상관관계를 딥러닝 기계학습에 의해 학습하는 학습모듈과; 분석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분석정보에 포함된 유전체에 대한 약물의 반응성 예측결과를 산출하는 예측모듈과; 상기 학

습모듈에 의해 학습된 반응성 예측알고리즘을 저장하는 저장모듈을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학습

정보는, 표적단백질, 생체 외 세포주 및 생체 내 임상연구에 대한 약물의 반응성 정보이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본 발명에서는 임상시험으로부터 수집되는 유전체에 대한 약물의 반응성 

결과들로부터, 약리 효과가 밝혀지지 않은 유전체와 약물의 반응성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수집된 학습정보로부터 유전체에 포함된 유전정보에 대한 약물을 구성하는 구성정보의 

반응성 상관관계를 딥러닝 기계학습에 의해 학습하는 학습모듈과; 상기 학습모듈에 의해 학습된 

반응성 예측알고리즘을 저장하는 저장모듈; 그리고 분석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저장모듈에 저장된 

반응성 예측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상기 분석정보에 포함된 유전체에 대한 약물의 반응성 예측결과

를 산출하는 예측모듈을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학습정보는, 표적단백질, 세포주 또는 체내 약물

반응 임상정보에 대한 약물의 반응성 정보이며: 상기 학습모듈은, 수집된 학습정보로부터 딥러닝 

기계학습을 위한 학습데이터를 생성하는 학습데이터 생성부와; 상기 학습데이터 생성부로부터 생

성된 다수의 학습데이터를 딥러닝 기계학습을 수행하는 딥러닝 기계학습부와; 상기 딥러닝 기계학

습부로부터 학습된 결과로부터, 유전체정보에 대한 약물의 반응성을 예측하는 반응성 예측 알고리

즘을 생성하는 반응성 예측 알고리즘 구성부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학습데이터는, 상기 표적

단백질, 세포주 또는 임상정보에 포함된 변이정보 군에 대한 특성정보들의 군에 대한 약물을 구성

하는 관능기정보 군에 대한 반응도를 나타낸 다수의 정보 또는 상기 표적단백질, 생체 외 세포주 

또는 생체 내 임상정보에 포함된 변이들에 대한 특성정보 군에 대한 약물을 구성하는 관능기정보 

군에 대한 반응도를 나타낸 다수의 정보이며: 상기 특성정보는,상기 변이들에 대한 변이군정보, 종

별 진화관점 변이 생성빈도(mutability or entropy of variants), 암 변이 발생빈도(variant frequency in 

cancer), 암 원인변이 예측 점수(driver mutation score), 3차원 단백질구조의 변이 환경정보(3D 

structure mutation environment), 임상적으로 증명된 질병원인 변이(clinical significance mutation), 유

전자 상호작용에 기인한 약물반응 계층화정보(drug response stratification), 후성유전체정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b415f1d5-5c48-45e4-822b-b82d4412eb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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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genomics), 발현체정보(transcriptomics) 또는 단백체정보(proteomics) 중 둘 이상을 포함하여 구

성되고:상기 딥러닝 기계학습부는, 상기 학습데이터들로부터 생성된 유전체의 특성정보 군에 대한 

약물을 구성하는 관능기정보 군의 반응도를 나타낸 학습레이어들을 입력 데이터로 하여 컨벌루션 

신경 네트워크(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모델에 의한 딥러닝 기계학습을 통해 표적단백

질, 생체 외 세포주 또는 생체 내 임상정보에 포함된 각 유전정보에 대한 약물을 구성하는 각 구

성정보의 반응 상관관계를 학습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종 특성정보 병합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딥

러닝 모델을 이용한 약물 적응증 및 반응 예측 시스템.

대표도면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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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구분 관련 특허 

기술 분류
3. 유전자 발현 프로파

일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3-2. 유전자-약물 간 

관련성

국가코드 KR 특허번호 KR101984611B1

발명의 명칭

약물반응성, 유전자발현정보 및 복제수 변이를 이용한 기능하플로타이핑 

방법 및 시스템(drug sensitivity related gene expression and copy number 

variation based functional haplotyping methods and system)

출원인 (주)신테카바이오 |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발명자 정종선 | 이선호 | 홍종희 | 최익원 | 이종구

출원번호 2018-0124550 출원일 2018.10.18

공개번호 - 공개일 -

등록번호 1984611 등록일 2019.05.27

법적상태 등록 메인 IPC G16B-025/00

패밀리 KR101984611B1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52fe3da6-bf92-4778-a153-c42f39649fc1

요약

본 발명은 암을 포함하는 질병 관련 특이 유전자 변이 지문 (Genetic Variation Fingerprints)을 기능

정보를 가진 하플로타입으로 변형 후 약물의 분자 프로파일의 결합분석에 의해 약물의 반응성을 

신뢰성 있게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학습모델인 약물 적응증 및 반응 예측 시스템 및 방법인 

GBLscan(Genetic biomarker Labeling Scan)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은 수집된 학습정보로부터 유전

체에 포함된 유전정보에 대한 약물을 구성하는 구성정보의 반응성 상관관계를 선형 희귀 및 딥러

닝 기계학습에 의해 학습하는 학습모듈과; 분석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분석정보에 포함된 유전체에 

대한 약물의 반응성 예측결과를 산출하는 예측모듈과; 상기 학습모듈에 의해 학습된 반응성 예측

알고리즘을 저장하는 저장모듈을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학습정보는, 생체 외 세포주 및 생체 

내 임상연구에 대한 약물의 반응성 정보이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본 발명에서는 임상시

험으로부터 수집되는 유전체에 대한 약물의 반응성 결과들로부터, 약리 효과가 밝혀지지 않은 유

전체와 약물의 반응성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A) 약물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이들에 대한 양적형질위치(QTL)들의 위치모음을 산출하

는 단계와;(B) 상기 양적형질위치(QTL)에 포함된 변이에 대한 기능하플로타입을 생성하는 단계

와;(C) 상기 기능하플로타입을 기반으로 변이와 약물반응 상관관계 계산하는 단계; 그리고(D) 상기 

기능하플로타입을 기반으로 약물반응성을 예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수행되고:상기 제(B)단계의 기

능하플로타입의 생성은,유전체통합DB로부터 양적형질위치(QTL)에 포함된 단일 또는 다중변이에 대

한 하플로타입을 약물반응성과 함께 추출하여 생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반응성, 유전자발현정

보 및 복제수변이를 이용한 기능하플로타이핑 방법.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52fe3da6-bf92-4778-a153-c42f39649f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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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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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구분 관련 특허 

기술 분류
3. 유전자 발현 프로파

일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3-2. 유전자-약물 간 

관련성

국가코드 CN 특허번호 CN108694991A

발명의 명칭
Repositioning drug discovery method based on integration of a plurality of 

transcriptome data sets and drug target information

출원인 ZHONGNAN HOSPITAL OF WUHAN UNIV

발명자 LI SHENG | MENG XIANGYU

출원번호 2018-10455680 출원일 2018.05.14

공개번호 108694991 공개일 2018.10.23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 메인 IPC G16H-020/13

패밀리 CN108694991A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b511d99c-c9fa-47cf-b7d5-9740387c37dc

요약

본 발명은 복수의 전사체(transcriptome) 데이터 세트와 약물 타겟 정보의 통합에 근거한 약물 재창

출 방법에 관한 것으로, 임의의 질병에 대하여 개방형 DB로부터 표현형 정보를 포함하는 복수의 

전사체 데이터 세트를 획득하는 단계(단계 1); 각 전사체 데이터 세트에 있어서 각 유전자와 표현

형에 대한 관련도 통계량을 통계 분석 방법을 통해 계산하고, 관련도 통계량을 정량 합병하여 합

병값을 획득하는 단계(단계 2); 시스템 생물학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단계(단계 3); 노드 정렬 알고

리즘을 통해 각 유전자의 중요도 점수를 계산하는 단계(단계 4); 시험 약물의 타겟 유전자 리스트

를 획득하는 단계(단계 5); 통계 검증을 통해 시험 약물 타겟 유전자의 중요도를 분석하는 단계(단

계 6); 시험 약물이 재창출 약물인지 여부를 예측하는 단계(단계 7)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원리는 

명확하고 효율적이며, 저렴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각 질병, 특히 악성종양 대해 재창출된 약물

의 선별 및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복수의 전사체 데이터 세트 통합과 약물 타겟 정보 기반의 약물 재창출 방법에 있어서, 

단계 1: 임의의 질병에 대하여 개방형 DB로부터 표현형 정보를 포함하는 복수의 전사체 데이터 세

트를 획득하는 단계; 

단계 2: 통계 분석 방법을 통해 각각의 전사체 데이터 세트에 있는 각각의 유전자와 표현형에 대

한 관련도 통계량을 계산하고, 각각의 전사체 데이터 세트에 있는 각각의 표현형으로 안정적이고 

현저한 상관관계에 관한 유전자를 스크리닝하는 단계; 선별되는 표현형 안정성 및 유의미한 관련

성을 가지는 각 유전자에 대해, 각 전사체의 데이터 세트 내의 유전자와 표현형의 관련도 통계량

을 각각 정량적으로 결합하여 선별되는 각 유전자의 관련도 통계량의 결합값을 얻는 단계; 

단계 3: 단계 2에서 스크리닝된 표현형 안정성 및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는 유전자를 기초로 시

스템 생물학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단계; 

단계 4: 단계 2에서 얻은 각 유전자의 관련도 통계량의 결합값 및 단계 3에서 구축한 시스템 생물

학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노드 배열 알고리즘으로 각 유전자의 중요도 점수를 계산하는 단계; 

단계 5: 약물 타겟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에 따라, 상기 시스템 생물학 네트워크 상의 측정 약물의 

타겟 유전자 리스트를 획득하는 단계;

단계 6: 상기 단계 4에서 얻어진 각 유전자의 중요도 점수와, 상기 단계 5에서 얻어진 후보 약물

의 타겟 유전자 리스트에 따라, 후보 약물의 통계학적 검증을 통해 타겟 유전자의 중요도를 분석

하는 단계; 분석 대상 약물의 대상 유전자 리스트 내의 각 원소의 고평가 점수와, 중간 샘플 분포 

내의 백분율 자릿수가 95%를 초과할 경우, 상기 분석 대상 약물을 잠재적인 치료 효과가 있는 재

창출된 약물로 출력하는 단계;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b511d99c-c9fa-47cf-b7d5-9740387c37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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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03
구분

관련 특허

동일 발명자의 특허

기술 분류

3.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

에 기반한 접근법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사

성에 근거한 접근법

세부분류
3-2. 유전자-약물 간 관련성

4-1. 약물-질병 간 연관성

국가코드 KR 특허번호 KR20160010285A

발명의 명칭
약물 반응 유전자 발현 특성을 이용한 약물 재창출 방법(method for drug 

repositioning based on drug responding gene expression features)

출원인 한국과학기술원

발명자 이관수 | 차기훈 | 오기민 | 신보규

출원번호 2015-0012873 출원일 2015.01.27

공개번호 2016-0010285 공개일 2016.01.27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공개 메인 IPC C12Q-001/68

패밀리 KR20160010285A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30922edb-99e1-440a-88f7-bf480d48258d

요약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약물 반응 유전자 발현 특성을 이용한 약물 재창출 방법은 공개 약물 반

응 유전자 발현 DB로부터 분석 가능한 약물 반응 유전자 발현 데이터를 선별하는 단계, 상기 선별

된 약물 반응 유전자 발현 데이터에서 유의한 유전자 발현을 보이는 약물 반응 유전자를 선정하는 

단계, 상기 선별된 약물 반응 유전자 발현 데이터에서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는 약물 반응 유전자 

셋을 선정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유의한 유전자 발현을 보이는 약물 반응 유전자와 상기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는 약물 반응 유전자 셋을 이용하여 약물간 유사성을 평가하여 약물 유사성 값을 출

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공개 약물 반응 유전자 발현 DB로부터 분석 가능한 약물 반응 유전자 발현 데이터를 선

별하는 단계, 

상기 선별된 약물 반응 유전자 발현 데이터에서 유의한 유전자 발현을 보이는 약물 반응 유전자를 

선정하는 단계, 

상기 선별된 약물 반응 유전자 발현 데이터에서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는 약물 반응 유전자 셋을 

선정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유의한 유전자 발현을 보이는 약물 반응 유전자와 상기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는 약물 

반응 유전자 셋을 이용하여 약물간 유사성을 평가하여 약물 유사성 값을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약물 재창출 방법.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30922edb-99e1-440a-88f7-bf480d4825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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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기
(6번 데이터)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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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2 구분 관련 논문

기술 분류
3. 유전자 발현 프로파

일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3-2. 유전자-약물 간 

관련성

논문정보 Mol Cells. 2019 Aug 31;42(8):579-588

논문명
NGSEA: Network-Based Gene Set Enrichment Analysis for Interpreting Gene 

Expression Phenotypes with Functional Gene Sets

기관 Yonsei University

저자 한헌종 외 다수

공개일 2019-08-31

DOI https://doi.org/10.14348/molcells.2019.0065

요약

유전자 세트 증강 분석(Gene set accumulation analysis, GSEA)은 유전자 발현 표현형(phenotype)을 

사용하여 임상 샘플에서 숨겨진 생물학적 과정을 식별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도구다. GSEA는 임

상 샘플에서 차등 발현된 유전자(differentially expressed gene, DEG)들에 대한 생물학적 과정을 나

타내는 주석이 달린(annotated) 유전자 세트의 확장성(enrichment)을 측정한다. GSEA는 기능 유전자 

세트에 대해서는 준최적 방법일 수 있는데, 그것은 발현 데이터 세트로부터의 DEG들이 기능 유전

자 자체(per si)가 아니라 진짜(bona fide) 기능 유전자들에 의해 왜곡된 조절된 유전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능망(functionsl network)에서 개별 유전자는 물론 주변 

유전자의 발현 차이를 이용해 기능 유전자 세트의 증강 점수를 측정하는 Network-nbased 

GSEA(NGSEA)를 개발했다. 우리는 NGSEA가 일치하는 유전자 발현 표현형에 대한 경로 유전자 세

트를 식별하는 데 있어 GSEA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NGSEA는 또 다른 방법인 연결맵

(Connectivity Map)에 비해 약물-타겟 유전자 세트를 이용하여 환자로부터 추출된 유전자 발현 데

이터에서 공지의 항암제를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을 상당히 향상시킨다는 것을 관찰했다. 우리는 또

한 NGSEA를 이용하여 FDA 승인 약물에 대해 약물 재창출을 했으며, budesonide가 대장암 항암효

과가 있는 화학물질임을 실험적으로 검증했다. 따라서 우리는 NGSEA가 유전자 발현 표현형의 경

로 해석과 항암제 재사용 모두를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NGSEA는 www.inetbio.org/ngsea에

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표도면

https://doi.org/10.14348/molcells.2019.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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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Healthc Inform Res. 2014 Jan; 20(1): 52–60.
논문명

Drug Similarity Search Based on Combined Signatures in Gene Expression 

Profiles

기관 KAIST, Ajou University

저자 이관수 외 다수

공개일 2014-01-31

DOI https://doi.org/10.4258/hir.2014.20.1.52

요약

목표

최근, 유전자 발현에 대한 약물 반응의 비교는 약물의 기능적 유사성을 확인하는 주요한 접근법이 

되었다. 이전의 연구들은 대부분 개별 유전자의 표현 차이인 하나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었다. 유전

자 발현에서 비교할 수 있는 특징을 다양화하고 샘플 의존적 변이를 고려하여 약물의 기능적 유사

성을 비교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하고 정확한 방법을 제공한다.

방법

차별적으로 발현된 유전자 측정의 경우, 개별 검체의 다양한 실험 조건에서의 변화을 표준화하기 

위해 기존의 t-검정을 수정했다. 유의한 차등 공동-발현된 유전자 모듈을 추출하기 위해, 우리는 

공동-발현된 유전자 네트워크 사이의 maximal clique들을 조사했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 측정값으

로부터의 척도 점수(scaled score)를 평균하여 결합된 유사성 점수를 계산했다.

결과

이 방법은 Connectivity Map 데이터를 사용한 테스트의 다른 접근방식에 비해 상당한 성능 향상을 

보여준다. leave-one-out 교차 검증으로 자체 발현 프로파일에 근거한 약물 탐색 테스트에서, 제안

된 방법은 이전 방법으로 얻은 점수인 0.71 - 0.93보다 훨씬 높은 0.99의 Arear under the 

curve(AUC) 점수를 보였다. 약물 네트워크에서는 표적 단백질과 약물 재사용 가능성을 암시하는 

약물들 사이에서 새로운 관계를 가진 잘 군집화된 약물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론

공동-발현 모듈의 특징을 포함함으로써 약물 작용을 추론하는 데 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

리는 이 방법을 약물 작용과 관련된 협력적 세포 메커니즘을 찾고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약물을 

식별하는데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대표 도면

https://doi.org/10.4258/hir.2014.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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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CPT Pharmacometrics Syst Pharmacol. 2016 Nov;5(11):599-607.

논문명
Integrating Clinical Phenotype and Gene Expression Data to Prioritize Novel 

Drug Uses

기관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외 다수

저자 백효정 외 다수

공개일 2016-12-14

DOI https://doi.org/10.1002/psp4.12108

요약

약물 재창출은 주로 약물과 질병의 유전학적 서명에 기초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한 가지 과제는 

약물의 분자 서명을 치료적, 부작용 등을 포함한 임상적 반응과 약물의 재사용에 연결하는 것이

다. 우리는 각 약물에 의해 유도된 치료적 적용, 부작용 및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을 통합하는 표

현적 접근법과 분자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약물-약물 관계를 평가함으로써 이 과제를 해결했다. 코

사인 유사성을 이용하여 445개 약물 간의 관계는 각각 약물의 표현형 용어와 게놈 서명으로 구성

된 고차원 공간을 기반으로 평가되었다. 450개 약물 쌍으로 구성된 445개 약물 중 1501개는 표현

형 서명과 유전형 서명이 모두 유의미한 유사성을 보였다(P 값 < 0.05). 우리는 또한 약물의 유사

한 유전자 표현이 실제로 유사한 임상적 표현형을 산출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세포 라인에

서 그들이 유도하는 발현 프로파일과 표현형(phenotypic) 효과를 이용하여 약물의 유사도 행렬을 

생성했다.
대표 도면

https://doi.org/10.1002/psp4.1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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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Cell Rep. 2016 Jun 14;15(11):2348-56.

논문명
A Computational Drug Repositioning Approach for Targeting Oncogenic 

Transcription Factors

기관 Weill Cornell Medical College 외 다수

저자 Kaitlyn M. Gayvert 외 다수

공개일 2016-06-02

DOI https://doi.org/10.1016/j.celrep.2016.05.037

요약

전사인자(TF)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종양에서 자주 관찰되며, 종종 일탈 전사의 활성을 초래한다. 

불행히도 TF는 종종 타겟 효소 활성의 부재로 인해 분해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TF 활동을 타겟팅하기 위한 계산적 약물 복원 접근방식인 CRAFT를 개발했

다. CRAFT는 Chip-seq를 약물에 의한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링과 결합하여 TF 활동을 구체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작은 분자를 식별한다. ENCODE ChIP-seq 데이터 집합에 대한 적용은 알려진 약물

-TF 상호작용을 밝혀냈으며, 글로벌 약물-단백질 네트워크 분석은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했다. 친

침습적이고 자주 과발현되는 암유발인자 TF인 ERG에 CRAPT를 적용하면 dexamethasone은 ERG 활

동을 억제할 것으로 예측했다. dexamethasone은 EGR 억세 방식으로 암의 세포침입과 전이를 현저

하게 줄였다. 게다가 전자 의료 기록 데이터의 분석은 전립선 암에 대한 dexamethasone의 보호 역

할을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우리의 방법은 TF 활동을 구체적으로 변조하는 약물을 식별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한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https://doi.org/10.1016/j.celrep.2016.0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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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Proceedings: AACR Annual Meeting 2014; April 5-9, 2014; San Diego, CA

논문명
Abstract 362: Computational drug repositioning identifies dexamethasone as 

potential ERG inhibitor

기관 Weill Cornell Medical College

저자 Kaitlyn Gayvert 외 3명

공개일 2014-10

DOI https://doi.org/10.1158/1538-7445.AM2014-362

요약

전사인자(TF)에 대한 유전자 코딩의 돌연변이가 종양에서 자주 관찰되는데, 이 중 상당수는 일탈 

전사 활동을 유발한다. 불행히도 타겟 가능한 효소 활성의 부재와 DNA에 접촉하는 큰 표면 때문에 

전사 인자는 종종 "불가역"으로 간주된다. 전사 인자 약물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전

사 인자의 활동을 방해시킬 수 있는 작은 분자를 식별하기 위한 계산적 재창출 접근법을 개발했

다. 우리의 접근법은 전사 인자의 타겟 유전자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약물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접근방식은 유전자 세트 농축 분석을 사용하여 게놈 전체 결합 데이터(Chip-seq)를 약물에 의해 변

동되는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과 통합한 방법이다.

ENCODE Chip-seq와 Connectivity Map 표현 프로파일에 적용했을 때, 우리의 접근방식은 38,000개의  

약물-TF 상호작용(FWER<0.1)을 예측했다. 이러한 예측에는 MYC에 대한 BRD4 억제제(JQ1, 

FWER=0.000)와 HSP90 억제제(예: 17-AAG, FWER=0.031)의 알려진 억제 효과가 포함되었다. 우리는 

22k 유전자와 7k 약물을 가진 통합된 생물학적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예상되는 방해 약물-TF 상호

작용을 식별했다. 이 접근방식에 의하면 예측된 방해 약물-TF의 네트워크 경로 길이는 그렇지 못

한 것보다 상당히 짧았다(p=2.2e-16). 많은 예상 약물-TF 상호작용은 약물과 TF 사이에 단 하나의 

단백질 매개체만을 포함했는데, 이는 우리의 예측이 무작위가 아니며 많은 약물이 규제 또는 상호 

작용하는 공동요인을 대상으로 하여 TF를 교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는 50%의 전립선암 환자들에게서 과잉진압을 받는 친침습성, 암유발인자 TF인 ERG를 억제할 

수 있는 후보 분자를 식별하는 데 우리의 접근방식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전립선 세포에서 EGR 

ChIP-seq 피크를 사용하여 dexamethasone(FWER=0.086)은 EGR 전사 활동을 억제할 것으로 예측되었

다. 세포침입과 이동측정법을 사용하여, 우리는 dexamethasone은 ERG를 과발현하는 DU145 전립선

암세포에서 세포침입과 이주를 현저하게 감소시켰지만, 동종 제어세포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dexamethasone은 또한 알려진 ERG 대상인 PLAU의 발현을 방해하고 PLAU 프로모터에서 

ERG의 결합을 상당히 감소시켰다. ERG Chip-seq 피크를 분석한 결과 AP-1 피크가 포함된 피크

(p=0.06) 주변 유전자의 dexamethasone에 의한 고농축 AP-1 DNA 모티브와 preferential mobilization이 

밝혀졌다. ChIP-seq 실험 결과 dexamethasone은 ERG-JUN 프로모터 사이트에서 AP-1 바인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dexamethasone은 핵심 공동 인자인 AP1의 붕괴에 의해 ERG를 억

제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체적으로, 이 방법은 간접적으로 전사 요인을 대상으로 하는 약물을 계산적으로 식별하는 새로운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한다. 이는 FOXA1과 같은 종양 유발 활성도가 있는 다른 

요인이나 p53과 같은 비활성화된 종양 억제 전사 인자의 재활성화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돌아가기

https://doi.org/10.1158/1538-7445.AM201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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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류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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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분류 4-2. 약물 작용 경로

논문정보
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Volume 21, Issue 17 

Supplement, pp. B11

논문명
Drug repositioning improves synergistic interactions between HDAC inhibitors 

and nucleoside analogs in AML and MDS models.

기관 Houston Methodist Hospital Research Institute

저자 Hong Zhao 외 다수

공개일 2014-09-20

DOI https://doi.org/10.1158/1557-3265.HEMMAL14-B11

요약

골수성 백혈병(MDS)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은 골수 장애의 이종 교합 장애로 인해 골수 확장 

및 비효과적인 조혈증이 나타난다. 고위험 MDS 아형 환자는 기대수명이 1년 미만인 AML 쪽으로 

빠른 질병 진행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AML은 대부분의 성인 환자들에게서 불치병으로 남아있

다. 이러한 질병의 생리병리학은 MDS가 AML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후생유전학적 조절이 손상되고 

전통적 치료에 대한 내성이 수반된다. 이러한 후생유전학적 표시는 현재 MDS의 표준 치료제인 

azacitidine(AZA)과 decitabine와 같은 nucleoside analogs(NA) DNA 메틸전달효소 억제제(DNMTis), 및 

histone deacetylase inhibitors(HDACis)에 의해 역전될 수 있다. 이러한 에이전트는 침묵한 유전자의 

재발현을 유도해 세포 성장억제, 분화, 사멸을 초래하여 시너지 효과를 낸다. 또한 인 비트로(in 

vitro) 및 인 비보(in vivo) 모두에서 nucleosides analogs (예. fludarabine, AZA, cytarabine)와 HDACI를 

결합할 때의 시너지 효과는 pro-survival NA-mediated NF-κB signaling의 활성을 변조하는 메커니

즘에 의존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NF-170B 시그얼링 중심의 이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AML 셀 라인, 

xenografts 및 MDS/AML 환자의 AZA 또는 HDACis 치료와 관련된 몇 가지 고유의 전사체 발현 데이

터 세트를 분석했다. 재창출 가능한 약물의 목록이 예측되었다. 약물들 간의 세부적인 비교 결과, 

발열, 메스꺼움, 알레르기 반응을 치료하기 위해 MDS와 AML 치료 중에 산발적으로 사용되는 값싼 

약인 Dexamethasone(DEX)은 다음과 같은 결과에서 두드러졌다. 1) DEX는 VEGFA 유전자 세트, 

STAT5 유전자 세트 및 염증성 사이토카인, chemokines 및 AZA+HDACi에 내성이 있는 MDS/AML 환

자에서 크게 활성화된 1차 인간 골수 세포의 cognate receptors 유전자 세트를 억제할 수 있었다. 

2) DEX는 AZA에 대한 저항을 담당하는 대체 활성 신호 분자를 억제할 수 있음, 3) MDS 환자들의 

집단에서 건강한 사람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강화된 이상 메틸화(hypo 및 hyper) 유전자 군집 2개

를 검사했으며, DEX는 이러한 유전자의 발현을 "정상화할 수 있다"; 4) DEX는 MDS 환자에서 P210 

BCR-ABL 유전자 융합의 증가된 타겟 유전자를 억제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5) DEX는 치료되지 

않은 세포에 비해 NF-κB pathway-targeted cytokines, chemokines, 인간 골수 CD34+ 세포에 대한 

조절기에 광범위한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다. DEX의 재창출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인간 백혈병 세

포를 강력한 NF-kB 활성화로 인해 시너지 효과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상황에 있는 HDACi/NA에 노

출하는 예비 검사를 실시하였다. DEX가 있는 경우, 약물이 단독으로 혹은 혼합하여 사용된 경우 

모두에서, 특히 HDACi/NA의 경우 치사율이 크게 증가했다. 중요한 것은 HDACi/NA를 DEX와 공동 투

여하는 것이 약물 조합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HDACi/NA 치료 후 생존해 있는 AML 

세포가 화학 저항성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개념은 NA와 HDACI를 

포함하는 치료법과 매우 관련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거의 100%의 세포 사망을 초래하는 치료

적 개입에 DEX를 추가함으로써, 우리는 생존능력의 증가를 나타내는 이 작은 비율의 세포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줌으로써 재발의 확률을 감소/지연시킬 수 있다.

돌아가기

https://doi.org/10.1158/1557-3265.HEMMAL14-B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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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전자-약물 간 

관련성

논문정보 Mol. Pharmaceutics 2018, 15, 10, 4314–4325
논문명 Drug Repurposing Using Deep Embeddings of Gene Expression Profiles

기관 BioAge Labs

저자 Yoni Donner, Stéphane Kazmierczak, Kristen Fortney

공개일 2018-07-12

DOI https://doi.org/10.1021/acs.molpharmaceut.8b00284

요약

계산학적 약물 재사용은 화합물 간의 기능적 유사도 평가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는 유전자 발현 

데이터를 바탕으로 화합물의 기능적 유사도를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보고한다. 이 접근방식은 

발현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변성시켜 동일한 화합물의 복제품(replicates)을 보다 유사하게 만드는 

임베딩을 학습하기 위해 심층 신경망의 이점을 사용한다. 우리의 방법은 사용할 수 없거나 수집 

비용이 많이 드는 상세한 약리학적 정보보다는 동일성(identity)에 의해 라벨이 부착된 화합물들만

을 필요로 한다는 점으로 보면,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한다. 학습된 임베딩 공간에

서의 유사도는 학습 중에는 그러한 라벨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리학적 유사도를 정확하게 예측

했고 유전자 발현 측정에 적용된 이전의 유사도 측정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향상된 성능을 달성

했다. 우리의 방법은 화합물이 구조적으로 다른 경우에도 치료 목적과 생물학적 타겟을 공유하는 

약물을 식별할 수 있어 이전에 보고되지 않았던 화합물 간의 기능적 관계를 밝혀낼 수 있었다. 따

라서, 우리의 접근방식은 발현 데이터에 기반한 약물 재사용을 위한 개선된 엔진을 제공하며 해당 

엔진은 온라인 툴 DeepCodex(http://deepcodex.org)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대표 도면

돌아가기

https://doi.org/10.1021/acs.molpharmaceut.8b0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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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류
3. 유전자 발현 프로파

일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3-2. 유전자-약물 간 

관련성

논문정보 Cell. 2017 Nov 30;171(6):1437-1452.e17

논문명
A Next Generation Connectivity Map: L1000 platform and the first 1,000,000 

profiles

기관 Broad Institute of MIT and Harvard 외 다수

저자 Aravind Subramanian 외 다수

공개일 2017-11-30

DOI https://doi.org/10.1016/j.cell.2017.10.049

요약

우리는 이전에 공통적인 유전자 발현 시그니처를 사용하여 유전자, 약물, 질병 상태를 연결하는 

연결맵(Connectivity Map, CMAP)의 개념을 시범 적용했다. 여기서는 NIH LINCS 컨소시엄의 일부로

써, L1000이라고 하는 새로운 저비용의 대량 신속처리 발현 프로파일링 방법에 의해 가능하게 된 

1,000배 이상 스케일 업된 CMap을 보고한다. 우리는 L1000이 재생 가능성이 높고, RNA 염기서열과 

비교가 가능하며, 측정되지 않은 전사체의 81%의 발현 수준의 계산 추론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는 또한 확장된 CMAP이 작은 사이즈의 분자에 대한 작용 메커니즘을 발견하고, 기능적

으로 질병 유전자의 유전자 변이에 대한 주석(annotation)을 달며, 임상실험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 설명된 130만개의 L1000 프로파일과 분석 툴은 

https://clue.i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 도면

https://doi.org/10.1016/j.cell.2017.1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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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10 구분 Covid-19 관련 논문

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2. 타겟-약물 간 연

관성

논문정보 Version 2. bioRxiv. Preprint. 2020 Apr 9

논문명
Analysis of Infected Host Gene Expression Reveals Repurposed Drug 

Candidates and Time-Dependent Host Response Dynamics for COVID-19

기관 Michigan State University 외 다수

저자 Bin Chen 외 다수

공개일 2020-04-09

DOI https://doi.org/10.1101/2020.04.07.030734 

요약

기존의 약물 재사용은 SARS-CoV-2 바이러스로 인한 현재의 COVID-19 전염병에 대한 치료적 발견

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한다. 호스트 세포에서 SARS-CoV-2 유도 유전자 발현을 역전시

킬 수 있는 재사용 약물 후보물질을 예측하고, 인 비트로(in vitro)로 SARS-CoV-2 감염에 대한 효

능을 평가하는 통합 접근법을 개발했다. 우리는 다양한 바이러스 전임상 모델에서 계산된 13개의 

바이러스 유도 유전자 발현 서명이 SARS- 또는 MERS-CoV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화합물과 

최근 SARS-CoV-2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약물 후보들에 의해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13가지 감염 서명을 뒤집는 후보 약물의 능력과 다른 임상 기준을 바탕으로 10명의 새로운 

후보를 확인했다. 보르테조미브, 닥톨리브, 알보키디브, 메토트렉산테 4가지 약물은 베로 E6 세포

에서 사스-CoV-2 감염 유발 세포독성 효과를 <1µM>으로 억제했지만 메토트렉산테만이 불리한 세

포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세포독성 예측과 벤치 테스트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컴퓨터 접근방식은 SARS-CoV-2에 대한 용도 변경 약물 후보자들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SARS-CoV-2에 의해 유도된 시그니처 유전자의 분석은 또한 흥미

로운 시간 의존적 호스트 반응 역학 및 치료적 개입에 대한 중요한 경로(예: Rho GTPase 활성화 

및 사이토카인 신호 억제)를 밝혀냈다.
대표 도면

https://doi.org/10.1101/2020.04.07.03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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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류
3. 유전자 발현 프로파

일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3-2. 유전자-약물 간 

관련성

논문정보 PeerJ. 2020; 8: e9357.

논문명
Host transcriptome-guided drug repurposing for COVID-19 treatment: a 

meta-analysis based approach

기관 SASTRA University

저자 Suma Mohan S 외 다수

공개일 2020-06-10

DOI https://doi.org/10.7717/peerj.9357 

요약

배경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 2019(COVID-19)가 세

계보건기구(WHO)로부터 대유행 판정을 받았으며, 사스-CoV-2 감염과 싸우기 위해 효과적인 치료

전략의 확인이 시급하다. 이 시나리오에서 약물 재창출 접근법은 바이러스와 및 호스트 유전인자

를 고려하여 SARS-CoV-2에 대한 잠재적 약물의 신속한 식별에 널리 사용된다.

방법

우리는 SARS-CoV-2와 기타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량 신속처

리 유전자 발현 데이터를 활용한 호스트 전사체(transcriptome) 기반의 약물 재창출 전략을 채택했

다. 서로 다른 세포 유형의 호스트 유전인자의 발현 상태와 문헌에 보고된 이전 증거와의 일관성

에 기초하여 사스-CoV-2의 프로바이러스 유전인자를 파악하고 웹 툴인 CLUE를 이용하여 DrugBank 

및 Connectivity Map(CMap)에 근거한 약물 재창출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

TYMP, PTGS2, C1S, CFB, IFI44, XAF1, CXCL2, CXCL3와 같은 상향 조정된 프로바이러스 유전인자가 

SAS-CoV-2의 초기 감염 모델에서 확인되었다. 연결맵에서 약물에 의해 변경이 이루어진 발현 프

로파일을 추가 분석하여, 프로바이러스 유전인자의 발현을 역전시킬 수 있는 27개의 약물이 확인

되었으며, 그 중 12개가 항바이러스 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PTGS2 유전자 산물의 

직접적인 억제는 SAS-CoV-2 감염에 대한 또 다른 치료 전략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COVID-19 치

료를 위해 승인된 PTGS2 억제제 6개rk 제안되었다. 계산학적(computational) 연구는 COVID-19에 대

해 치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창출 약물 후보를 제안할 수 있으며, 검증을 위해서는 추가적

인 실험 연구가 필요하다.
대표 도면

https://doi.org/10.7717/peerj.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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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전자-약물 간 

관련성

논문정보 arXiv - CS - Machine Learning 

논문명
Accelerating drug repurposing for COVID-19 via modeling drug mechanism 

of action with large scale gene-expression profiles

기관 N/A

저자 Lu Han 외 다수

공개일 2020-05-15

DOI https://arxiv.org/abs/2005.07567

요약

COVID-19라는 이름의 신규한 코로나바이러스병은 2019년 12월 중국에서 출현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됐다. 세계 규모로 COVID-19와 싸우는 것이 분명히 시급하다. 표현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약물 

적용을 식별하는 방법을 개발하면 약물 개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세포 사진 데

이터를 바탕으로 약물 적용을 식별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본 연구는 LINCS 프로그램에

서 생성된 1024개 약물의 세포 이미지 특징을 바탕으로 약물 적용을 식별하는 최첨단 기계 학습법 

1가지를 보고했다. 이미지의 다차원적 특징은 비실험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사한 

약물의 특성이 크게 달라지며, 현재 샘플 수는 딥러닝을 사용하기에는 부족하고 학습 최적화에 다

른 방법을 사용한다. 그 결과, 본 연구는 약물의 특성을 변환하기 위해 감독되는 ITML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다. 결과는 ITML 변환의 특성이 약물 기능의 인식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형상변환 분석은 서로 다른 형상이 서로 다른 약물 적용을 식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을 보여준다. 현행 COVID-19의 경우 Chloroquine과 Hydroxychloroquine 이 endocytosi 등을 억제해 

항바이러스 효과를 얻어 같은 커뮤니티로 분류됐다. 그리고 같은 커뮤니티의 Clomiphene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침입을 거부했으며 세포 이미지에 반영될 수 있는 유사한 MoA를 나타냈다.
대표 도면

돌아가기

https://arxiv.org/abs/2005.07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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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0 구분 중심특허

기술 분류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세부분류

4-1. 약물-질병 간 연

관성

국가코드 KR 특허번호 KR101963331B1

발명의 명칭

인체 대사 물질과의 유사도 기반 약물 재창출 후보 예측 방법 및 그 시스

템(method and system for predicting drug repositioning candidate based on 

similarity between drug and metabolite)

출원인 한국과학기술원

발명자 이관수 | 이윤혁 | 최호재

출원번호 2017-0079165 출원일 2017.06.22

공개번호 10-2019-0000166 공개일 2019.01.02

등록번호 1963331 등록일 2019.03.22

법적상태 등록 메인 IPC G16C-010/00

패밀리 KR101963331B1, KR20190000166A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3e679d24-7665-4af5-8e79-2bc95733ca97

요약

약물 재창출 후보 예측 방법 및 그 시스템이 제공된다. 이 방법은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에 의해 

동작하는 시스템이 약물 재창출 후보를 예측하는 방법으로서, 질병 발생과 연관된 질병 연관 단백

질 정보, 단백질과 화합물의 상호작용 정보 및 인체 대사물질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수집한 정보

에 기초하여 질병 연관 단백질과 인체 대사물질 간의 상호작용 관계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화학

적 구조의 유사성에 따라 이미 알려진 약물 별로 각각의 약물과 화학적 구조가 유사한 인체 대사

물질을 매칭하는 단계, 상기 약물 별로 매칭된 인체 대사물질을 상기 상호작용 관계 정보에 기초

하여 상기 질병 연관 단백질로 치환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화학적 구조의 유사성이 임계 조건을 

충족하는 약물 및 질병 연관 단백질을 추출하여, 상기 추출한 약물을 상기 추출한 단백질의 연관 

질병의 약물 재창출 후보로 예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에 의해 동작하는 시스템이 약물 재창출 후보를 예측하는 방법

으로서,질병 발생과 연관된 질병 연관 단백질 정보, 단백질과 화합물의 상호작용 정보 및 인체 대

사물질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수집한 정보에 기초하여 질병 연관 단백질과 인체 대사물질 간의 상

호작용 관계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상기 약물의 구조 및 상기 인체 대사물질의 구조 각각의 화학

적 지문 간의 유사도 점수를 토대로 상기 약물과 상기 인체 대사물질의 유사도 행렬을 생성하는 

단계,상기 상호작용 관계 정보를 기초로, 상기 유사도 행렬에서 상기 인체 대사물질을 상기 질병 

연관 단백질로 치환한 점수화 행렬을 생성하는 단계, 그리고상기 점수화 행렬의 약물들 중에서 기

준 유사도 점수보다 높은 유사도 점수를 갖는 약물을 추출하고, 추출한 약물을 재창출 후보로 예

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약물 재창출 후보 예측 방법.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3e679d24-7665-4af5-8e79-2bc95733ca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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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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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구분 관련 특허 

기술 분류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세부분류

4-1. 약물-질병 간 연

관성

국가코드 US 특허번호 US2019035494A1

발명의 명칭
Method and terminal for analyzing drug-disease relevance relation, 

non-transitory computer-readable storage medium

출원인 BOE TECHNOLOGY GROUP CO., LTD.

발명자 Zhenzhong ZHANG | Hui LI | Chenyin SHEN

출원번호 15-952582 출원일 2018.04.13

공개번호 2019-0035494 공개일 2019.01.31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심사중 메인 IPC G16H-020/10

패밀리 CN107403069A, CN107403069B, US2019035494A1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943f9f8d-a236-4990-884a-df974aca29ff

요약

약물-질병 관련성 분석을 위한 단말은 송수신기 및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송수신기는 약물 정보, 

질병 정보 및 약물-질병 관련 정보를 수신하도록 구성된다.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약물 정보, 상

기 질병 정보 및 상기 약물-질병 관련성 정보를 기반으로 약력학적 관계 모델(pharmacodynamic 

relation model)을 구성하도록 구성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약물-질병 관련성 분석을 위한 단말기에 있어서, 다음을 포함하는 단말기:

약물 정보, 질병 정보 및 약물 질병 관련성 관련 정보를 수신하도록 구성된 송수신기로서, 상기 

약물 질병 관련성 관련 정보는 약물 질병 치료 관련 정보 및 약물 질병 부작용 관련 정보 중 적어

도 하나를 포함하고;

송수신기와 결합되고 약물 정보, 질병 정보 및 약물-질병 관련성 관련 정보에 기초하여 약력학적 

관계 모델을 구성하도록 구성된 프로세서로서, 약력학적 관계 모델은 약물-질병 관련성 r을 분석

하도록 구성되고, 약물-질병 관련성 관계는 약물-질병 치료 관계 r1 및 약물-질병 부작용 관계 r0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함, 

대표도면

돌아가기

https://www.keywert.com/detail?uuid=943f9f8d-a236-4990-884a-df974aca29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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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구분 관련 특허

기술 분류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세부분류

4-1. 약물-질병 간 연

관성

국가코드 CN 특허번호 CN107545151A

발명의 명칭 Drug repositioning method based on low-rank matrix completion

출원인 UNIV CENTRAL SOUTH

발명자 WANG JIANXIN | LUO HUIMIN | LI MIN | LIU JIN | LU CHENGQIAN

출원번호 2017-10779874 출원일 2017.09.01

공개번호 107545151 공개일 2018.01.05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 메인 IPC G06F-019/16

패밀리 CN107545151A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0b6f4df3-7203-49c1-8dae-a182760b7313

요약

본 발명은 로우 랭크 매트릭스 충전(low-rank matrix filling)에 기반한 약물 재창출 방법을 개시한다. 

본 발명은 우선 약물-질병 이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약물-질병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고, 매

트릭스 내의 원소들은 약물 쌍, 질병 쌍, 공지의 약물-질병 쌍 및 미지의 약물-질병 쌍을 포함한

다. 그 다음, quick matrix fill-in algorithm을 이용하여 상기 매트릭스를 생성하고, 미지의 약물-질병

에 대한 예측값을 부여하고, 예측값에 따라 모든 약물에 대한 새로운 약물 적용을 예측한다. 본 

발명은 다름 방법과 비교하여 간단하고 효과적이며, 복수의 데이터 세트들에 대한 테스트에서 이 

발명은 약물 재창출 측면에서 양호한 예측 성능을 갖는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다음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우 랭크 매트릭스 충전(low-rank matrix 

filling) 기반 약물 재창출 방법: 

1) 알려진 질병 데이터, 약물 데이터 및 질병-약물 관련 데이터를 사용하여 약물-질병 이종 네트

워크를 구축하는 단계; 

2)　검증의 방법에 근거하여 충전된 매트릭스의 최적 랭크를 확정하고; 선택된 최적 랭크에 근거

하여, 특이값(singular value) 임계값(threshold value) 알고리즘을 채택하여 약물-질병 이종 네트워크

의 인접 행렬을 충전하는 단계; 

3) 충전에 기반한 매트릭스 중 약물-질병 네트워크에 대응하는 인접 매트릭스를 추출하되, 상기 

매트릭스 중 각 원소는 한 쌍의 약물-질병의 관련 값에 대응하고, 관련 값이 클수록 한 쌍의 약물

과 질병 사이에 연관성이 커짐을 표시하는 단계; 및 특정 약물에 대하여 충전에 따른 관련 값에 

따라 후보 질병을 정렬하여 새로운 약물-질병 관련을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로우 랭크 매트릭스 충전 기반 약물 재창출 방법.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0b6f4df3-7203-49c1-8dae-a182760b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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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기
(7번 데이터)

돌아가기
(10번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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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구분 관련 특허 

기술 분류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세부분류

4-1. 약물-질병 간 연

관성

국가코드 KR 특허번호 KR102035658B1

발명의 명칭

신약 재창출 후보 추천 시스템 및 이 시스템의 각 기능을 실행시키기 위

해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new drug re-creation candidate 

recomendation system and computer trogram that performs each step of 

the system)

출원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발명자 백효정

출원번호 2019-0037940 출원일 2019.04.01

공개번호 - 공개일 -

등록번호 2035658 등록일 2019.10.17

법적상태 등록 메인 IPC G16B-020/00

패밀리 KR102035658B1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7290799a-d033-47a0-9b35-83c613582dd2

요약

본 발명은, 대용량의 빅데이터인 문헌정보 및 유전체 정보를 활용하여, 안전성이 검증된 약물의 

신규 적응증을 예측 및 예측 결과에 따라 신약 재창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기술에 관한 것이

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공개된 문헌정보에 기초하여 약물 및 질병의 형질 정보를 추출하고, 유전체 정보

(genomic signatures)에 기초하여 약물 및 질병의 유전자 연관 정보를 추출하는 추출부; 상기 문헌

정보로부터 추출한 정보에 기초하여 약물-약물/질병-질병 유사도 메트릭스를 구성하는 제1메트릭

스구성부; 상기 유전체 정보로부터 추출한 정보에 기초하여 약물-약물/질병-질병 유사도 메트릭스

를 구성하는 제2메트릭스구성부; 상기 제1메트릭스구성부에서 구성되는 유사도 메트릭스에 따라 

문헌정보 기반의 약물-질병 엣지(edge) 점수(P_t)를 계산하고, 상기 제2메트릭스구성부에서 구성되

는 유사도 메트릭스에 따라 유전체 정보 기반의 약물-질병 엣지(edge) 점수(P_g)를 계산하는 계산

부; 상기 계산한 점수(P_t) 및 점수(P_g)를 사용하여 약물-질병 엣지(edge)의 최종 예측 점수f(e_ij)

를 계산하고 상기 최종 예측 점수 f(e_ij)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값에 따라, 신약 재창출 후보를 추

천하는 추천부를 포함하며, 상기 추천부는, 유전력이 기 정의된 기준값 이상이면, 상기 약물-질병 

엣지(edge)의 최종 예측 점수 f(e_ij) 계산 시 점수(P_t) 보다 유전체 정보 기반의 약물-질병 엣지

(edge) 점수(P_g)에 비중을 두어 다음의 수학식 5에 따라 계산하며, 유전력이 상기 기준값 미만이

면, 상기 약물-질병 엣지(edge)의 최종 예측 점수 f(e_ij) 계산 시 점수(P_g) 보다 문헌정보 기반의 

약물-질병 엣지(edge) 점수(P_t)에 비중을 두어 다음의 수학식 6에 따라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약 재창출 후보 추천 시스템.

      [수학식 5]   cos     



      [수학식 6]   cos      

 

여기서, e_ij는 약물 s_i와 질병 t_j를 연결하는 엣지(edge)임.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7290799a-d033-47a0-9b35-83c613582d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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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01
구분

관련 특허

관련 특허  

기술 분류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5. 임상데이터/의료기록

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4-1. 약물-질병 간 연

관성

국가코드 KR 특허번호 KR101450784B1

발명의 명칭

전자의무기록과 약물/질환 네트워크 정보 기반의 신약 재창출 후보 예측 

방법(systematic identification method of novel drug indications using 

electronic medical records in network frame method)

출원인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발명자 이기영 | 백효정

출원번호 2013-0077255 출원일 2013.07.02

공개번호 - 공개일 2014.10.23

등록번호 1450784 등록일 2014.10.07

법적상태 등록 메인 IPC G06F-019/00

패밀리 KR101450784B1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e2df8012-b78d-4446-84f2-62b9f08d39c4

요약

본 발명은 전자의무기록과 약물/질환 네트워크 정보 기반의 신약 재창출 후보 예측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를 포함하는 신약 재창출 후보 예측 시

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의무기록과 약물/질환 네트워크 정보 기반의 신약 재창출 후보를 예측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신약 재창출 예측 시스템이 약물 적응증 정보에 기초하여 약물-질병의 이

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단계와; b) 상기 신약 재창출 예측 시스템이 임상정보(EMR 또는 clinical 

physiomic)와 유전체 정보(genomic signatures)에 기초하여 약물 및 질환의 검체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c) 상기 신약 재창출 예측 시스템이 약물-약물/질병-질병 유사도 매트릭스를 임상정보에 따

라 구성하는 단계; d) 상기 신약 재창출 예측 시스템이 유사도 매트릭스에 따라 임상 정보 기반의 

약물-질환 엣지(edge) 점수(P_c)를 계산하는 단계; e) 상기 신약 재창출 예측 시스템이 임상정보

(EMR 또는 clinical physiomic)와 유전체 정보(genomic signatures)에 기초하여 약물 및 질환의 유전자 

연관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f) 상기 신약 재창출 예측 시스템이 약물-약물/질병-질병 유사도 매트

릭스를 유전체 정보에 따라 구성하는 단계; g) 상기 신약 재창출 예측 시스템이 유사도 매트릭스

에 따라 유전체 정보 기반의 약물-질환 엣지(edge) 점수(P_g)를 계산하는 단계; h) 상기 신약 재창

출 예측 시스템이 상기 P_c와 P_g를 사용하여 엣지(edge)의 최종 예측 점수 f(e_ij)를 계산하는 단

계; 및 i) 상기 신약 재창출 예측 시스템이 상기 f(e_ij)를 기준값(cut-off)에 따라 참/거짓(True/False) 

라벨값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본 발명은 대규모 EMR 데이터에 포함된 환자의 

검체 수치(laboratory test value)와 공개되어 있는 약물 및 질환 관련 다양한 유전체 정보를 활용하

여 시판 약물의 적응증 정보를 약물-질환의 이분 네트워크 또는 그래프(bipartite network/graph)로 

구성하고, 다양한 임상 및 오믹스 유전체 정보를 활용하여 질환-질환 및 약물-약물의 유사도 측정

을 통하여 약물의 신규 적응증을 예측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를 포함하는 신약 재창출 후보 예측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의무기록과 약물/질환 네트워크 정보 기반의 신약 재창출 후보를 예측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신약 재창출 예측 시스템이 약물 적응증 정보에 기초하여 약물-질병의 이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단계와;

b) 상기 신약 재창출 예측 시스템이 임상정보(EMR 또는 clinical physiomic)와 유전체 정보(genomic 

signatures)에 기초하여 약물 및 질환의 검체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c) 상기 신약 재창출 예측 시스템이 약물-약물/질병-질병 유사도 매트릭스를 임상정보에 따라 구

https://www.keywert.com/detail?uuid=e2df8012-b78d-4446-84f2-62b9f08d39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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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단계;

d) 상기 신약 재창출 예측 시스템이 유사도 매트릭스에 따라 임상 정보 기반의 약물-질환 엣지

(edge) 점수(P_c)를 계산하는 단계;

e) 상기 신약 재창출 예측 시스템이 임상정보(EMR 또는 clinical physiomic)와 유전체 정보(genomic 

signatures)에 기초하여 약물 및 질환의 유전자 연관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f) 상기 신약 재창출 예측 시스템이 약물-약물/질병-질병 유사도 매트릭스를 유전체 정보에 따라 

구성하는 단계;

g) 상기 신약 재창출 예측 시스템이 유사도 매트릭스에 따라 유전체 정보 기반의 약물-질환 엣지

(edge) 점수(P_g)를 계산하는 단계;

h) 상기 신약 재창출 예측 시스템이 상기 P_c와 P_g를 사용하여 엣지(edge)의 최종 예측 점수 

f(e_ij)를 계산하는 단계; 및

i) 상기 신약 재창출 예측 시스템이 상기 f(e_ij)를 기준값(cut-off)에 따라 참/거짓(True/False) 라벨값

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전자의무기록과 약물/질환 네트워크 정보 기반의 신약 재창출 후보 

예측 방법.

대표도면

돌아가기
(7번 데이터)

돌아가기
(11번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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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09
구분

관련 특허

피인용특허 

기술 분류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세부분류

4-1. 약물-질병 간 연관성

4-2. 약물 작용 경로

국가코드 US 특허번호 US2016140312A1

발명의 명칭
Generating drug repositioning hypotheses based on integrating multiple 

aspects of drug similarity and disease similarity

출원인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발명자 Jianying HU | Fei WANG | Ping ZHANG

출원번호 14-749700 출원일 2015.06.25

공개번호 2016-0140312 공개일 2016.05.19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심사중 메인 IPC G06F-019/00

패밀리 US2016140327A1, US2016140312A1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6f9b5f54-bf66-447c-b417-319a753edcff

요약

다양한 구체 예는 약물-질병 연관성을 예측한다. 일 구현예에서, 복수의 질병 유사성 매트릭스 및 

복수의 질병 유사성 매트릭스가 액세스된다. 복수의 약물 유사성 매트릭스 각각은 상이한 약물 정

보 소스와 관련된다. 복수의 질병 유사성 매트릭스 각각은 상이한 질병 정보 소스와 관련된다. 알

려진 약물-질병 연관 매트릭스가 또한 액세스된다. 알려진 약물-질병 연관 매트릭스는 확인 된 주

어진 약물이 주어진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진지를 나타낸다. 복수의 약물 유사성 매트릭스, 

복수의 질병 유사성 매트릭스 및 공지 된 약물-질병 연관 매트릭스에 기초하여 적어도 하나의 약

물-질병 연관 예측이 생성된다. 적어도 하나의 약물-질병 연관 예측은 주어진 약물과 주어진 질병 

사이의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연관성과, 주어진 질병이 주어진 약물에 의해 치료될 수 있는 확률

을 식별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약물-질병 연관성을 예측하는 방법으로서,

복수의 약물 유사성 매트릭스에 액세스하는 단계로서, 상기 복수의 약물 유사성 매트릭스 각각은 

상이한 약물 정보 소스와 관련되고;

복수의 질병 유사성 매트릭스에 액세스하는 단계로서, 상기 복수의 질병 유사성 매트릭스 각각은 

상이한 질병 정보 소스와 관련되고;

확인된 주어진 약물이 주어진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알려진 약물-질

병 연관 매트릭스에 접근하는 단계;

복수의 약물 유사성 매트릭스, 복수의 질병 유사성 매트릭스, 및 알려진 약물-질병 연관 매트릭스

에 기초하여 적어도 하나의 약물-질병 연관 예측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6f9b5f54-bf66-447c-b417-319a753edc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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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기
(7번 데이터)

돌아가기
(8번 데이터)

돌아가기
(9번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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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2

04
구분

관련 논문

동일 발명자의 논문

기술 분류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세부분류

4-1. 약물-질병 간 연관성

4-4. 포괄적 상호관계 분석

논문정보 Bioinformatics. 2018 Jun 1;34(11):1904-1912. 

논문명
Computational drug repositioning using low-rank matrix approximation and 

randomized algorithms

기관 Central South University

저자 Huimin Luo 외 다수

공개일 2018-01-22

DOI https://doi.org/10.1093/bioinformatics/bty013 

요약

동기

계산적 약물 재창출은 약물 발견에서 질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을 식별하기 위한 중요하고 효율

적인 접근법이다. 대규모의 이기종(heterogeneous) 생물학적 및 생의학적 데이터 집합의 출현은 컴

퓨팅 약물 재창출 방법을 개발하는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했다. 약물 재창출 문제는 알려진 약물-

질병 관련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치료법을 추천하는 약물 추천 체계로 구현할 수 있다. 이 추천 시

스템에 따른 공식은 약물-질병 연관성에 기여하는 숨겨진 요인들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따라

서 해당 데이터 매트릭스가 낮은 순위에 있다고 가정하는 매트릭스 완성이다. 이 가정 하에서 

matrix completion 알고리즘은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약물-질병 연관성을 선별할 수 있는 low-rank 

matrix 근사치를 구성하여 약물-질병 매트릭스의 알려지지 않은 항목을 작성한다.

결과

본 연구에서는 관련 데이터 출처와 의약품 및 질병의 검증된 정보를 통합하여 새로운 약물 적응을 

예측하는 약물 재창출 추천 시스템(DRRS)을 제안한다. 첫째, 우리는 약물-약물, 약물-질병 및 질병

-질병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이종 약물-질병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Heterogeneous 

network는 대규모 약물-질병 쌍, 알려진 약물-질병 상호작용 쌍 및 알려지지 않은 약물-질병 쌍을 

포함하는 매트릭스로 표현된다. 그런 다음, 새로 알고자하는 약물-질병 쌍에 대한 예측 점수로 약

물-질병 인접 행렬을 예측하기 위해 fast Singular Value Thresholding(SVT) 알고리즘을 채택한다. 종

합적인 실험 결과는 DRRS가 다른 최첨단 접근법에 비해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여준

다. 또한 선택된 여러 약물에 대한 사례 연구는 제안된 방법의 실질적인 유용성을 추가로 입증한

다.
대표 도면

https://doi.org/10.1093/bioinformatics/bty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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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기
(7번 데이터)

돌아가기
(10번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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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2

02
구분

관련 논문

관련 논문

기술 분류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5. 임상데이터/의료기록

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4-1. 약물-질병 간 연관성

논문정보 J Biomed Inform. 2016 Feb;59:248-57.

논문명
Inferring new drug indications using the complementarity between clinical 

disease signatures and drug effects

기관 KAIST

저자 Dongjin Jang, Sejoon Lee, Jaehyun Lee, Kiseong Kim, Doheon Lee

공개일 2015-12-17

DOI https://doi.org/10.1016/j.jbi.2015.12.003

요약

배경

약물 재창출은 기존 약물에 대한 새로운 용도를 찾는 과정이다. 최근 신약 발견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그 중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의 분자 중심의 약물 재창출 연구는 

대부분 인간 생리학적 시스템(physiological system)의 내재적 복잡성 때문에 약물의 최종 생리학적 

활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방법

여기서는 약물이 인간의 생물학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리적 결과의 최종 생리학적 결과

를 반영하는 전자 임상 정보(electric clinical information)를 사용하여 시판된 약물의 대체 적용에 대

한 추론을 하기 위한 새로운 계산 체계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적 질병 특징(signature)과 

임상 약물 효과 사이의 상호보완성의 개념을 사용한다. 이 프레임워크로 두 가지 방법론(즉, 통계

분석과 문헌 마이닝)을 적용하여 질병 관련 임상변수 벡터(임상질환 특징 벡터)와 약물 관련 임상

변수 벡터(임상 약물 효과 벡터)를 확립한다. 마지막으로, 질병 특징과 임상 상태("상향" 또는 "하

향")의 상호 연관성 및 임상 효과에 대한 상호 연관성("상향", "하향" 또는 “관련”)을 계산하여 

각 질병-약물 쌍에 재창출 가능성 점수를 할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 임상 데이터 세트

(NHANES)에서 총 717개의 임상 변수를 고려한다.

결과

예측 결과의 통계적 중요성은 두 가지 벤치마크 데이터셋(Comparative Toxicogenomics Database 및 

Clinical Trials)을 통해 지원된다. 우리는 질병과 약물 사이의 알려진 많은 관계뿐만 아니라 숨겨진 

많은 질병-약물 관계를 발견했다. 예를 들어 글루타티온(glutathione)과 에데틱산염(edeticacid)은 천

식 치료의 후보 약물로 조사될 수 있다. 통계실험(비교 Comparative Toxicogenomics Database 및 

Clinical Trials에서 enrichment verification,  P < 0.009인 hyper-geometric and permutation test)을 이

용하여 예측 결과를 조사하였고, 이미 발표된 문헌을 이용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결론

결과는 전자 임상 정보가 사용 가능한 데이터 자원이며 질병의 임상적 특징과 약물의 임상적 효과 

사이의 상호 보완성(anti-correlated relationship)을 활용하는 것은 약물 재창출 연구에서 잠재적으로 

예측 가능한 개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제안된 접근법이 높은 확률로 생물학적으로 타당

한 질병과 약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식별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보인다.
대표도면

https://doi.org/10.1016/j.jbi.2015.1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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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기
(7번 데이터)

돌아가기
(11번 데이터)



- 14 -

코드
02

04
구분

관련 논문

동일 발명자의 논문

기술 분류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세부분류

4-1. 약물-질병 간 연관성

4-4. 포괄적 상호관계 분석

논문정보 201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oinformatics and Biomedicine (BIBM)

논문명 Drug and disease similarity calculation platform for drug repositioning

기관 Central South University 외 다수

저자 Lan Huang 외 다수

공개일 2019-11

DOI https://doi.org/10.1109/BIBM47256.2019.8983401

요약

의약품의 잠재적 적응증을 효율적으로 유추하기 위한 약물 재창출은 의약품 연구개발(R&D)의 주

기, 비용 및 위험을 줄이고 알려진 의약품의 새로운 사용을 채굴하는 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

었다. 현재 많은 계산적 약물 재창출 전략이 제안되었다. 유사도 계산은 약물 재창출의 핵심 단계 

중 하나로서 계산 약물 재창출의 정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유사도 계산에 사용되는 

생물학적 데이터는 형식이 다른 광범위한 소스에서 나오고 유사도 계산 방법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되어 유사도 계산 방법이 다양하다. 약물 재창출을 위한 유사성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 집합과 약물 및 질병에 대한 유사성 측도로 구성된 연산 플랫폼을 개발했으

며, 4개의 프로그래밍 언어(Java, R, Python, MATLAB)가 우리 플랫폼에서 지원한다. 사용자는 필요

에 따라 관련 데이터와 방법을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유사도 계산 방법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

다. 이 플랫폼은 http://bioinformatics.csu.edu.cn/artemis/에서 이용할 수 있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7번 데이터)

돌아가기
(10번 데이터)

https://doi.org/10.1109/BIBM47256.2019.898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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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2

06
구분

관련 논문

동일 출원인의 논문

기술 분류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세부분류

4-1. 약물-질병 간 연관성

4-4. 포괄적 상호관계 분석

논문정보 Computational and Mathematical Methods in Medicine 2015(2):1-7

논문명 Network-Based Inference Methods for Drug Repositioning

기관 Central South University 외 다수

저자 Hailin Chen 외 다수

공개일 2015-04-12

DOI https://doi.org/10.1155/2015/130620

요약

잠재적 약물-질병 간 연관성의 발굴은 제약 회사의 약품 재창출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이전의 계산 

전략은 연관성 추론을 위한 기존의 생물학적 정보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포괄적

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오류를 포함할 수 있다. 이전의 연구와는 달리,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인 

네트워크 토폴로지 측정에 근거한 직접적인 약물-질병 연관성을 예측하는 두 가지 추론 방법인 

ProvS와 HeatS가 도입되었다. 약물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초당적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두 방법 모두 신뢰성 있는 예측 성능을 얻을 

수 있으며 각각 0.9192와 0.9079의 AUC 값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약물에 대한 

사례 연구는 강하게 예측된 연관성 중 일부가 비교 독성유전체학 데이터베이스(CTD)의 결과에 의

해 확인되었음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약물-질병 연관성에 대한 포괄적인 예측은 향후 연구를 

위해 많은 새로운 약물 적응증을 제안할 수 있게 한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7번 데이터)

돌아가기
(10번 데이터)

https://doi.org/10.1155/2015/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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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3

09
구분

동일 발명자의 특허

피인용특허

기술 분류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5. 임상데이터/의료기록

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4-1. 약물-질병 간 연

관성

국가코드 KR 특허번호 KR102035162B1

발명의 명칭

질병 표적 대사 효소에 특이적인 인체 대사 물질을 이용하여 질병에 대한 

약물 후보를 예측하는 방법(method for predicting drug candidate for 

diseases by using human metabolite specific for the disease target 

metabolizing enzyme)

출원인 한국과학기술원

발명자 이관수 | 이윤혁 | 최호재

출원번호 2019-0028220 출원일 2019.03.12

공개번호 10-2019-0028417 공개일 2019.03.18

등록번호 2035162 등록일 2019.10.16

법적상태 등록 메인 IPC G16C-020/30

패밀리 KR102035162B1, KR20190028417A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c0f8fcc3-b7af-44f5-afc1-98e4c7cf9f19

요약

약물 후보 예측 방법이 제공된다. 이 방법은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에 의해 동작하는 시스템이 

약물 후보를 예측하는 방법으로서, 이미 알려진 약물들 중에서, 각각의 약물의 화학적 지문과 특

정 질병의 발생에 관련된 인체 대사 물질의 화학적 지문 간의 유사도 점수가 기준값 이상인 적어

도 하나의 약물을 추출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약물을 상기 특정 질병의 약물 후보

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인체 대사 물질은, 상기 특정 질병의 발생에 기여하는 질병 

표적 대사 효소와 상호 작용하는 것이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에 의해 동작하는 시스템이 약물 후보를 예측하는 방법으로서,질

병의 발생에 기여하는 질병 표적 대사 효소들과 인체 대사 물질 간의 상호작용 관계수를 이용하

여, 인체 대사 물질과 질병 표적 대사 효소 간의 상호작용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

되는 특정 질병의 발생에 관련된 인체 대사 물질을 결정하는 단계, 이미 알려진 약물들 중에서, 

각각의 약물의 화학적 지문과 상기 결정한 인체 대사 물질의 화학적 지문 간의 유사도 점수가 기

준값 이상인 적어도 하나의 약물을 추출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약물을 상기 특정 

질병의 약물 후보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상호작용 관계수는, 질병을 발생시키는 질병 

표적 대사 효소 정보, 상기 질병 표적 대사 효소와 반응성이 있는 화합물 정보, 그리고 인체 대사

에 참여하거나 또는 상기 인체 대사로 생성되는 화합물에 관한 인체 대사 물질 정보에 기초하여 

설정되고,상기 인체 대사 물질은, 상기 질병 표적 대사 효소들과 상호 작용하는 것인, 약물 후보 

예측 방법.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c0f8fcc3-b7af-44f5-afc1-98e4c7cf9f19


- 17 -

돌아가기
(7번 데이터)

돌아가기
(11번 데이터)



- 18 -

코드 04 구분 동일 발명자의 논문

기술 분류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세부분류

4-1. 약물-질병 간 연

관성

논문정보 BMC Bioinformatics volume 18, Article number: 226 (2017) 

논문명
Drug repositioning for enzyme modulator based on human 

metabolite-likeness

기관 KAIST

저자 이윤혁 외 다수

공개일 2017-05-31

DOI https://doi.org/10.1186/s12859-017-1637-5

요약

배경

최근 약물 공간의 대사물 유사성(metabolite similarity)이 대두되어 약물 발견 과정에서 인간 대사물

과 같은 후보들을 탐구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그러나 약물 발견 시 대사물 유사성의 

적용 가능성은 대부분 설명되지 않았다. 더욱이 효소-약물 관계는 효소의 대사물과 약물의 유사성 

관계에서 직접 유추될 수 있지만 가능한 효소 조절자(enzyme modulators)에 대한 약물의 재사용을 

위해 이러한 효소-약물 관계를 적용한 예에 대한 보고는 없다.

방법

우리는 약물-대사물 구조 유사성 매트릭스를 구축했는데, 여기에는 Tanimoto 유사성으로 채점된 

FDA 승인 약 1,861개 약물과 1,110개의 인간 중간 대사물(human intermediary metabolites)이 포함되

어 있다. 약물 재사용에 대한 대사물-동일성 측정값을 검증하기 위해 우리는 11개 표적 효소의 선

천적 대사물과 유사한 공지의 항균성 약물 17개를 gold standard positives로 분석하였다. 높은 점수

를 받은 약물이 해당 대사물에 대한 가능한 효소 조절자로 선택되었다. 그런 다음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분석으로 대사물 유사성의 성능을 평가하여 다른 약물 표적 예측 방법과 

비교하였다. 우리는 Youden 지수의 극대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효소 조절자의 후보물질이 약물 재

사용 가능한 유사성 임계값을 설정했다. 우리는 또한 대사물-유사성에 기초한 약물 재사용 결과를 

지원하기 위한 문헌 조사를 수행했다.

결과

본 논문에서는 대사물-유사성을 적용하여 FDA가 승인한 약물을 인간의 선천적 대사물과 유사한 

질병 관련 효소 조절자로 재창출하였다. 모든 항대사물(antimetabolite) 약물은 해당 대사물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유사도 값을 갖는 알려진 11개의 표적 효소와 함께 맵핑되었다. 다른 약물 표

적 예측 방법과 비교한 결과 효소 조절자 예측에 대해 대사물 유사성이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 

그 후 유사도 점수 0.654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약물은 해당 대사물에 대한 효소의 가능한 조절자

로 선택되었다. 게다가, 우리는 10개의 효소의 약물 재사용 결과가 문헌 증거와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론

본 연구는 인간 대사물 유사성을 이용하여 질병 관련 효소의 가능한 조절자로 알려진 약물의 재사

용을 예측하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우리는 이 접근방식이 공지의 항대사물 약물과 정확히 일치한

다는 것을 입증했고 제안된 방법이 효소 조절자 예측에 있어 다른 약물 표적 예측 방법에 비해 성

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proof-of-concept으로서 이 연구는 우리가 질병과 관련된 대사

물과 표적 단백질 관계를 더 많이 획득함에 따라 추가적인 확장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약물 재사용

에도 대사물과의 유사성을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대표 도면

https://doi.org/10.1186/s12859-017-1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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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0 구분 중심특허

기술 분류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세부분류 4-2. 약물 작용 경로

국가코드 US 특허번호 US2012296090A1

발명의 명칭 Drug repositioning methods for targeting breast tumor initiating cells

출원인 The Methodist Hospital Research Institute

발명자 -

출원번호 13-439626 출원일 2012.04.04

공개번호 2012-0296090 공개일 2012.11.22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포기 메인 IPC G06F-019/00

패밀리 US2012296090A1, US2017286630A1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4770d286-21fc-4bc0-9646-deab2ed0c34b

요약

네트워크-기반 시그니처(network-based signatures)의 확인을 통해 공지된 약제학적 화합물의 새로

운 약물의 적용을 재창출하기 위한 시스템 생물학(system biology)-기반 방법이 개시된다. 특히, 본 

발명은 치료 약물의 신규 적용(new therapeutic indication)에 사용하기 위한 약물 또는 약물의 조합

(바람직하게는 이전에 승인된 약물)을 선택하는 신규하고 유용한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타겟 화

합물의 집단 내로부터 항유방암 개시 세포(anti-breast tumor initiating cell; TIC)-기반 치료제를 확인

하는 방법이 개시된다. 예시적인 구체예에서, 본 발명은 확인된 약물 후보의 통상적인 인비트로 

및 인비보 시험과 결합된 네트워크-기반 시그너처 분석을 사용하여 FDA-승인 약제학적 화합물의 

새로운 약물의 적용을 재창출하기 위한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예

를 들어, "희귀(orphan)" 질환을 포함하는 미충족된 의학적 요구를 치료하기 위한 약물 또는 약물 

조합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공지된 약제학적 화합물을 새로운 치료 프로토콜로 재사용하는 방법으로서, 

a) 약제학적 화합물을 확인하는 단계로서, 상기 약제학적 화합물은 테스트되지 않은 화합물, 임상 

개발에 실패한 화합물 또는 승인된 약물을 식별하는 단계; 

b) 하나 이상의 암 신호 전달 브릿지에 대한 컴퓨터 모델을 생성하는 단계; 

c) 하나 이상의 인비트로 및 인비보 분석, 하나 이상의 질병의 동물 모델, 또는 적어도 하나의 약

제학적 화합물의 하나 이상의 전임상 또는 임상 시험으로부터 얻은 데이터로 컴퓨터 모델을 사용

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단계; 및 

d) c)로부터 수득 된 결과에 기초하여 공지된 약제학적 화합물에 대한 새로운 치료 프로토콜을 확

인하는 단계.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4770d286-21fc-4bc0-9646-deab2ed0c3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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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2 구분 관련 논문

기술 분류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세부분류 4-2. 약물 작용 경로

논문정보 J. Med. Chem. 2018, 61, 21, 9583–9595
논문명

Pathway-Based Drug Repositioning for Cancers: Computational Prediction and 

Experimental Validation

기관 Kyushu Institute of Technology 외 다수

저자 Michio Iwata 외 다수

공개일 2018-10-29

DOI https://doi.org/10.1021/acs.jmedchem.8b01044

요약

저렴한 비용으로 항암 활성과 낮은 독성 부작용을 가진 약품을 개발하는 것은 항암 화학요법에 있

어 어려운 문제다. 본 연구에서는 암 치료 타겟으로서의 분자 경로(molecular pathway)를 사용하여, 

암 치료를 위한 약물 재창출을 위한 새로운 계산학적 접근법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66

개의 인간 세포 라인(human cell line)에서 1112개의 화학적으로 유도되는 유전자 발현 데이터를 분

석해, 암세포(세포주기, cell cycle)의 성장에 관여하는 경로를 불활성화하고, 암세포의 사멸(예: 세

포사멸 및 p53 신호)에 기여하는 경로를 활성화하는 약물을 찾아냈다. 마지막으로 모든 약물에 대

한 잠재적 항암 효과에 대한 대규모 예측을 수행하고 세포 생존성, 세포독성, 세포사멸 유도를 평

가하는 3가지 인비트로(in vitro) 검사를 통해 예측 결과를 실험적으로 검증했다. 이 전략을 사용하

여 몇 가지 잠재적인 항암제를 성공적으로 식별했다. 제안된 경로 기반 방법은 암 치료를 위한 약

물 재창출 연구를 개선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https://doi.org/10.1021/acs.jmedchem.8b0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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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3 구분 동일 발명자의 특허

기술 분류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세부분류 4-2. 약물 작용 경로

국가코드 US 특허번호 US2017286630A1

발명의 명칭 Drug repositioning methods for targeting breast tumor initiating cells

출원인 The Methodist Hospital Research Institute

발명자 Stephen TC Wong | Hong Zhao | Guangxu Jin

출원번호 15-624920 출원일 2017.06.16

공개번호 2017-0286630 공개일 2017.10.05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심사중 메인 IPC G06F-019/00

패밀리 US2012296090A1, US2017286630A1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8c3e871f-f2a7-42b3-a45a-081d3ebd7a51

요약

네트워크-기반 시그니처(network-based signatures)의 확인을 통해 공지된 약제학적 화합물의 새로

운 약물의 적용을 재창출하기 위한 시스템 생물학(system biology)-기반 방법이 개시된다. 특히, 본 

발명은 치료 약물의 신규 적용(new therapeutic indication)에 사용하기 위한 약물 또는 약물의 조합

(바람직하게는 이전에 승인된 약물)을 선택하는 신규하고 유용한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타겟 화

합물의 집단 내로부터 항유방암 개시 세포(anti-breast tumor initiating cell; TIC)-기반 치료제를 확인

하는 방법이 개시된다. 예시적인 구체예에서, 본 발명은 확인된 약물 후보의 통상적인 인비트로 

및 인비보 시험과 결합된 네트워크-기반 시그너처 분석을 사용하여 FDA-승인 약제학적 화합물의 

새로운 약물의 적용을 재창출하기 위한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예

를 들어, "희귀(orphan)" 질환을 포함하는 미충족된 의학적 요구를 치료하기 위한 약물 또는 약물 

조합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유방암 치료 방법으로써, 유방암을 갖는 대상체를 식별하고, 세포 신호 전달을 억제하

기 위해 종양 괴사 인자 (tumor necrosis factor, TNF), 키나아제 삽입 도메인 수용체 (kinase insert 

domain receptor, KDR), bifunctional aminoacyl-tRNA synthetase (EPRS), heat shock protein 90 alpha 

A1 (HSP90AA1), solute carrier family 25 member 6 (SLC25A6), kappa B kinase beta 억제제 (IKBKB) 

및 proto-oncogene tyrosine-protein kinase Fyn (FYN) 중 하나 이상의 약물의 유효량을 상기 대상체

에게 투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8c3e871f-f2a7-42b3-a45a-081d3ebd7a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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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03
구분

관련 특허

동일 발명자의 특허

기술 분류

3. 유전자 발현 프로파

일에 기반한 접근법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세부분류

3-1. 유전자-질병 간 연

관성 & 3-2. 유전자-약물 

간 관련성

4-2. 약물 작용 경로

국가코드 US 특허번호 US2019010533A1

발명의 명칭 Methods for screening and selecting target agents from molecular databases

출원인 The Methodist Hospital System

발명자 Stephen T.C. Wong

출원번호 16-000344 출원일 2018.06.05

공개번호 2019-0010533 공개일 2019.01.10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공개 메인 IPC C12Q-001/02

패밀리 US2019010533A1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f807e8d5-c63d-451c-b96e-89aae83f2908

요약

본 발명은 타겟 단백질의 조절제를 스크리닝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공공 전사

체(transcriptomic) 프로파일 데이터(profile data)를 이용, 실험 및 계산 생물학 방법을 체계적으로 

통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신규 약물 후보에 대한 빠른 추적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화된 

질병 약물 재창출(systematic disease drug repositioning, SMART) 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타겟 단백질의 조절제를 스크리닝하는 방법으로서,

세포를 하나 이상의 주요 후보 에이전트와 접촉시키는 단계;

타겟 단백질을 조절하는 하나 이상의 주요 후보 에이전트를 확인하는 단계;

하나 이상의 주요 후보 에이전트에 대한 세포 반응에 대한 공공의 대규모 전사체 프로파일을 얻는 단계;

하나 이상의 주요 후보 에이전트에 대한 유전자 발현 시그너처를 추출하기 위해 첫 반복을 수행하는 단계;

적어도 하나의 일차 후보 에이전트와의 전사체 프로파일의 유사성 점수에 기초하여 세포 반응에 대한 공공의 

대규모 전사체 프로파일로부터의 모든 이차 후보 에이전트을 순위화하는 단계;

유사성 점수가 결정된 임계값을 초과할 때 이차 후보 에이전트로부터 타겟 단백질의 조절제를 선택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f807e8d5-c63d-451c-b96e-89aae83f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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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기
(5번 데이터)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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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03
구분

관련 특허

동일 발명자의 특허

기술 분류

3. 유전자 발현 프로파

일에 기반한 접근법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세부분류
3-2. 유전자-약물 간 관련성

4-2. 약물 작용 경로

국가코드 US 특허번호 US2020121666A1

발명의 명칭
Tau phosphorylation inhibitors and methods for treating or preventing 

alzheimer's disease

출원인 THE METHODIST HOSPITAL SYSTEM | THE GENERAL HOSPITAL CORPORATION

발명자
Stephen T.C. WONG | Xiaofeng XIA | Xiaoyun XU | Doo Yeon KIM | Rudolph 

E. TANZI

출원번호 16-619528 출원일 2018.06.05

공개번호 2020-0121666 공개일 2020.04.23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공개 메인 IPC A61K-031/4439

패밀리 US2020121666A1, EP3634410A1, WO2018226674A1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d576966f-8b69-4643-85fb-4428305a1413

요약

본 발명은 타우(tau) 인산화 억제제로서 유용한 화합물에 관한 것이다.  알츠하이머병의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한 화합물 및 방법이 추가로 개시된다. 본원에 추가로 개시된 바와 같이, 자동화된 알츠

하이머 병에 대한 약물 재창출 (SMART) 프레임 워크는 공공 전사체 프로파일 데이터를 이용하고, 

실험 및 계산 생물학 방법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AD 요법을 위한 신규 약물 후보의 빠른 식별 

및 확인을 가능하게 한다. 이 자동화된 알츠하이머 병 약물 재창출(SMART) 프레임 워크를 사용하

여, 타우 인산화 수준을 조절하고 알츠하이머 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데 유용한 추가의 화합물이 

확인되었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알츠하이머 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방법으로서, 하기로부터 선택된 화합물을 치료

학적 유효량을 이들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알츠하이머 병의 치료 또는 

예방 방법.

sb 206553 hydrochloride, sb 408124, nnc 55-0396 dihydrochloride, win 64338 hydrochloride, u-75302, 

rs 17053 hydrochloride, lfm-a13, PHA 665752, jk 184, cp 339818 hydrochloride, ch 223191, 

cgp-74514a hydrochloride, chr 2797, olaparib, chloroxine.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d576966f-8b69-4643-85fb-4428305a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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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11 구분 기타

기술 분류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세부분류 4-2. 약물 작용 경로

논문정보 Drug Discovery Today, Volume 19, Number 5, May 2014

논문명
Toward better drug repositioning: prioritizing and integrating existing 

methods into efficient pipelines

기관 Houston Methodist Research Institute

저자 Guangxu Jin, Stephen T.C. Wong

공개일 2013-11-14

DOI https://doi.org/10.1016/j.drudis.2013.11.005

요약

오래된 약물을 재활용하고, 선반에 쳐 박아둔 약물을 재생시키고, 특허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약

물 재창출을 매력적인 형태의 약물 발견으로 만들 수 있다. 약물 재창출은 최근 미국 식품 의약국 

(FDA)에서 승인한 약물 및 백신의 약 30 %를 차지한다. 약물 재창출 연구의 유행은 오래된 약물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식별하기 위한 다양한 혁신적인 계산학적 방법을 가져 왔다. 대체 응

용 분야를 위하여 이러한 방법을 효율적인 약물 재창출 파이프라인 안에서 사용자 정의하거나 최

적화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생물학적, 약학적 지식과 약물의 작용 기전을 평가함으

로써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특정 약물 재창출 파

이프라인에 대한 약물 재창출 방법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통합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https://doi.org/10.1016/j.drudis.2013.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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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Cancer Res. 2012 January 1; 72(1): 33–44
논문명

A novel method of transcriptional response analysis to facilitate drug 

repositioning for cancer therapy

기관 Methodist Hospital Research Institute 외 다수

저자 Guangxu Jin 외 다수

공개일 2011-11-22

DOI https://doi.org/10.1158/0008-5472.CAN-11-2333

요약

암 치료의 대체 사용을 위해 기존 승인 또는 일반 의약품의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임상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는 대체 환경에서의 시

험을 위한 실험적 암 에이전트를 재창출하는 전략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중요한 암세포 신

호전달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 오프-타겟 효과(Off-target effects OTE)를 정의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의 부족으로, 각 영역의 진전이 부분적으로 지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약물치료 전

후에 세포에서 이루어지는 전사적(transcriptiona) 반응에 기초하여 암치료제 약물의 재창출을 위한 

OTE 기반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이러한 중대한 격차를 해소하였다. 구체적으로는, cancer-signaling 

bridges (CSB)라고 하는 새로운 네트워크 구성요소를 정의하고, 그것을 Bayesian factor regression 

model(BFRM)과 통합하여 CSB-BFRM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방법을 구성하였다. 개념을 증

명하기 위한 연구는 유방암 세포와 전립선암 세포와 프로멜로피성 백혈병 세포에서 수행되었다. 

각 시스템에서 CSB-BFRM 분석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약물의 90% 이상과 테스트 완료

한 실험용 임상 약물의 75% 이상에 대한 임상 반응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몇몇 상위 랭

크된 약물-용량(dose) 쌍에 대한 OTE 조사는 중요한 E2F 의존 세포 주기 유전자에 대한 망막종 의

존적 억제(retinoblastoma-dependent regression)를 강제할 수 있는 능력에 기초하여 암 치료를 위한 

재창출 약물을 제안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발견은 약물의 재창출 기회를 식별하거나 재창출된 약

물의 작용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확립한다.

대표도면

https://doi.org/10.1158/0008-5472.CAN-11-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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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Bioinformatics. 2013 Jul 15; 29(14): 1834–1836.
논문명

DrugMap Central: an on-line query and visualization tool to facilitate drug 

repositioning studies

기관 The Methodist Hospital Research Institute 외 다수

저자 Changhe Fu 외 다수

공개일 2013-05-15

DOI https://doi.org/10.1093/bioinformatics/btt279

요약

약물 재창출 체계적 연구는 기존 약물의 새로운 잠재적 약물 적용을 예측하기 위해 기본 화학 정

보(SMILES와 같은), 약물 타겟, 타겟 관련 신호 경로, 임상시험 정보 및 식품의약품안전청(FDA) 승

인 정보를 포함한 다단계의 약물 데이터 통합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는 다단계 약물 정보에 대한 질의 지원(query support)이 부족하여 약물 재창출 연구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온라인 도구인 DMC(DrugMap Central)가 개발되었

다. DMC는 사용자가 약물 재창출 연구를 위해 알려진 약물 또는 화합물의 다단계 데이터를 한 시

스템 내에서 신속하게 통합, 질의, 시각화, 조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다.

대표도면

https://doi.org/10.1093/bioinformatics/btt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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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Cancer Res. 2013 October 15; 73(20): 6149–6163
논문명

Novel Modeling of Cancer Cell Signaling Pathways Enables Systematic Drug 

Repositioning for Distinct Breast Cancer Metastases

기관 The Methodist Hospital Research Institute 외 다수

저자 Hong Zhao 외 다수

공개일 2013-10-04

DOI https://doi.org/10.1158/0008-5472.CAN-12-4617

요약

Cancer signaling bridges(CSB)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신호 네트워크 요소는 체계적이고 빠른 

추적이 가능한 약물 재창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SB를 기반으로, 우리는 이전

에 알려지지 않았던 타겟-질병 연결을 드러내주는 특정 다운스트림 신호 경로와 특정 암의 아형( 

서브타입, subtype)에 대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도출하기 위한 계산 모델을 개발했다. 이 모델은 이

용 가능한 환자 유전자 발현 데이터를 기반으로 약물의 재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는 암의 아

형들이 고유의 특정한 신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유방암의 뇌, 폐, 골격 전이

를 위한 알려진 약물 또는 보류된 약물의 재사용에 이 모델을 적용했다. 가설을 시험하기 위해, 

우리는 각 전이에 특이적인 CSB를 다루었는데, 이 CSB 단백질은 (i) CSB 단백질이 주어진 전이

(metastasis)에 특이적인 최대 수의 확장된(enriched) 신호 경로에 의해 활성화되며, (ii) CSB 단백질

은 각 유방암 전이에 특이적인 the most differential expressed coding genes에 관여하는 특징을 가

진다. 3 종류의 유방암 전이에 대해 식별된 신호 네트워크는 각각 31, 15, 18개의 단백질을 포함하

고 있으며, 15, 9, 2개의 약물 후보물질이 뇌, 폐, 골 전이를 위한 약물 재사용에 사용된다. 우리는 

인비트로 및 인비보 전임상 실험과 환자 종양 검체 분석을 모두 실시하여 타겟 재사용 약물을 평

가했다. 특히, 우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승인한 의약품인 수니티닙(sunitinib)과 다사티닙(dasatinib)

이 유방암에서 파생된 뇌전증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이 질병의 특히 도전적인 

한 측면을 다루고 있다.

대표도면

https://doi.org/10.1158/0008-5472.CAN-12-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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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Sci Transl Med. 2018 October 24; 10(464)

논문명
Systems biology-based drug repositioning identifies digoxin as a potential 

therapy for groups 3 and 4 medulloblastoma

기관 Houston Methodist Research Institute and Cancer Center 외 다수

저자 Lei Huang 외 다수

공개일 2018-10-24

DOI https://doi.org/10.1126/scitranslmed.aat0150

요약

중아모세포종 (Medulloblastoma, MB)은 유년기의 가장 흔한 악성 뇌종양이다. 최근 수십 년간 결과

가 개선됐지만 생존율을 개선하고 치료 관련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전히 새로운 치료법이 

필요하다. MB 아형(subtype) 그룹 3과 4는 "합리적" 타겟 치료법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그룹 내 이

질성 때문에 특히 어려운 과제이다. 여기서는 비모수적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반 시뮬레이

션 어닐링 알고리즘(simulated annealing algorithm )과 3D 약물 기능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이상조절

된 드라이버 신호 네트워크를 특성화함으로써 잠재적 약물 후보를 식별하는 약물 재창출에 대한 

시스템 생물학적 접근방식을 보고한다. 1300개 이상의 약물 후보들에 대한 연구로부터, cardiac 

glycoside 계열의 5개 약물이 그룹 3과 4 MB의 성장을 잠재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인 비보(in vivo) 실험에서도 이를 확인했다. 심부전 치료로 승인된 cardiac glycoside 계열인 

다이옥신(digoxin)을 사용한 그룹 3과 4 MB의 orthotopic patient-derived xenograft (PDX) models에 

대한 체계적인 인 비보(in vivo) 치료는 인간에게 허용된 것으로 알려진 플라즈마 농도에서 동물의 

생존을 연장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MB에 대한 잠재적 치료법을 식별하는 데 있어 체계적인 약물 

재창출 방법의 힘을 보여준다. 우리의 전략은 명확하게 정의된 합리적 타겟이 없는 다른 인간 암

에 대한 치료법들의 재창출을 가속화하는 데 잠재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8번 데이터)

돌아가기
(9번 데이터)

돌아가기
(10번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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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J Cell Biochem. 2018 Oct 29. 

논문명
Drug repositioning as an effective therapy for protease-activated receptor 2 

inhibition

기관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Indore (IITI) 외 다수

저자 Uzma Saqib 외 다수

공개일 2018-10-29

DOI https://doi.org/10.1002/jcb.27334

요약

Proteinase‐activated receptor 2(PAR-2)는 트립신(trypsin)과 특정 작용제 펩타이드 SLIGKV–NH2 둘 다

에 의해 활성화되는 G 단백질 결합 수용체다. 이것은 통증과 염증 등 다양한 병리학과 연결돼 왔

다. PAR–2에 대해 높은 효력과 효능을 보여 주는 여러 펩타이드 및 peptidomimetic 작용제가 개발

되었다. 그러나 PAR-2 길항제(antagonist)의 수는 더 적다. 우리는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승인된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선별하여 PAR–2 구조물에서 약물 재사용되는 새로운 

길항제들을 찾았다. 인 실리코(in silico) 연구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가장 효과적인 화합물 

bicalutamide이 extracellular domain 근처의 PAR –2 결합 홈에 결합되었다. 또한, 트립신 활성화 세

포에서 용량 의존적인 방식으로 Ca2+ 방출을 감소시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bicalutamide는 

PAR-2 신호에서 벗어나는 다중 경로를 차단하는 데 치료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새롭고 강력한 

PAR–2 길항제다. 또한, bicalutamide의 새로운 스캐폴드는 PAR–2 길항작용의 새로운 분자구조를 나

타내며, 향후 약물 개발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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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코드
01

07
구분

관련 특허

인용특허

기술 분류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세부분류

4-3. 약물 간 연관성

4-2. 약물 작용 경로

국가코드 US 특허번호 US2010234236A1

발명의 명칭 Novel disease treatment by predicting drug association

출원인 PHARNEXT

발명자 -

출원번호 12-744363 출원일 2008.11.28

공개번호 2010-0234236 공개일 2010.09.16

등록번호 8571804 등록일 2013.10.29

법적상태 등록 메인 IPC C40B-030/02

패밀리
EP2065821A1, US8571804B2, WO2009068659A3, WO2009068659A2, 

EP2225689A2, ES2535110T3, EP2225689B1, US2010234236A1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cba07e8f-c54a-4533-9ae1-5e4f186a2b71

요약

본 발명은 약물 재창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새로운 치료를 위한 약

물적용(therapeutic indication)에 사용하기 위해 승인된 약물 또는 승인된 약물의 조합을 선택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약물 재창출과 추가적 또는 상승 작용(synergistic action)을 

갖는 약물의 조합에 의한 질병 치료에 사용한다. 또한, 본 발명은 희귀질환(orphan disease)과 같은 

대부분의 제약 회사에서 무시된 질병에서 충족되지 않은 의학적 요구를 치료하기 위한 약물을 정

의할 수 있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0] 10. a) 치료될 질병을 선택하는 단계;

b) 상기 질병의 동적 모델을 구축하는 단계;

c) 상기 모델에 연루된 경로를 타겟으로 하는 다른 질병에 대해 승인된 약물을 인 실리코 스크리

닝(in silico screening)하는 단계; 및

d) 상기 c)에서 선택된 약물을 상기 질병의 생물학적 모델에서 단독으로 또는 조합(들)으로 시험하

여 생물학적 활성된 승인된 약물 또는 이들의 조합을 상기 선택된 질병의 치료를 위한 후보로서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선택된 질병의 치료를 위한 약물 후보를 확인하는 방법.

돌아가기
(9번 데이터)

돌아가기
(8번 데이터)

https://www.keywert.com/detail?uuid=cba07e8f-c54a-4533-9ae1-5e4f186a2b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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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07
구분

관련 특허

인용특허

기술 분류

5. 임상데이터/의료기록

에 기반한 접근법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세부분류 4-2. 약물 작용 경로

국가코드 US 특허번호 US2010161301A1

발명의 명칭 Techniques for purposing a new compound and for re-purposing a drug

출원인 OPTIMATA LTD.

발명자 -

출원번호 12-621175 출원일 2009.11.18

공개번호 2010-0161301 공개일 2010.06.24

등록번호 8489336 등록일 2013.07.16

법적상태 소멸 메인 IPC G06G-007/60

패밀리

US2010161301A1, AU2003269395A1, US8489336B2, US2004107084A1, 

IL167340A, US7970550B2, WO2009027843A3, WO2009027843A2, 

AU2003269395A8, EP2156320A2, WO2004025393A2, WO2004025393A3, 

EP2156320A4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abe86f78-598f-44ae-b465-9001ee996690

요약

본 발명은 약학적 화합물의 재창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방법은 임상개발에 실패한 약물 또

는 승인된 약물에 상응하는 약제학적 화합물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적어도 하나의 질병과 관

련된 생리학적 과정 및 질병에 대한 약제학적 화합물의 효과를 기술하는 수학적 모델이 생성된다.

모델은 전임상 또는 임상 실험으로부터의 정보에 기초하여 조정된다. 실패한 약물을 인양(salvage)

하거나 승인된 약물을 사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기 위한 새로운 치료 프로토콜이 제안된다. 

제안된 치료 프로토콜이 표시된다. 상기 기술들을 포함하는 시스템들 및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들

이 또한 개시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실패한 약물 또는 승인된 약물을 구제하기 위한 새로운 치료 프로토콜을 생성하는 약

학 화합물의 용도 변경 방법 :

a) 약제학적 화합물을 식별하는 단계로서, 약제학적 화합물은 임상 개발에 실패한 약물 또는 승인

된 약물이고;

b) (a)의 약물 투여를 통해 얻은 시험관내 또는 생체내 데이터에서 약물의 약동학 및 약동학을 위

한 컴퓨터 모델을 만드는 단계로서, 생성된 컴퓨터 모델은 동물의 체외 또는 생체내 연구 데이터

를 기반으로 조정되며;

c) 적어도 하나의 1상 임상 시험에서 상이한 적응증 및 환자 집단에 대한 상이한 용량의 약물의 

투여 및 상이한 투약 간격으로부터 얻은 데이터로 컴퓨터 모델을 사용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컴퓨터 모델은 전임상 시험 또는 적어도 하나의 1상 임상 시험의 결과에 따라 조정되는 것인 

방법.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abe86f78-598f-44ae-b465-9001ee996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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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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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9 구분 피인용특허

기술 분류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세부분류 4-2. 약물 작용 경로

국가코드 CN 특허번호 CN107423555B

발명의 명칭 Method for exploring new drug indications

출원인 WANG ZHONG | ZHANG YINGYING

발명자 张莹莹 | 王忠
출원번호 2017-10432365 출원일 2017.06.09

공개번호 107423555 공개일 2017.12.01

등록번호 107423555 등록일 2020.06.30

법적상태 - 메인 IPC G16C-020/50

패밀리 CN107423555B, CN107423555A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69b23862-cf27-4acd-b763-12652ed4724f

요약

본 발명은, 약물의 이름을 기초로 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약물 관련 분자(유전자 또는 단백질)를 

검색하는 단계; 약물 관련 분자(유전자 또는 단백질) 또는 약물 관련 분자(유전자 또는 단백질)와 

그 1차 이웃의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단계; 상호작용 네트워크에서 모듈 인식, 가중치 또

는 비가중치를 구축 및 키 모듈 인식을 수행하여 기능 분석을 수행하거나, 혹은 상호작용 네트워

크에 있는 약물 관련 분자(유전자 또는 단백질)의 기능 분석을 직접 수행하는 단계; 및 기능 분석 

결과를 상기 약물의 명세서로부터 공지되어 있는 약물 적용과 비교하여, 그 새로운 약물의 적용을 

얻는 단계를 포함하는, 약물의 새로운 적용에 대한 탐색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네트워크 약

리학 방법을 이용하여 약물 관련 분자, 모듈, 네트워크 등의 여러 단계로부터 약물의 표적, 다중 

경로의 특징으로부터 약물의 새로운 적용을 탐색하는 바, 새로운 약물 연구 개발과 비교하여 인

력, 재력, 시간 등의 원가를 크게 절감하며, 연구 개발의 위험을 줄이고 기존의 약물자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다음의 단계를 포함하는, 약물 적용 탐색 방법. 

(1) 약물의 명칭에 기초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약물 관련 분자를 찾는 단계; 

(2) 단계(1)에 의해 발견된 약물 관련 분자를 기반으로, 다음 조건에서 약물 관련 분자 또는 약물 

관련 분자 및 그의 1차 이웃의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단계;  

  (i) 단계(1)에 의해 발견된 약물 관련 분자가 20개 이하일 때, 

  (ii) 단계 (2)에서 구축된 약물 관련 분자의 상호 작용 네트워크의 에지 수 < 노드 수일 때, 혹은

  (iii) 단계 (2)를 통해 구축된 약물 관련 분자의 상호 작용 네트워크가 단계 (3)에서 모듈을 인식하

지 못하거나, 모듈 상호 작용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하거나, 키 모듈을 인식할 수 없을 때,

(3) 단계(2)에서 구축된 약물 관련 분자의 상호 작용 네트워크 또는 구축된 약물 관련 분자 및 그 

1차 이웃의 상호 작용 네트워크의 에지 수가 노드 수보다 클 때, 상기 상호 작용 네트워크에 대하

여 모듈 인식을 진행하고, 그런 다음 모듈 간의 구성요소 관련성에 기초하여 가중치가 있거나 또

는 가중치가 없는 모듈 상호 작용 네트워크를 구축한 후, 모듈 상호 작용 네트워크에 대하여 핵심 

모듈 인식을 수행하고; 단계(2)에서 구축된 약물 관련 분자의 상호 작용 네트워크 또는 구축된 약

물 관련 분자 및 그 1차 이웃의 상호 작용 네트워크의 에지 수가 노드 수보다 클 때, 상기 상호 

작용 네트워크가 약물 관련 분자 및 그 1차 이웃에 기초하여 구축된 경우, 상기 약물 관련 분자의 

기능 분석을 수행하고, 단계(5)로 진입하는 단계

(4) 단계 (3)에서 인식한 핵심 모듈에 대해 기능 분석을 수행하는 단계

(5) 단계 (3) 또는 단계 (4)의 기능 분석 결과를 상기 약물의 명세서로부터 알려진 적용과 비교하여 

상기 약물의 새로운 적용을 얻는 단계.

돌아가기

https://www.keywert.com/detail?uuid=69b23862-cf27-4acd-b763-12652ed472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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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09
구분

관련 특허

피인용특허

기술 분류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세부분류

4-3. 약물 간 연관성

4-2. 약물 작용 경로

국가코드 US 특허번호 US2015371009A1

발명의 명칭
Drug identification models and methods of using the same to identify 

compounds to treat disease

출원인 Jake Yue Chen

발명자 Jake Yue Chen

출원번호 14-745298 출원일 2015.06.19

공개번호 2015-0371009 공개일 2015.12.24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포기 메인 IPC G06F-019/00

패밀리 US2015371009A1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878e1805-473d-42fe-80ef-4c446eec3d7d

요약

약물 식별 모델(drug identification model) 및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화합물을 식별하기 위한 그의 

사용 방법. 본 발명의 적어도 하나의 방법에서, 타겟 질환 또는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정부기관

(govermental regulatory entity)에 의해 능동적으로 승인되지 않고, 타겟 질환 또는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이전에 승인되지 않고, 타겟 질환 또는 상태와 관련하여 임상 시험으로부터 이전에 인출되지 

않은 적어도 하나의 제1 약물/화합물이, 타겟 질환 또는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적어도 하나의 후

보 약물/화합물을 확인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승인된 약물/화합물 및 인출된 약물/화합물로부터의 

약물/화합물 데이터를 사용하여 구성된 프레임워크 내에서 시험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다음 단계를 구성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대상 질병 또는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정부 규제 기관이 적극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대상 질병 또

는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이전에 승인하지 않은, 그리고 대상 질병 또는 조건과 관련하여 임상 시

험에서 이전에 포기되지 않은, 하나 이상의 첫 번째 약물/화합물을 선택하는 단계;

첫 번째 약물/화합물 데이터를 얻기 위해 적어도 하나의 첫 번째 약물/화합물을 프레임워크를 사

용하여 테스트하는 단계로서, 여기서 프레임워크는 최소한 다음을 기반으로 구성된다.

a) 프레임워크 내에서 얻은 두 번째 약물/화합물 데이터, 타겟 질병 또는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적

극적으로 승인된 적어도 하나의 두 번째 약물/화합물로부터 얻은 두 번째 약물/화합물 데이터,

b) 프레임워크 내에서 얻은 세 번째 약물/화합물 데이터, 타겟 질병 또는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이

전에 승인된 약물과 대상과 관련하여 임상 시험에서 이전에 철회된 약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세 번째 약물/화합물 데이터로부터 얻은 세 번째 약물/화합물 데이터, 및

c) 타겟 질병 또는 상태와 관련된 약물-타겟 정보, 약물-유전자 정보 및 단백질-단백질 정보 조합,

첫 번째 약물/화합물 데이터와 두 번째 약물/화합물 데이터 및 세 번째 약물/화합물 데이터를 비교

하여 첫 번째 약물/화합물 데이터 및/또는 세 번째 약물/화합물 데이터가 대상 질병 또는 상태를 

치료할 후보 약물/화합물인지 결정하는 단계.

돌아가기
(8번 데이터)

돌아가기
(9번 데이터)

https://www.keywert.com/detail?uuid=878e1805-473d-42fe-80ef-4c446eec3d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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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0 구분 중심특허

기술 분류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세부분류 4-3. 약물 간 연관성

국가코드 US 특허번호 US2015324546A1

발명의 명칭
Method for predicting drug-target interactions and uses for drug 

repositioning

출원인 GEORGETOWN UNIVERSITY

발명자 Sivanesan Dakshanamurthy | Stephen W. Byers

출원번호 14-408316 출원일 2013.06.21

공개번호 2015-0324546 공개일 2015.11.12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공개 메인 IPC G06F-019/00

패밀리
EP2864916A4, AU2013278008A1, AU2013278008B2, WO2013192573A1, 

EP2864916A1, BR112014032104A2, US2015324546A1, CA2877126A1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d021cd6b-7aef-45a1-a1b0-6291a95a9ffd

요약

약물-타겟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방법 및 약물 재창출(repurposing)을 위한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이 

본원에 기술된다. 본원에 기재된 방법은, 예를 들어, 형상, 토폴로지(topology) 및 화학적 신호

(signature), 물리-화학적 기능적 기술자(physico-chemical functional descriptor), 리간드와 타겟 단백

질의 접촉점, 화학적 유사성, 및 도킹 스코어(docking score)를 포함하는 상이한 기술자를 조합한

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단백질-약물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하기의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후보 약물(candidate drug)인 후보 리간드에 상응하는 후보 리간드 분자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단백질에 대응하는 단백질 분자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단백질에 결합하는 기준 리간드에 상응하는 기준 리간드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하나 이상의 형상 기여도(shape contribution)를 포함하는 형상 스코어(shape 

score)를 계산하는 단계 - 각각의 형상 기여도는 각각의 형상 설명자에 대응하고, 각각의 기여도는 

2개의 부분을 포함하고, 제1 부분은 단백질의 제1 각각의 형상 함수 및 각각의 형상 설명자에 대

응하는 후보 리간드로부터의 제1 형상 스코어를 제공하고, 제2 부분은 기준 리간드의 제2 각각의 

형상 함수 및 각각의 형상 설명자에 대응하는 후보 리간드로부터의 제2 형상 스코어를 제공함 - ;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하나 이상의 유사성 기여도(similarity contribution)를 포함하는 유사성 스코

어(similarity score)를 계산하는 단계로서, 각각의 유사성 기여도는 각각의 유사성 디스크립터에 대

응하고, 각각의 유사성 기여도는 후보 리간드의 각각의 유사성 함수와 기준 리간드의 각각의 유사

성 함수 사이의 유사성 스코어를 계산하는 단계;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보정 스코어(correction score)를 계산하는 단계 - 보정 스코어는 2개의 합

들 사이의 차이이고, 제1 합은 기준 리간드와 단백질 사이의 접촉점들의 에너지이고, 제2 합은 후

보 리간드와 단백질 사이의 접촉점들의 에너지임 - ; 

상기 형상 점수, 상기 유사도 점수, 및 상기 수정 점수의 합을 포함하는 상기 접촉/결합 점수를 계

산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d021cd6b-7aef-45a1-a1b0-6291a95a9ffd


- 44 -

돌아가기



- 45 -

코드 01 구분 관련 특허 

기술 분류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세부분류 4-3. 약물 간 연관성

국가코드 US 특허번호 US2019295685A1

발명의 명칭 Computational analysis for predicting binding targets of chemicals

출원인 Cornell University

발명자 Olivier ELEMENTO | Neel MADHUKAR

출원번호 16-315625 출원일 2017.07.06

공개번호 2019-0295685 공개일 2019.09.26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공개 메인 IPC G16B-015/30

패밀리 EP3482325A4, WO2018009631A1, US2019295685A1, EP3482325A1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6b164915-033e-422a-9bb0-9d2ced5923db

요약

화학물질의 바인딩 타겟들을 예측하기 위한 화학 데이터의 계산 분석을 위한 시스템들 및 방법들

이 제공된다. 바인딩 타겟을 예측할 제1 화학물질과 제2 화학물질을 각각 포함하는 복수의 화학물

질 쌍을 형성한다. 각 화학물질 쌍에 대해, 제1 화학물질의 적어도 2개의 데이터 타입의 값을, 화

학물질 쌍 내의 복수의 제2 화학물질 각각의 적어도 2개의 데이터 타입의 값과 비교하여, 유사도 

점수(similarity score)를 생성할 수 있다. 유사도 점수는 likelihood value로 변환될 수 있다. 각 화학

물질 쌍에 대해, 화학물질 쌍의 적어도 2개의 데이터 타입의 각각에 대한 각각의 likelihood value에 

기초하여 총 likelihood value를 결정할 수 있다. 후보 바인딩 타겟(candidate binding target)은 각각

의 화학물질 쌍의 총 likelihood value를 기초로 제1 화학물질에 바인딩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21] 21. 메모리에 결합된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화학 데이터 분석 시스템으로

서,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는 복수의 화학물질 쌍을 확립하고-여기서 각각의 화학물질 쌍은 

후보 화학 물질 및 복수의 콘트롤 화학 물질 중 대응되는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콘트롤 

화학 물질 각각은 제1 바인딩 타겟(binding target)과 바인딩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임; 복수의 

화학물질 쌍의 각각의 화학물질 쌍에 대해, 후보 화학물질의 적어도 2개의 데이터 타입의 값과, 

복수의 콘트롤 화학 물질 중 대응되는 하나의 화학물질의 적어도 2개의 데이터 타입의 값을 비교

하여, 각각의 화학물질 쌍의 적어도 2개의 데이터 타입 각각에 대한 유사성 스코어(similarity score)

를 생성하고; 각각의 화학물질 쌍의 2개 이상의 데이터 타입의 각각에 대한 각각의 유사성 점수에 

대해, 상기 2개 이상의 데이터 타입 중 하나에 기초하여, 상기 유사성 점수를 상기 화학물질 쌍에 

포함된 상기 후보 화학물질과 복수의 콘트롤 화학 물질 중 대응되는 하나의 화학물질이 바인딩 타

겟을 공유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likelihood value로 전환하고; 각 화학물질  쌍에 대해, 화학물질  

쌍의 적어도 2개의 데이터 타입 각각에 대한 각각의 likelihood value를 기준으로 총 likelihood value

를 측정하고; 상기 후보 화학 물질이 상기 복수의 화학물질 쌍들의 총 가능성 수치들에 기초하여 

상기 제1 바인딩 타겟에 결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임을 확인하도록 구성된, 화학 데이터 분석 시

스템.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6b164915-033e-422a-9bb0-9d2ced5923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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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03
구분

관련 특허

동일 발명자의 특허

기술 분류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세부분류

4-3. 약물 간 연관성

4-4. 포괄적 상호관계 

분석

국가코드 CN 특허번호 CN108647484A

발명의 명칭
Drug relationship prediction method based on multivariate information 

integration and least square method

출원인 UNIV CENTRAL SOUTH

발명자 WANG JIANXIN | YAN CHENG | LI MIN | ZHANG YAYAN | WANG SHAOKAI

출원번호 2018-10472698 출원일 2018.05.17

공개번호 108647484 공개일 2018.10.12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 메인 IPC G06F-019/00

패밀리 CN108647484A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7b355ea8-3b3d-443c-a79b-7a4a436e26fe

요약

본 발명은 다중 정보 집적과 least square method에 기반한 약물 관계 예측 방법을 제공하는 바, 

1) 연구하고자 하는 약물 집합의 약물 관계 매트릭스를 획득하는 단계; 2) 각 약물과 나머지 약물

의 Gaussian kernel 유사도를 계산하는 단계; 3) 약물 집합 중의 모든 약물의 특성 정보에 따라 코

사인각 유사도 방법을 사용하여 각 약물과 나머지 약물의 특성 유사도를 계산하는 단계; 특성 정

보에는 화학 정보, 생체 정보 및 특성 표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단계; 4) 각 약물 사이의 가

Gaussian kernel 유사도 및 특성 유사도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두 개의 약물 사이의 약물 유사도를 

얻고, 두 개의 약물 사이의 약물 유사도에 기초하여 약물 집합의 약물 유사도 매트릭스를 구성하

는 단계; 5) 약물 유사도 매트릭스 및 약물 유사도 매트릭스 및 약물 관계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least square method에 의해 약물 쌍의 연관 관계 점수를 계산하여 약물 관계 예측 매트릭스를 얻

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단계 1: 다중 정보 집적과 최소 자승법 기반 약물 관계 예측 방법에 있어서, 조사할 약물 집합을 

획득하는 약물 관계 매트릭스를 포함하는 단계; 및 상기 약물 관계 행렬은 N*N 행렬이고, 각 행 

또는 각 열의 원소가 하나의 약물의 관계 벡터를 구성하며, 상기 관계 벡터는 약물과 상기 약물 

집합 중의 나머지 약물의 관계를 표시하며, 여기서, i번째 약물 di 관계 벡터 ydi는 아래와 같다: 

ydi = {yi1, yi2, ..., yij, ..., yiN}, 1≤j≤Ni=j, yij=0 식 중, yij는 i번째 약물 di와 j번째 약물 dj의 관계 

값이고, N은 상기 약물 집합 중의 약물의 종류 수이며, N은 양의 정수이다. 

단계 2: 상기 약물 세트의 약물 관계 매트릭스를 기초로 상기 약물 세트 내의 각각의 약물과 나머

지 각각의 약물의 Gaussian kernel 유사성을 연산하는 단계; 

단계 3: 상기 약물 세트 내의 모든 약물의 특성 정보에 따라 코사인각 유사도 방법을 사용하여 상

기 약물 세트 내의 모든 약물과 나머지 모든 약물의 특성 유사도를 계산한다. 상기 약물 세트 내

의 모든 약물의 특징 정보에 따라 각 약물의 특징 벡터를 구축하고, 각 약물의 특징 벡터에 따라 

각 약물과 나머지 각 약물의 특징 유사성을 계산한다. 상기 특징 벡터의 차원은 모든 약물의 특징 

정보의 차원 값들의 합이고, 각 약물 di의 특징 벡터에서 각각의 요소는 하나의 특징과 대응되고, 

상기 특징 벡터의 요소 값은 상기 약물들이 대응하는 특징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거나, 

또는 대응하는 약물과의 연관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상기 특징 정보는, 화학

자 구조의 화학 정보, 타겟, 수송, 효소, 대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특징을 포함하는 생체 정보, 및 

약물의 용법, side effect, off side effect 정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특징을 포함하는 특징을 나타

내는 특징 정보를 포함하고, 

https://www.keywert.com/detail?uuid=7b355ea8-3b3d-443c-a79b-7a4a436e26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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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두 개의 약물 사이의 Gaussian kerne 유사도 및 특징 유사도의 평균을 계산하여 두 개의 

약물 사이의 약물 유사도를 얻고, 두 개의 약물 사이의 약물 유사도에 기초하여 상기 약물 세트의 

약물 유사도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단계; 

단계 5: 상기 약물 집합에 기초한 약물 유사성 행렬 및 약물관계 행렬을 기반으로 최소 이승법을 

사용하여 약물쌍의 연관 관계 점수를 계산하여 약물관계 예측 행렬을 얻는 단계; 여기서, 약물 관

계 예측 매트릭스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식 중, 는 상기 약물 세트의 약물 관계 예측 매트

릭스이고, 는 매트릭스 Yp의 전치 매트릭스이고, Sd는 상기 약물 세트의 약물 유사성 매트릭스이

고, YT는 상기 약물 세트의 약물 관계 매트릭스 Y의 전치 매트릭스이고, σ는 정규 파라미터이고, 

I는 단위 매트릭스이다.

돌아가기
(9번 데이터)

돌아가기
(10번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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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2 구분 관련 논문

기술 분류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세부분류 4-3. 약물 간 연관성

논문정보 Nature Communications volume 10, Article number: 5221 (2019)

논문명
A Bayesian machine learning approach for drug target identification using 

diverse data types

기관 Weill Cornell Medical College 외 다수

저자 Neel S. Madhukar 외 다수

공개일 2019-11-19

DOI https://doi.org/10.1038/s41467-019-12928-6

요약

약물 타겟 식별은 개발에서 중요한 단계지만, 가장 복잡한 과정이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데이터 유형을 통합하여 약물 결합 타겟을 예측하는 베이시안 머신러닝 접근방식인 BANDITY

를 개발한다. 공공 데이터를 통합한 BANDITY는 2000개 이상의 소분자에 대해 90%의 정확도를 벤

치마킹했다. 알려진 타겟이 없는 14,000개 이상의 화합물에 적용된 BANDITY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

았던 분자 타겟 예측을 4,000개까지 생성했다. 이 세트에서 우리는 저항성 암세포에 대한 활성도

가 있는 3개를 포함하여 14개의 새로운 미세관 억제제를 검증한다. 우리는 임상 개발의 항암 화합

물인 ONC201에 BANDITY를 적용했다. DRD2를 ONC201의 대상으로 식별하고 검증하였으며, 이 정보

는 현재 정확한 임상시험 설계에 사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BANDITY는 서로 다른 약물 등급 간

의 연결을 확인하여 이전에 설명되지 않았던 임상 관찰을 해명하고 신약 재창출 기회를 제안한다. 

전체적으로, BANDITY는 약물 발견과 직접적인 임상 적용을 가속화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플랫폼을 나타낸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https://doi.org/10.1038/s41467-019-12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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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2 구분 관련 논문 

기술 분류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세부분류 4-3. 약물 간 연관성

논문정보 bioRxiv Preprint

논문명
A machine learning and network framework to discover new indications for 

small molecules

기관 Weill Cornell Medicine 외 다수

저자 Coryandar Gilvary 외 다수

공개일 2019-08-28

DOI https://doi.org/10.1101/748244 

요약

약물에 대한 새로운 적응증을 식별하는 약물 용도 변경은 일반적인 약물 개발의 어려움을 우회하

여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더 빨리 치료법을 전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용도 변경 발견은 일화 관

측(예: Viagra) 또는 실험에 기초한 용도 변경 스크린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며,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부정확하다. 최근 좀 더 체계적인 컴퓨터 접근법이 제안되었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이미 치료제가 승인된 질병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알고리즘을 제한하여 후보 분자에 적용할 수 없게 만든다. 여기서는 분자의 생물학적, 화학적 정

보만 필요로 하는 약물 용도 변경 CATNIP에 대한 컴퓨터 접근법을 제시한다. CATNIP는 2,576개의 

다양한 작은 분자로 훈련되며 구조, 타겟 또는 경로 기반 유사성 등 16가지 약물 유사성 특징을 

사용한다. 이 모형은 유의미한 예측력(AUC = 0.841)을 얻는다. 우리의 모델을 이용하여, 우리는 약

물 종류들 간의 광범위한 용도 변경 기회를 식별하기 위해 용도 변경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이 네

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문헌으로 증빙되는 시스템적 호르몬제를 이용한 호흡기 질환 치료제와 같

은 용도 변경 대상자를 파악했다. 게다가, 우리는 정의된 약물 등급에 대한 새로운 사용을 식별하

기 위해 우리의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우리는 아드레날린 흡수 억제제, 특히 

amitriptyline과 trimipramine이 파킨슨병의 잠재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CATNIP를 이용하여 제2형 당뇨병의 가능한 치료법으로 kinase 억제제인 vandetanib을 예측하였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약물 용도 변경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방식은 향후 약물 개발 노력을 합리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대표도면

https://doi.org/10.1101/748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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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Proceedings: AACR Annual Meeting 2019; March 29-April 3, 2019; Atlanta, 

GA
논문명 Abstract 682: Drug repurposing engine fueled by diverse drug similarity data

기관 Weill Cornell Medical College

저자 Jamal A. Elkhaderm 외 4명

공개일 2019-07

DOI https://doi.org/10.1158/1538-7445.AM2019-682

요약

최근 생명과학과 기술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단일 약품을 시판하는데 드는 비용이 현저히 비싸게 

유지되어 임상적으로 승인되는 신약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 승인된 약물에 대한 새로운 징후를 식

별하는 약물 용도 변경은 독성과 같은 많은 일반적인 위험요소를 피하고 더 빨리 시판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승인되지 않은 보류 약물에 대한 적응증을 식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약물 용도 변경도 이전에 완료된 임상 전 작업으로 인해 시판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적응증 

예측을 위한 현재의 계산적 노력은 약물의 승인된 적응증 사이의 유사성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

추고 있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약물 용도 변경에 적합하지 않다. 여기서는 1차 적응증의 존재에 

관계없이 복합 유사성 측정 기준만 통합하여 약물에 대한 새로운 적응증 식별을 위한 새로운 빅데

이터 접근법을 소개한다. 우리는 여러 데이터 유형을 통합하여 약물-지식 네트워크를 만드는 컴퓨

터 접근법을 도입한다. 이 접근방식은 약물이 치료할 수 있는 징후를 권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현재 임상시험에서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약물에 대한 새로운 적응증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임상 작업에 대해 여러 유망한 후보군을 제시한다. 이 약물 

인식 네트워크는 두 개의 약물이 적응증을 공유한다는 신뢰도 점수를 사용하여 구축되며, gradient 

boosting classifier를 사용하여 계산된다.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만 활용하여 약물 유사

성 특징을 기반으로 이 classifier를 구축하였으며, 유의하게 높은 부작용(D = 0.26, p < 0.001)과 타

겟 유사성(D = 0.21, p < 0.001)과 같은 징후를 공유하는 승인된 약물들 간의 이전에 문서화되지 않

은 연관성을 확인했다. FDA 승인 약물을 이용하여 학습 시켰을 때, 이 classifier는 상당한 예측 성

능을 달성했으며, ROC AUC는 0.82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잠재적 용도 변경 기회를 실험하기 위

해 우리의 방법을 사용했다. 우리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진 로바스타틴과 세리바스타

틴을 포함한 수많은 스타틴을 비인두암에 대한 잠재적 치료법으로 예측했다. 최근 연구는 스타틴

이 특히 비인두암에 유망한 항암제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우리의 접근방법의 특수성을 부각시켰

다. 나아가 항정신병 효과가 있는 칼슘채널 차단제인 씨나리진(Cinnarizine)을 예측해 정신분열증을 

치료했다. 우리의 약물-적응증 네트워크로 이것들과 다양한 다른 새로운 적응증들을 식별하는 것 

외에도, 우리의 완전한 방법은 새로운 적응증 예측 뒤에 숨겨진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규모 생물/화학 데이터를 통합한다. 전체적으로, 우리의 방법은 새로운 징후와 다양

한 징후를 식별할 수 있는 독특한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약물 개발과 용도 변경 노력을 위

한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돌아가기

https://doi.org/10.1158/1538-7445.AM2019-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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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코드 US 특허번호 US2018263987A1

발명의 명칭
Treating melanoma with mebendazole and a mitogen-activated kinase 

inhibitor

출원인 GEORGETOWN UNIVERSITY

발명자 Sivanesan Dakshanamurthy | Stephen W. Byers | Dean Rosenthal

출원번호 15-923244 출원일 2018.03.16

공개번호 2018-0263987 공개일 2018.09.20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공개 메인 IPC A61K-031/519

패밀리 US2018263987A1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9b85ba76-979b-4967-b584-bc4bac063264

요약

본원에서는 대상(subject) 내의 흑색종을 치료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종양증(melanoma tumoa)에 야생형 BRAF 억제제; 및 b)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MEK) 억제제를 포함하는 흑색종의 치료 방법.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9b85ba76-979b-4967-b584-bc4bac06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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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BMC Bioinformatics volume 17, Article number: 202 (2016)

논문명
DrugGenEx-Net: a novel computational platform for systems pharmacology 

and gene expression-based drug repurposing

기관 University of Miami School of Medicine 외 다수

저자 Naiem T. Issa 외 다수

공개일 2016-05-05

DOI https://doi.org/10.1186/s12859-016-1065-y

요약

배경

질병과 관련된 단백질의 타겟팅은 약물 발견에 중요하며, 아직 타겟 기반 발견은 성과가 없었다. 

전체적인 생물학적 과정을 문맥화시키는 것은 성공적인 약물-질병 가설의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 

약리학 네트워크는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PPI) 네트워크와 경로 규제 등 시스템 생물학적 분석을 

통해 타겟 기반 병목 현상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결과

우리는 DGE-NET(DrugGenEx-Net)라는 약리학 시스템 플랫폼을 제시한다. DGE-NET은 경험적 약물-

타겟(DT) 상호작용을 예측하고, 상호작용 쌍을 다중 계층 네트워크 분석으로 통합하며, 궁극적으로

는 시스템 기반의 유전자 발현 분석을 통해 질환별 약물의 약리학을 예측한다. 단백질 타겟-질병, 

-작용 경로, -분자 작용,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에 대해 확립된 생물학적 네트워크를 통합하면 

질병 병리학에 대한 약물-타겟(DT) 예측 효과를 강화한다. 50개 이상의 약물 질환과 100개 이상의 

약물 경로 예측이 검증된다.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리학 예측 시스템은  ezetimibe의 

잠재적인 발암성을 확증한다. 질병에 특화된 유전자 발현 분석이 통합되면, DGE-NET은 알려진 치

료제/실험 약물과 대조 약물들을 우선시한다. 면역 관련 류마티스 관절염과 염증성 장질환은 물론 

신경퇴행성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에 대한 개념 증명서가 확립돼 있다.

결론

DGE-NET은 시스템 약리학과 유전자 발현 분석을 고유하게 통합해 약물 치료 및 새로운 적응증을 

예측하는 새로운 연산 방식이다. DGE-NET은 여러 단계의 생물학적 작용에서 약물과 질병의 생물

학적 활동을 연계하여 다양한 약물-질병 징후를 정확하게 예측하므로, 재창출을 위한 약물 후보자

를 식별하는 데 유용한 접근법이다.
대표도면

https://doi.org/10.1186/s12859-016-1065-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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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Comb Chem High Throughput Screen. 2015;18(8):784-94.

논문명
RepurposeVS: A Drug Repurposing-Focused Computational Method for 

Accurate Drug-Target Signature Predictions

기관 University of Miami School of Medicine 외 다수

저자 Naiem T. Issa 외 다수

공개일 2018-03-13

DOI https://doi.org/10.2174/1386207318666150803130138

요약

X선 단백질 결정 구조를 사용한 약물 타겟 시그니쳐의 신뢰할 수 있는 예측에 대해 여기서는 

RepurposeVS를 설명한다. RepurposeVS는 도킹, 약물 중심, 단백질 중심 2D/3D 지문을 통합한 가상 

선별 방식으로 단위 변동성을 설명하기 위해 엄격한 수학적 정규화 절차를 거치고 약물-타겟 결합

을 위한 고해상도 문맥 정보를 제공한다. (1) 가상 선별 실험에서 다단백질 타겟에 대해 알려진 약

물 바인더를 가장 많이 농축하는 것, (2) 유사한 모양의 단백질 타겟 포켓이 2,335개의 인간 단백

질 타겟에 RepurposeVS를 적용할 때 유사한 3D 모양의 약물을 결합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 (3) 

참이라고 판정하는 것 등으로 유효성이 확인되었다. 많은 예측이 된 kinase 대상들에 걸쳐  

mebendazole(MBZ)에 대한 in vitro 생물학적 연관성들이 암의 잠재적 용도변경을 위한 kinase 타겟

들에 걸쳐 있다. RepurposeVS는 약물 용도 변경 중심 방법이기 때문에 다운스트림 용도 변경 실험

의 효율화를 위해 유용한 디코이(DUDE)가 아닌 FDA 승인 및 실험 의약품 3,671개를 대상으로 벤치

마킹을 실시했다. 우리는 또한 VS를 적용하여 현재 승인된 약물에 대한 전반적인 잠재적 약물 용

도 변경 공간을 탐색한다. RepurposeVS는 계산적으로 집약적이지 않고 성능 정확도를 높임으로써, 

약물 용도 변경에서 약물 타겟 연관성을 예측하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도구로 기능한다.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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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Inflamm Bowel Dis. 2012 Dec;18(12):2315-33

논문명
Bioinformatics analysis reveals transcriptome and microRNA signatur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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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배경

염증성 장질환(IBD)은 병원균 감염, 숙주 면역 반응, 장 세포 생리학의 변화 등을 수반하는 복합 

질환이다. IBD의 발생은 선진국에서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IBD의 상세한 분자 기작이 

알려지고 있다.

방법

크론병(CD)과 궤양성대장염(UC)에 대한 유전자와 마이크로RNA 시그니처를 얻기 위해 대규모 데이

터, 생체정보 도구, 고투과 연산 등을 이용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시그니처는 체계적 문헌 검토

와 통합되어 자가면역질환과 관련된 IBD의 종합적인 초상화를 그렸다.

결과

IBD의 상위 조절 유전자는 당뇨병 발생(REG1A, REG1B), 박테리아 신호(TLR, NLR), 선천성 면역

(DEFA6, IDO1, EXOSCL), 염증(CXCL), 매트릭스 저하(MMPs)와 연관되어 있다. 하향 조절된 유전자는 

촘촘한 접합 단백질(CLDN8)과 용액 전달체(SLC), 접착 단백질 등을 생산하는 것들이다. CD에 비해 

UC에서 고도로 발현된 유전자는 항염증 ANCA1, 트랜스포터 ABCA12, T세포 활성제 HSH2D, 면역글

로불린 IGHV4–34. 약물, 질소, androgen 및 estrogen의 처리를 위한 신진대사, 특정 마이크로RNA의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는 IBD의 지질 등이다. 고도로 표현된 IBD 유전자는 위장암, 바이러스 감염, 

류마티스 관절염, 천식 같은 자가면역 장애에 사용되는 약의 타겟으로 구성되었다.

결론

본 연구는 IBD 하위 유형의 임상적으로 관련된 유전자 수준 초상화와 자가면역 질환과의 연관성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IBD를 관리하기 위해 기존 약물을 재창출할 수 있는 후보들을 확인했다. 마우

스와 인간 데이터의 통합은 인터페론 유도반응과 같은 면역방어의 다른 측면에 관여하는 IBD의 유

전자의 조절을 위한 원인으로 B세포 반응의 변화를 지적한다.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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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다중 정보 융합 및 random walk 모델 기반의 약물 재창출 방법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질병 데이터, 약물 데이터, 타겟 데이터, 질병-약물 결합 데이터, 질병-유전자 결합 데이터 및 약

물- 타겟 결합 데이터를 통합하여 질병-타겟-약물 이종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기본적인 random 

walk 모델을 구축한 이기종 네트워크에 확장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질

환에 대한 후보 치료 약물을 추천한다. 본 발명은 간단하고, 다른 방법과의 비교 및 표준 데이터 

세트에 대한 테스트를 통하여, 약물 재창출에 있어서 바람직한 예측 성능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1) 공지의 질병 데이터, 약물 데이터, 타겟 데이터, 질병-약물 관련 데이터, 질병- 타겟 관련 데이

터, 질병- 타겟 관련 데이터, 및 약물- 타겟 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질병 네트워크, 약물 네트워

크, 타겟 네트워크, 질병-약물 관련 네트워크, 질병- 타겟 관련 네트워크, 질병- 타겟 관련 네트워

크 및 약물- 타겟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단계; 관련 네트워크를 통해 질병 네트워크, 약물 네

트워크 및 타겟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질병- 타겟-약물을 획득하는 단계; 

2) 기본적인 random walk 모델을 확장하는 단계: 우선, 공지의 질병-약물 관련 데이터 및 질병- 타

겟 관련 데이터에 따라 random walk의 초기 확률 매트릭스를 구축하는 단계; 공지의 약물 유사성, 

질병-약물 관련 데이터 및 질병- 타겟 관련 데이터에 따라, 공지의 약물 유사성, 질병-약물 관련 

데이터, 질병- 타겟 관련 데이터 및 약물- 타겟 관련 데이터에 따라 random walk의 전이 매트릭스

를 구축하는 단계;

단계 2)는 구체적으로 하기의 단계를 포함하는 단계로서, 

초기 확률 매트릭스 P0을 구축하는 단계; 

특정 질병을 d라고 하고, 특정 질병에 대해 d의 약물을 예측하는 단계로서, 특정 질병 d 교차 검

증 실험을 통해 최적의 파라미터 값을 선택하는 제2 단계: 전이 확률 행렬 M을 구성하는 단계 - 

여기서, MRR은 임의의 약물 노드에서 다른 약물 노드로의 전이 확률을 포함하는 약물 네트워크의 

인-오브-투-레일 매트릭스이고, MTT는 임의의 타겟 노드에서 다른 타겟 노드로의 전이 확률을 포

함하는 타겟 네트워크의 인-투-레일 전이 매트릭스이고, MDD는 임의의 질병 노드에서 다른 질병 

노드로의 전이 확률을 포함하는 질병 네트워크의 인-투-레일 전이 매트릭스이고, MRD는 약물 노

드에서 질병 노드로의 전이 확률을 포함하는 약물 네트워크 및 질병 네트워크의 인-투-레일 전이 

매트릭스이고, MRT는 약물 노드에서 질환 노드로의 전이 확률을 포함하는 약물 네트워크 및 질병 

네트워크의 인-투-레일 전이 매트릭스이고, MDR은 질병 노드에서 약물 노드로의 전이 확률을 포

함하는 약물 네트워크 및 타겟 노드로의 전이 확률을 포함하는 약물 네트워크의 인-투-레일 전이 

매트릭스이고, MDT는 질병 노드에서 약물 노드로의 전이 확률을 포함하는 질병 네트워크 및 타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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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로의 인-투-레일 전이 매트릭스이고, MTR는 또한, 본 발명은 주어진 질환에 대하여 새로운 치

료 약물을 추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놀이 과정의 결과를 수렴 상태로 하고, 놀이 과정의 결과를 

근거로, 주어진 질환에 대하여 모든 약물과 관련된 확률 값을 얻고, 확률 값이 클수록 질환에 대

하여 약물과 관련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며, 확률 값의 크기에 따라, 주어진 질환에 대하

여 이미 알려진 관련을 가지지 않는 모든 약물을 순서대로 배열하여, 주어진 질환에 대하여 새로

운 치료 약물을 추천한다.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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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개시된 실시예들은, 상이한 환경들에서 객체들의 특성들, 효과들 또는 행동들의 관측을 특징화하

는 의미적 용어들의 동시-발생 빈도 측정(co-occurrence frequency measurements)들을 이용하여 그

리고 이러한 측정들을 객체 유사도들을 결정하는 계산들에서 객체 기술자들로서 이용하여, 객체들

과 객체들과 연관된 특성들 사이의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원인들을 결정하기 위한 데이터 마이닝 

방법들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들 방법은 약물의 새로운 징후를 확인하고, 질병과 관련된 

바이오마커를 확인하고, 약물 효과와 관련된 바이오마커를 확인하고, 질병 진단을 정량하고, 신규

한 약물 타겟을 확인하고, 약물의 약리학적 동등성을 확인하고, 약물과 전통적인 약물 사이의 약

리학적 동등성을 확인하고, 약물과 천연 생성물 사이의 약리학적 동등성을 확인하고, 대안적 의료 

과정 사이의 동등성을 확인하고, 약물 조합의 위험 프로파일을 확인하고, 약물 사이의 상승작용을 

확인하고, 약물의 부작용을 확인하고, 실험 약물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생물학적 네트워크의 기능

을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제 1 단계는 컴퓨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선택된 객체들 및 상기 선택된 객체들 각각에 대

한 유의어들의 목록을 선택하는 단계;

제 2 단계는 상기 선택된 객체들을 식별하는 상기 의미 기술자들의 동시발생 빈도(co-occurrence 

frequency) 및 상기 관찰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식별하는 상기 의미 기술자(semantic descriptors)들

의 동의어들을 결정하는 제 3 단계를 포함하는 단계;

제 4 단계는 컴퓨터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상기 객체들에 대한 상기 동시발생 빈도 정보를 합산하

는 단계;

제 5 단계는 상기 컴퓨터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상기 객체들에 대한 상기 동시발생 빈도 정보를 

합산하는 단계;

제 6 단계는 상기 컴퓨터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동시발생 빈도 데이터베이스들을 구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객체들을 식별하는 상기 의미항(semantic terms)들은 행(row)으로 또는 열(column)로 

표시되고, 상기 데이터베이스에서 행(row)으로 표시될 때, 상기 데이터베이스에서 열(column)로 또

는 행(row)으로 표시되는 단계;

제 7 단계는 하기의 단계를 포함하는 단계;

(7.1)상기 관찰들이 상기 데이터베이스에서 열(column)1) 선택된 오브젝트들의 제 1 세트와 연관된 

관측들의 제 1 세트와 연관된 동시-발생 주파수 측정치들의 제 1 하위세트를 선택하기 위해 컴퓨

터 프로세서를 이용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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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상기 객체들과 연관된 상기 동시 발생 주파수 측정들과 상기 관측들 사이의 유사성들을 결정

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상기 컴퓨터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단계,

(7.3) 상기 객체들과 연관된 상기 동시발생 빈도 측정치들을 비교하기 위한 유사도 측정치(similarity 

measure)를 선택하기 위해 상기 컴퓨터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단계,

(7.4) 상기 컴퓨터 프로세서가 상기 단계 (7)에서 선택된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한

다.2) 단계 (7)에서 선택된 유사도 측정값.3) 단계 (7)에서 선택된 동시 발생 주파수 측정

(co-occurrence frequency measurements)1) 오브젝트들간의 유사도를 결정하기 위해한 단계;

제 8 단계는 하기의 단계를 포함하는 단계;

(8.1) 상기 제 1 선택된 객체 세트와 관련된 관측들의 제 2 내지 제 n 세트와 관련된 동시-발생 빈

도 측정(co-occurrence frequency measurements)을 선택하고, 상기 다른 동시-발생 빈도 측정들의 

상기 선택된 객체들의 제 2 내지 제 n 디스크립터 세트로서의 사용을 위해 상기 컴퓨터 프로세서

를 사용하는 단계;

(8.2) 상기 컴퓨터 프로세서가 상기 단계 (7.2)에서 선택된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단계; (7.3)에서 

선택된 유사도 측정값 단계; (8.1)에서 선택된 동시 발생 주파수 측정(co-occurrence frequency 

measurements)1) 상기 객체들 사이의 유사성들을 결정하는 단계;

제 9 단계는, 상기 디스크립터들의 세트들로 획득된 상기 객체들에 대한 유사성 측정치들을 디스

플레이하기 위해 컴퓨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제 10 단계는, 상기 선택된 객체들과 연관된 상기 관찰들의 세트와 연관된 동시-발생 빈도 정보

(co-occurrence frequency information)로부터 유도된 상기 유사성 측정치들을 비교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세서를 이용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제 11 단계는, 상기 선택된 객체들과 연관된 상기 관찰들의 세트들에 대한 유사성 측정치들의 상

관들을 결정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세서를 이용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제 12 단계는 하기의 단계를 포함하는 단계;

(12.1) 컴퓨터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선택된 개체(objects)에 대한 상기 개체 관련 관측들의 상기 세

트들에서 관측 그룹핑(grouping)들을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12.2) 상기 컴퓨터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상기 객체 관련 관측 그룹화 단계와 연관된 유사성 척도

(similarity measures)를 식별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12.3) 상기 컴퓨터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상기 선택된 객체들에 대한 상기 그룹화들에 대한 상기 

유사성 척도들 사이의 상관도들을 결정하는 단계; 

(12.4) 상기 컴퓨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상기 선택된 객체들에 대한 상기 그룹화들에 대

한 상기 유사도 측정치들(similarity measures) 사이의 상관(correlation)들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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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2 구분 관련 논문 

기술 분류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세부분류 4-4. 포괄적 상호관계 분석

논문정보 Briefings in Bioinformatics, Volume 21, Issue 3, May 2020, Pages 919–935
논문명

Graph convolutional networks for computational drug development and 

discovery

기관 Michigan State University 외 다수

저자 Mengying Sun 외 5명

공개일 2019-06-03

DOI https://doi.org/10.1093/bib/bbz042 

요약

딥러닝이 지난 10년간 다양한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자정보학 및 

약물발견 분야에서의 적용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구조화된 데이터에 심층 구조를 적응시키는 최근

의 발전은 제약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 본 조사에서는,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신흥 분야와 약물 발견 및 분자 정보학에서의 응용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래프 콘볼루션 네트워크가 약물 관련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이유와 방법에 관심이 있다. 

분자 속성과 활동 예측, 상호작용 예측, 합성 예측, de novo 약물 설계의 네 가지 관점을 통해 기

존의 응용 분야를 정교하게 기술한다. 우리는 간략하게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이론적 토대

를 소개하고 다른 제형에 기초한 다양한 구조를 설명한다. 그런 다음 약물 관련 문제에서 사용되

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요약한다. 우리는 또한 약물 발견에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적용하

는 현재의 도전과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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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3 구분 동일 발명자의 특허

기술 분류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세부분류

4-4. 포괄적 상호관계 

분석

국가코드 CN 특허번호 CN105653846A

발명의 명칭
Integrated similarity measurement and bi-directional random walk based 

pharmaceutical relocation method

출원인 UNIV CENTRAL SOUTH

발명자 LUO HUIMIN | XIA HONG | WANG JIANXIN | LUO JUNWEI

출원번호 2015-10991455 출원일 2015.12.25

공개번호 105653846 공개일 2016.06.08

등록번호 105653846 등록일 2018.08.31

법적상태 - 메인 IPC G06F-019/00

패밀리 CN105653846B, CN105653846A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1360f7c2-a346-401b-b22e-ac1250f7be29

요약

본 발명은 약물 유사성, 질병 유사성을 계산할 때, 약물 특성 정보와 질병 특성 정보를 각각 이용

하는 것 외에도 현재 데이터 세트 내에서 알려진 약물-질환 관련 정보의 유사성 측정에 대한 역할

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출된 유사성 값이 약물 간의 유사성과 질병 간의 유사성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된 유사성 지표 및 양방향 무작위 유격 분석에 기반한 약물 재창출 방법에 

관한 것이다.이에 기초하여, 약물-질환 이종망들을 구축하고, 이 이종망들을 기반으로 하여, 양방

향 랜덤 런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모든 약물에 대하여 후보 질환을 예측한다.본 발명은 간단하

고, 다른 방법과의 비교 및 다수의 데이터 세트에 대한 테스트를 통하여, 약물 재창출에 있어서 

예측 성능이 좋음을 알 수 있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유사성 계산을 기반으로 유사성 매트릭스를 생성하는 단계(단계 1); 약물 유사성 및 

질병 유사성을 계산하여 약물 유사성 매트릭스 및 질병 유사성 매트릭스를 생성하는 단계(단계 2); 

유사성 매트릭스 및 약물-질환 관련 특성을 기반으로 약물-질환 이종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단계

(단계 3); 및 상기 약물-질환 이종 네트워크 상에 양방향 랜덤 유격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약물 재

창출을 수행하는 단계(단계 3)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단 유사성 측정 및 양방향 랜덤 

유격 분석에 기반한 약물 재창출 방법.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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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4 구분 동일 발명자의 논문

기술 분류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세부분류 4-4. 포괄적 상호관계 분석

논문정보 Brief Bioinform. bbz176

논문명
Biomedical data and computational models for drug repositioning: a 

comprehensive review

기관 Central South University 외 다수

저자 Huimin Luo 외 다수

공개일 2020-02-10

DOI https://doi.org/10.1093/bib/bbz176 

요약

약물 재창출은 예상치 못한 역기능의 발생을 피하면서 기존의 약물 연구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비

용과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대량신속처리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다양한 생물학적 데이

터 및 의료 데이터의 폭발로 인해, 계산적 약물 재창출 방법은 잠재적인 약물 타겟 상호작용과 약

물-질병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강력한 기법이었다. 본 검토에서는 우선 이용 가능

한 바이오의학 데이터와 약물, 질병 및 대상과 관련된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한다. 그런 다음 

기존의 약물 재창출 접근법을 논의하여 기존의 머신러닝, 네트워크 전파, matrix factorization 및  

matrix completion, 딥러닝 기반 모델 등으로 구성된 기본적인 연산 모델을 기반으로 그룹화한다. 

또한 약물 재창출에 사용되는 공통 표준 데이터 세트와 평가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표준 데이터 세트에 대한 다양한 예측 방법을 간략히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생체 의학 데

이터의 노이즈와 불완전성을 줄이는 문제, 다양한 계산 약물 재창출 방법의 앙상블, 신뢰할 수 있

는 benchmark 데이터 설계의 중요성, 새로운 기법을 포함하는 계산 약물 재창출 문제에 대한 간단

한 토론으로 검토를 마무리한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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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4 구분 동일 발명자의 논문

기술 분류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세부분류 4-4. 포괄적 상호관계 분석

논문정보 Bioinformatics 35(14): i455-i463 (2019)

논문명 Drug repositioning based on bounded nuclear norm regularization

기관 Central South University 외 다수

저자 Mengyun Yang 외 3명

공개일 2019-07-05

DOI https://doi.org/10.1093/bioinformatics/btz331

요약

동기

컴퓨터 약물의 재창출은 기존 약물에 대한 새로운 약물의 적용을 식별하기 위한 비용 효율적인 전

략이다. 약물 재창출은 종종 약물 추천 시스템으로 구현된다. 알려진 약물-질병 연관성을 이용하

여, 추천 시스템의 목적은 matrix completion라고 알려진 약물-질병 연관성 매트릭스에 알려지지 않

은 항목을 기입함으로써 새로운 치료법을 식별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분자 경로가 많은 다른 질병

에 기여한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추천 시스템은 약물-질병 연관성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잠재적 요

소들이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즉,  matrix completion 알고리즘으로 해결해야 할 문

제는  low-rank drug–disease matrix라는 것이다. 따라서 알려진 연관성과 일치하는 낮은 등급의 약

물-질병 매트릭스 근사치를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matrix completion 알고리즘은 새로운 약물-질병 

연관성을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결과

이 글에서는 BNNR(Bounded Nuclear Nuclearization, BNNR) 방법을 사용하여 matrix completion으로  

low-rank라는 가정하에 약물-질병 매트릭스를 예측하는 것을 제안한다. BNNR은 알려진 원소를 엄

격하게 맞추는 대신 약물-약물 및 질병-질병의 노이즈들을 제거하기 위해 정규화 방법을 사용하여 

근사 오차와 순위 특성을 균형 있게 조정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모든 예측 행렬 입력 값이 특정 

구간 내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약 조건을 BNNR에 통합한다. BNNR은 약물-약물, 약

물-질병 및 질병-질병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이종 약물-질병 네트워크의 인접 매트릭스에서 수행

된다. 이용 가능한 약물과 질병, 이들의 연관성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뿐만 아니라 콜드 스타트

(Cold Start)를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다. 우리의 계산 결과는 BNNR이 현재의 최첨단 방법보다 더 

높은 약물-질병 연관성 예측 정확도를 산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장 유의미한 이득은 예측 정

밀도에서 실제로 양성인 양성 예측의 분수로 측정되며, 이는 약물 설계 실무에서 특히 유용하다. 

사례 연구는 또한 BNNR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증한다.

가용성 및 구현

BNNR의 코드는 https://github.com/BioinformaticsCSU/BNNR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대표도면

https://doi.org/10.1093/bioinformatics/btz331


- 71 -

돌아가기



- 72 -

코드 04 구분 동일 발명자의 논문

기술 분류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세부분류 4-4. 포괄적 상호관계 분석

논문정보 BMC Bioinformatics volume 20, Article number: 538 (2019)

논문명
DDIGIP: predicting drug-drug interactions based on Gaussian interaction 

profile kernels

기관 Central South University 외 다수

저자 Cheng Yan 외 3명

공개일 2019-12-24

DOI https://doi.org/10.1186/s12859-019-3093-x

요약

배경

약물-약물 상호작용(DDI)은 다른 약물에 의해 변형된 약물 효과로 정의되는데, 암과 같은 복잡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매우 흔하다. 많은 연구들이 일부 DDI가 약물 효과의 증가 또는 감소일 수 있

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러나, 부작용에 관련된 DDI는 심각한 병폐성과 심지어 환자의 사망률을 초

래하고, 이로 인해 일부 약품도 시장에서 철수하게 될 수도 있다. 복합약물 치료가 보편화되면서 

잠재적 DDI를 규명하는 것이 약물 개발 및 질병 치료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체외 및 

생체외를 포함한 기존의 생물학적 실험 방법은 새로운 DDI를 검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

용이 많이 든다. 대량신속처리 서열분석 기술의 발달로 많은 제약 연구와 다양한 생물정보학 데이

터가 DDI를 연구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한다.

결과

본 연구에서는 약물-약물 상호작용 프로파일(GIP) 커널과 정규화된 최소 제곱(RLS) 분류기에 기반

한 DDIGIP와 같은 새로운 DDI를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우리는 신약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초기 관계성 점수를 약물의 화학적, 생물학적, 표현적 데이터를 통해 계산하기 위해 kNN(k-nears)

을 사용한다. 5중 교차 검증, 10중 교차 검증, de novo 약물 검증 등을 통해 DDIGIP의 예측 성능을 

다른 경쟁 방법과 비교한다.

결론

5배 교차검증 및 10배 교차검증에서 DDIGIP 방법은 0.9600과 0.9636의 ROC 곡선(AUC) 아래 면적을 

달성하는데, 이는 최첨단 방법(L1 Classifier 앙상블 방법) 0.9570과 0.959보다 우수한 것이다. 나아가 

신약의 경우 de novo 약물 유효성 검사에서 DDIGIP의 AUC 값은 0.9262에 달해 다른 첨단 방법(가

중 평균 앙상블법)도 0.9073을 능가한다. 사례 연구와 이러한 결과는 DDIGIP가 약물 개발과 질병 

치료에 이로운 동시에 DDI를 예측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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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PLoS Comput Biol. 2019 Dec 23;15(12):e1007541.

논문명 Overlap matrix completion for predicting drug-associated indications

기관 Central South University 외 다수

저자 Mengyun Yang 외 다수

공개일 2019-12-23

DOI https://doi.org/10.1371/journal.pcbi.1007541 

요약

약물 관련 징후를 식별하는 것은 약물 재창출시 승인된 약물이나 새로운 약물에 중요하다. 약물 

유사성과 질병 유사성에 기반한 현재의 연산 방법은 약물-질병 연관성을 예측하기 위해 개발되었

다.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약물이나 질병 관련 정보가 이용가능해지고 통합되면 예측 정밀도를 지

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의약품과 질병의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여러 유형의 사전 

정보를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유망한 약물-질병 연관성을 식별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본 연구에

서는 bilayer 네트워크(OMC2)와 tri-layer 네트워크(OMC3)에 대해 각각 overlap matrix completion 

(OMC)를 제안하여 약물 관련 잠재적 징후를 예측한다. OMC는 약물-질병 연관 매트릭스의 기초적

인 하위 구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OMC2에서는 우선 약물측에서 1개 bilayer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질병측에서 1개 bilayer 네트워크를 구축한 후 그에 상응하는 블록 인접 매트릭스를 얻는

다. 그런 다음 이 두 인접 행렬에서 누락된 항목의 값을 작성하고 알려지지 않은 약물-질병 쌍의 

점수를 예측하기 위해 OMC2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더욱이, 우리는 tri-layer 네트워크를 처리하기 

위해 OMC2를 OMC3까지 확장한다. 다양한 데이터 세트에 대한 컴퓨터 실험은 우리의 OMC 방법이 

잠재적인 약물-질병 연관성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첨단 접근법에 

비해, 우리의 방법은 10배 교차 검증과 de novo 실험에서 더 높은 예측 정확도를 산출한다. 또한, 

사례 연구는 또한 실제 적용에서 기존 약물에 대한 유망한 징후를 식별하는 데 있어 우리의 방법

의 효과를 확인시켜준다.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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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IEEE/ACM Transactions on Computational Biology and Bioinformatics ( 

Volume: 16 , Issue: 6 , Nov.-Dec. 1 2019 )

논문명
Computational Drug Repositioning with Random Walk on a Heterogeneous 

Network

기관 Central South University 외 다수

저자 Huimin Luo 외 다수

공개일 2018-05-02

DOI https://doi.org/10.1109/TCBB.2018.2832078

요약

약물 재창출은 기존 약물에 대한 새로운 약물의 적용을 파악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유망한 전략이

며, 이는 전통적인 약물의 발견과 개발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대량신속생산 서열분석 기

술의 급속한 발전은 지난 수십 년간 다양한 유형의 생물의학 데이터를 생성해 왔으며, 이는 컴퓨

터 약물 재창출 접근법의 개발을 더욱 심화시키는 토대를 마련했다. 많은 연구가 여러 출처와 서

로 다른 수준의 정보를 통합하여 재창출 정확도를 향상시키려 노력했지만, 약물 재창출을 위해 귀

중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연구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질병에 대한 후보 약물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효율적인 접근 방식인 

RWHNDR(Random Walk on the Heterogeneous Network for Drug Rositioning)을 제안한다. 첫째로, 통

합된 이기종(heterogeneous) 네트워크는 약물, 약물 타겟, 질병, 질병 유전자 데이터를 포함한 여러 

출처를 결합하여 구축된다. 그 후, 이질적인 네트워크의 글로벌 정보를 포착하기 위해 무작위 보

행 모델이 개발된다. RWHNDR는 약물 타겟과 질병 유전자 데이터를 보다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약

물을 재창출한다. 실험 결과는 다중 소스 데이터에 기반한 후보 약물에 우선순위를 매긴 다른 첨

단 접근법에 비해 우리의 접근법이 더 나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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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Bioinformatics Research and Applications. ISBRA 2019. Lecture Notes in 

Computer Science, vol 11490. Springer, Cham

논문명
IDNDDI: An Integrated Drug Similarity Network Method for Predicting 

Drug-Drug Interactions

기관 Central South University 외 다수

저자 Cheng Yan 외 다수

공개일 2019-05-09

DOI https://doi.org/10.1007/978-3-030-20242-2_8

요약

약물-약물 상호작용(DDI)은 다른 약물에 의해 영향을 받는 약물의 약리학적 효과로 정의되었다. 긍

정적 DDI는 환자의 치료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DDI는 시장에서의 마약 투약

과 심지어 환자 사망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암과 같은 복잡한 질병을 치료

하기 위해 여러 개의 약제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생물 의학 실험은 새로운 DDI를 검증하

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따라서, 잠재적 DDI를 발견하기 위한 연산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매력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DDI를 예측하기 위한 새로운 계산법(IDNDDI라고 함)을 제안한다. 

IDNDDI는 약물 화학, 생물학적, 표현형 데이터의 이항 벡터를 기반으로 코사인 유사성 방법에 의한 

통합 약물 특성 유사성을 계산한다. 또한, 노드 기반의 약물 네트워크 확산 방법을 사용하여 신약

에 대한 관계형 초기 점수를 계산한다. IDNDDI의 예측 성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다른 예측 방법

과 비교하기 위해 5배 교차검증 및 de novo 약물검증을 실시한다. AUC(ROC 곡선 아래의 면적) 값

에서 IDNDDI는 5배 교차 검증에서 더 나은 예측 성능을 달성하는데, 특히 AUC 값은 0.9691로 최첨

단 예측방법 L1E(L1 Classifier method) 결과 0.9570보다 크다. 또한 IDNDDI는 de novo 약물 유효성 

검사에서 최상의 예측 결과를 얻으며 AUC는 0.9292에 이른다. 우리 방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예측 

능력도 사례연구에 의해 설명된다. IDNDDI는 효과적인 DDI 예측 방법으로, 의약품 부작용의 감소와 

의약품 개발 진행의 효율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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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Complexity, Hindawi, vol. 2017, pages 1-10, December.

논문명
SDTRLS: Predicting Drug-Target Interactions for Complex Diseases Based on 

Chemical Substructures

기관 Central South University 외 다수

저자 Cheng Yan 외 다수

공개일 2017-12-03

DOI https://doi.org/10.1155/2017/2713280

요약

생물학적 실험을 통한 복잡한 질병에 대한 약물 발견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과

정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또는, 계산 방법은 생체 분자 네트워크에서 약물-타겟 상호작용

(DTI)을 예측하는 저비용 고효율 방법을 제공한다. 그러나, 현재의 계산 방법은 주로 알려진 약물의 

DTI 예측을 다룬다; 실패한 약물에 대한 대규모 예측 방법이 거의 없고, 현재 일부 생물학적 데이

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새로운 화학 물질은 원래 타겟 질병에 비해 다른 질병에 효과적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적 하부구조 유사성 융합과 가우스 상호작용 프로파일(GIP) 커널을 갖는 

RLS-Kron 모델을 통해 DTI를 예측하는 방법(SDTRLS라 함)을 제안한다. SDTRLS는 대규모 생체 분자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에서 오래된 약품, 실패한 약품 및 새로운 화학 물질의 타겟에 대한 효과적

인 예측 변수가 될 수 있다. 우리의 계산 실험에 따르면 SDTRLS는 최첨단 SDTNBI 방법을 능가한

다. 특히 G단백질결합수용체(GPCR) 외부 유효성 검사에서 SDTRLS의 최대값과 평균 AUC 값은 각각 

0.842와 0.826으로 SDTNBI의 값 0797보다 우수하다. 본 연구는 생체 분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 및 약물 재창출의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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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Neurocomputing, Volume 206, 19 September 2016, Pages 50-57

논문명 Predicting drug-target interaction using positive-unlabeled learning

기관 Central South University 외 다수

저자 Wei Lan 외 다수

공개일 2016-05-31

DOI https://doi.org/10.1016/j.neucom.2016.03.080

요약

약물 화합물과 타겟 단백질 사이의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것은 약물 발견에서 중요한 과정이다. 실

험적인 방법으로 약물 화합물과 타겟 단백질 사이의 상호작용을 결정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

고 비용이 많이 든다. 계산 방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제공한다. 약물-타겟 

상호작용 식별의 어려움은 알려진 약물-타겟 연관성이 없고 실험적으로 확인된 음성 샘플이 없다

는 것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약물-타겟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PUDT라고 하는 방법을 제시한

다. 알 수 없는 상호작용을 음의 표본으로 취급하는 대신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표본으로 설정했

다. 우리는 세 가지 전략(재시동을 포함한 무작위 보행, KNN, 열 커널 확산)을 사용하여 라벨이 부

착되지 않은 샘플을 목표 유사성 정보를 기반으로 신뢰성이 높은 음의 샘플(RN)과 가능한 음의 샘

플(LN)의 두 그룹으로 나눈다. 그런 다음,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표본의 최종 라벨을 결정하기 위

해 이러한 전략을 통합하기 위해 majority voting 방법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가중 서포트 벡터 

머신을 채용하여 분류기를 구축한다. 우리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네 개의 데이터셋(엔자임, 

이온 채널, GPCR, 핵수용체)을 사용한다. 그 결과는 우리 방법의 성과가 최근의 최첨단 접근법들과 

비교가능하거나 더 낫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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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Bioinformatics. 2016 Sep 1;32(17):2664-71

논문명
Drug repositioning based on comprehensive similarity measures and 

Bi-Random walk algorithm

기관 Central South University 외 다수

저자 Huimin Luo 외 다수

공개일 2016-05-05

DOI https://doi.org/10.1093/bioinformatics/btw228 

요약

동기: 기존 약물에 대한 새로운 약물의 적용을 파악하기 위한 약물 재창출은 기존 약품 개발의 총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유망한 대안을 제시한다. 약물 및 질병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약물 

재창출을 위한 많은 연산 전략이 제안되었다. 현재 연구는 일반적으로 약물 관련 특성(예: 화학 구

조) 또는 질병 유사성을 계산하기 위해 각각 질병 관련 특성(예: 표현형)만 사용하는 반면 유사성 

측정에 대해 알려진 약물-질병 연관 정보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결과: 이 논문에서는 유사한 약물이 일반적으로 유사한 질병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가정에 근거하여 MBiRW라는 새로운 계산법을 제안한다. MBiRW는 일부 종합적인 유

사성 측정과 Bi-Random walk (BiRW)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특정 약물에 대한 잠재적인 새로운 약물 

적용을 식별한다. 약물이나 질병의 특징 정보를 알려진 약물-질병 연관성과 통합함으로써, 종합 

유사성 측정법은 우선 약물과 질병의 유사성을 계산하기 위해 개발된다. 그런 다음 약물 유사성 

네트워크와 질병 유사성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알려진 약물-질병 상호작용을 가진 이종

(heterogenous) 네트워크로 통합된다. 약물-질병 이기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새로운 잠재적인 약

물-질병 연관성을 예측하기 위해 BiRW 알고리즘을 채택한다. 다양한 데이터 집합의 계산 실험 결

과는 제안된 접근방식이 신뢰할 수 있는 예측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의 여러 계산 약물 재창

출 접근방식의 성능을 능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선택된 5가지 약물에 대한 사례 연구는 

실제적으로 약물에 대한 잠재적 징후를 발견하기 위한 우리 방법의 우수한 성능을 더욱 확인시켜 

준다.

대표도면

https://doi.org/10.1093/bioinformatics/btw228


- 81 -

-

돌아가기
(2번 데이터)

돌아가기
(10번 데이터)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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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J. Chem. Inf. Model. 2020, 60, 4, 2367–2376
논문명

HNet-DNN: Inferring New Drug-Disease Associations with Deep Neural 

Network Based on Heterogeneous Network Features

기관 Central South University 외 다수

저자 Hui Liu 외 다수

공개일 2020-03-02

DOI https://doi.org/10.1021/acs.jcim.9b01008

요약

약물 연구 개발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으로, 약물의 경제적, 효율적인 발견 

방법을 제공하는 약물 재창출라고 불리는 승인된 약물의 새로운 징후를 식별하기 위한 긴급한 요

구를 압박한다. 대량신속처리 서열분석 기술에 의해 생성되는 대규모 화학, 유전체 및 약리학적 

데이터 세트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승인된 약물의 새로운 징후를 식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

적인 계산 접근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심층신경망(DNN)을 활용한 HNet-DNN

을 도입하여 약물-질병 이기(heterogeneous)종 네트워크에서 추출한 특징을 바탕으로 신약-질병 연

관성을 예측한다. DNN의 입력으로서 화학적 특징과 표현적 특징의 직접적인 결합 대신에, 우리는 

약물과 질병의 이러한 수정하지 않은 특징을 이용하여 약물-약물 유사성 네트워크와 질병-질병 유

사성 네트워크를 구축한 다음 알려진 약물-질병 연관성을 통합하여 약물-질병 이기종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후 이종(heterogeneous) 네트워크에서 약물-질병 연관성에 대한 위상학적 특징을 추출

하여 DNN 모델을 훈련하는 데 사용했다. 우리의 집중적인 성능 평가는 HNet-DNN이 약-질병 연관

성의 예측 성능을 높이기 위해 이기종 네트워크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 몇 가지 기존의 예측방법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방법은 최첨단 성능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

라 과학습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시켰다. 또한, 우리는 새로운 약물-질병 연관성을 예측하기 위

해 HNet-DNN을 운영하고, 우리 방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례 연구를 수행했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https://doi.org/10.1021/acs.jcim.9b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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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IEEE Access, vol. 6, pp. 45281-45287, 2018

논문명
Prediction of Drug-Disease Associations for Drug Repositioning Through 

Drug-miRNA-Disease Heterogeneous Network

기관 Central South University 외 1

저자 Hailin Chen, Zuping Zhang

공개일 2018-07-27

DOI https://doi.org/10.1109/ACCESS.2018.2860632

요약

기존 약물에 대한 새로운 임상적 지표를 식별하는 것을 가리키는 약물 재창출은 약물 발견의 중요

한 전략이 되었다. 약리유전체학에서 가장 최근의 연구는 약물이 마이크로RNA(microRNA)를 목표로 

하고 그들의 표현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miRNA의 부적절한 발현이 여러 종류의 

인간 질병과 연관되어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고려할 때, 특정 miRNA를 목표로 하고 그들의 활동

을 조절하기 위한 작은 분자 약품을 개발하는 것은 질병 치료에 대한 유망한 접근법이 될 것이며, 

이것은 약물 재창출에 대한 혁신적인 통찰력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약물 재창출을 위한 새로

운 약물-질병 연관성을 유추하기 위한 miRNA 기반의 연산 방법 HNBI를 제안했다. 유사성 측정과 

실험적으로 지원되는 연관성 정보가 먼저 통합되어 3층 약물-miRNA-질병 이기종 네트워크를 구축

하였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방법은 안정화될 때까지 비연계 약물-miRNA, miRNA-질병, 약물-질병 

쌍 사이의 무게 강도를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했다. 이기종 네트워크의 정보 흐름에 기초하여, 두 

종류의 노드를 연결하는 경로의 값을 요약하여 약품-질병 연관성의 최종 가중치를 받았다. 우리는 

새로운 무게에 따라 잠재적인 약물-질병 연관성을 우선시했다. 교차 검증 실험을 위해 수집된 데

이터 세트에 적용했을 때, 우리의 방법은 두 가지 최첨단 방법에 비해 약물-질병 연관성 예측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게다가 우리의 방법 HNBI는 약물의 작용 메커니즘과 질병의 분자 메커니즘

을 이해하기 위해 타겟 miRNA의 정보를 통합했다. 테라조신 약에 대한 한 사례 연구는 몇몇 예측

된 징후들이 최근의 문헌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것은 우리 방법의 실질

적인 유용성을 더욱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향후 약물 재창출을 위해 약물과 질병의 연관성에 

대한 종합적인 예측이 발표되었다.

대표도면

https://doi.org/10.1109/ACCESS.2018.286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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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Biomed Res Int. 2015;2015:406463

논문명
A miRNA-Driven Inference Model to Construct Potential Drug-Disease 

Associations for Drug Repositioning

기관 Central South University 외 다수

저자 Hailin Chen 외 1명

공개일 2015-02-19

DOI https://doi.org/10.1155/2015/406463

요약

miRNA(microRNA)의 부적절한 발현이 많은 종류의 복합질환과 약물이 miRNA의 발현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는 증거가 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질병은 약물로 특정 miRNA를 대상으로 치료될 수 있

으며, 이는 약물의 재창출을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약물 재창출을 위해 miRNA를 

통해 약물과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계산적으로 예측하려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적으로 지원되는 약물-미RNA 협회 및 miRNA-질병 연관성과 약물이 일부 중요한 miRNA 파트

너를 공유할 때 질병과의 연관성을 형성한다는 가정을 결합하여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

론 모델을 개발하였다. 실험 결과는 우리 모델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사례 연구는 강력하게 

예측된 약물 중독 연관성 중 일부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CTD(www.ctdbase.org)

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우리의 추론 모델의 유용성을 나타

냈다. 또한,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분자 가설로서의 후보 miRNA는 향후 실험을 안내하기 위해 나열

되었다. 예측된 결과는 추가 연구를 위해 발표되었다. 우리는 이 연구가 약물-질병 연관성 예측에 

대한 이해와 약물 재창출 시 miRNA의 역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표도면

https://doi.org/10.1155/2015/406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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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Bioinformatics, Volume 30, Issue 20, 15 October 2014, Pages 2923–2930
논문명

Drug repositioning by integrating target information through a heterogeneous 

network model

기관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외 다수

저자 Wenhui Wang 외 다수

공개일 2014-06-27

DOI https://doi.org/10.1093/bioinformatics/btu403

요약

동기: 네트워크 의학의 등장은 질병의 분자 복합성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와 보다 완전한 이해를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신약 대상을 파악하고 약물 재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질

병들 간의 새로운 관계를 확립하는 유망한 도구로 작용한다. 여러 출처와 여러 라벨의 정보를 통

합하여 약물 재창출하는 계산적 접근방식은 시스템 수준에서 약물, 타겟, 질병 유전자와 질병 사

이의 복잡한 관계에 큰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결과: 본 논문에서는 이종 네트워크 모델을 기반으로 한 연산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질병, 약물, 

약물 목표물에 관한 기존의 오믹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약물 재창출 접근법을 적용했다. 프레임워

크의 새로운 점은 질병-약물 쌍 사이의 강도가 약물 타겟 정보를 통합한 이기종 그래프의 반복 알

고리즘을 통해 계산된다는 사실에 있다. 포괄적인 실험 결과를 보면 제안된 접근법이 최근 몇 가

지 접근법을 크게 능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례 연구들은 그것의 실질적인 유용성을 더 잘 

보여준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https://doi.org/10.1093/bioinformatics/btu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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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코드 CN 특허번호 CN111081316A

발명의 명칭 Method and device for screening new canopy pneumonia candidate medicine

출원인 元码基因科技(北京)股份有限公司
발명자 彭利红 | 杨家亮 | 田埂 | 董如一 | 鹿晴晴 | 郎继东 | 梁乐彬
출원번호 2020-10216192 출원일 2020.03.25

공개번호 111081316 공개일 2020.04.28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 메인 IPC G16B-020/30

패밀리 CN111081316A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5e5795f0-0e19-497e-92a5-f10df09fc1e9

요약

본 발명은 신종 폐렴 약물 스크리닝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바이러스 간의 서열 

유사성 정보와 약제화학 구조 간의 구조적 유사성 정보를 얻는 것에 기초하여, 바이러스 서열 유

사성 및 약물 유사성에 따른 이종망을 구축하고, 구축된 데이터 세트에 대해 random walk 알고리

즘을 이용하여 트레이닝을 수행하여 새로운 관상 동맥 폐렴 약물 선별 모델을 얻는다. 본 발명의 

상기 약물 스크리닝 모델에 기초하여, 신종 폐렴과 관련된 약물을 효과적으로 스크리닝할 수 있

다. 본 발명의 방법은 신종 폐렴 약물의 개발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종 폐렴 약물

의 스크리닝 속도 및 정확도가 다른 생물정보학 분야에 적용되는 대타겟인 방법을 넘어선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바이러스 전 게놈 서열 유사성, 약물 화학적 구조 유사성 및 바이러스-약물 관련 데이

터를 이용한 기계 학습 기반의 스크리닝 방법에 있어서, 

(1) 바이러스 데이터베이스에서 목적 바이러스와 유사한 바이러스를 스크리닝하는 단계; 

상기 목적 바이러스 및 상기 유사한 바이러스로 구성된 바이러스 라이브러리를 구성하는 단계; 

상기 바이러스 라이브러리에서 상기 목적 바이러스를 제외한 각각의 바이러스와 관련된 약물로 구

성된 약물 라이브러리를 스크리닝하는 단계; 및 

상기 바이러스 라이브러리의 각각의 바이러스 및 대응하는 약물로 구성된 바이러스-약물 관련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바이러스-약물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항 RNA 바이러스 약물 스크리닝 방법.

(2) 바이러스 전체 유전체 서열 유사성 및 약물 화학 구조 유사성을 연산하는 단계는,

상기 방법은 바이러스 라이브러리의 각 바이러스의 전체 유전체 서열을 획득하고, 

다서열 비교를 통해 상기 바이러스 중 각 바이러스 간의 서열 유사성을 연산하고, 

약물의 화학 구조에 따라 상기 약물 라이브러리의 각 약물 간의 확장된 연결성 지문을 연산하여, 

약물 화학 구조 유사성을 연산하는 단계; 및

(3) 전체 게놈 서열 유사성, 약품 화학 구조 유사성 및 바이러스-약물 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되

풀이하는 random walk 모델에 기초하여 선별 모델을 구축하고, 훈련을 통해 최적의 모델 파라미터

를 얻는 선별 모델 결정 단계;

(4) 획득한 최적 모델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재부팅된 random walk 모델을 실행하여, 

목표 바이러스 및 상기 약물 라이브러리의 각 약물의 목표 바이러스-약물의 점수 순위를 획득하

고, 

상기 점수 순위에 따라 목표 바이러스의 후보 약물을 선별한다.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5e5795f0-0e19-497e-92a5-f10df09fc1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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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9 구분 피인용특허

기술 분류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세부분류

4-4. 포괄적 상호관계 

분석

국가코드 CN 특허번호 CN109712678B

발명의 명칭 Relationship prediction method, device and electronic device

출원인
ACAD OF MILITARY SCIENCES PLA CHINA ACAD OF MILITARY MEDICAL 

SCIENCES

발명자 何松 | 伯晓晨 | 宋欣雨 | 文昱琦 | 杨晓曦 | 刘祯
출원번호 2018-11516860 출원일 2018.12.12

공개번호 109712678 공개일 2019.05.03

등록번호 109712678 등록일 2020.03.06

법적상태 - 메인 IPC G16C-020/50

패밀리 CN109712678B, CN109712678A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1cbef43f-b092-4e97-970a-dccf12dbe79c

요약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복수의 약물 단일 속성 유사성 네트워크, 복수의 타겟 단일 속성 유사성 네

트워크, 복수의 질병 단일 속성 유사성 네트워크 및 복수의 질병 단일 속성 유사성 네트워크를 각

각 융합하여 융합 약물 유사성 네트워크, 융합 타겟 유사성 네트워크 및 융합 질병 유사성 네트워

크를 얻는 단계; 융합 약물 유사성 네트워크, 융합 타겟 유사성 네트워크 및 융합 질병 유사성 네

트워크에 따라 3차 heterogeneous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단계; 및 3차 heterogenous 네트워크의 네

트워크 노드를 예측하여 제1 연관 관계를 얻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1 연관 관계는 제1 약 타

겟 연관 관계, 제1 약 관련 관계, 제1 약 관련 관계 및 제1 타겟 관련 관계를 포함한다. 이를 통

해, 약물-타겟-질환 3차 관계 정보를 충분히 검색할 수 있어, 약물, 질환 및 타겟 속성의 유사성 

네트워크를 융합하여 단일 속성 사용에 따른 편성으로 인해 예측 결과의 정확성에 영향을 주지 않

는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약물, 타겟, 질병 각각의 속성에 따라 복수의 약물 단일 속성 유사성 네트워크, 복수의 

타겟 단일 속성 유사성 네트워크, 복수의 질병 단일 속성 유사성 네트워크를 각각 구축하는 단계; 

및 

상기 복수의 질병 단일 속성 유사성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관계 예측 방법. 상기 

복수의 약물 단일 속성 유사성 네트워크, 상기 복수의 타겟 단일 속성 유사성 네트워크, 상기 복

수의 질병 단일 속성 유사성 네트워크 각각을 융합하여 융합 약물 유사성 네트워크, 융합 타겟 유

사성 네트워크, 융합 질병 유사성 네트워크를 얻는 단계; 

상기 융합 약물 관련 유사성 네트워크, 상기 융합 대상 유사성 네트워크 및 상기 융합 질환 유사

성 네트워크에 따라 3차 heterogenous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단계; 

상기 3차 heterogenous 네트워크의 노드를 예측하여 제1 연관 관계를 얻고, 상기 제1 연관 관계에

는 제1 약제 연관 관계, 제1 약제 연관 관계, 제1 타겟 연관 관계가 포함되며, 약물, 타겟, 및 질환 

각각의 속성에 따라, 복수개의 약물 단일 속성 유사성 네트워크, 복수개의 타겟 단일 속성 유사성 

네트워크, 및 복수개의 질환 단일 속성 유사성 네트워크를 각각 구축하는 단계는, 약물에 대해, 부

작용, 약물 구조, 물품화 성질, 치료 속성을 기반으로 4개의 약물 단일 속성 유사성 네트워크를 구

축하는 단계; 및 타겟에 대해, 타겟의 공통 통로,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 네트워크의 토폴로지 거

리, 유전자 온톨로지 이론, 단백질 서열을 기반으로 하여, 4개의 타겟 단일 속성 유사성 네트워크

를 구축하며; 질환의 공통 경로, 질환 온톨로지 이론, 증상을 기반으로 3개의 질환 속성 유사성 네

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돌아가기

https://www.keywert.com/detail?uuid=1cbef43f-b092-4e97-970a-dccf12dbe7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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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9 구분 피인용특허

기술 분류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세부분류 4-4. 포괄적 상호관계 분석

국가코드 CN 특허번호 CN109637595A

발명의 명칭 Drug repositioning method, device, electronic equipment storage medium

출원인
INST OF MILITARY MEDICINE OF ACADEMY OF MILITARY SCIENCES PLA 

CHINA

발명자
BO XIAOCHEN | HE SONG | WEN YUQI | SONG XINYU | LIU ZHEN | YANG 

XIAOXI

출원번호 2018-11521644 출원일 2018.12.12

공개번호 109637595 공개일 2019.04.16

등록번호 109637595 등록일 2020.04.10

법적상태 - 메인 IPC G16C-020/50

패밀리 CN109637595A, CN109637595B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534a4345-65d8-40c7-b53d-47bdf719c239

요약

본 발명은 약물 재창출 방법, 장치, 전자 장치 및 저장 매체에 관한 것으로서, 생물정보학 기술 분

야에 속한다. 상기 약물 재창출 방법은, 상이한 차원에서의 약물 유사도 네트워크를 획득하는 단

계; 유사성 네트워크 융합 알고리즘을 통해 상이한 차원에서의 약물 유사도 네트워크를 하나의 목

표 약물 유사도 네트워크로 융합하는 단계; 및 미리 설정된 규칙을 통해 상기 목표 약물 유사도 

네트워크 중에서 약물 재창출 조건을 만족시키는 약물을 약물 재창출의 후보 약물로서 스크리닝하

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출원의 실시예에서, 상이한 차원으로부터 약물 유사도 네트워크를 취득하

고, 또한 각 차원에서의 약물 유사도 네트워크를 융합하며, 다시 융합 후의 약물 유사도 네트워크

를 기반으로 약물 재창출 진행하고, 단일 속성을 사용하여 약물 재창출에 의한 편성을 감소하여 

약물 재창출의 신뢰성을 보장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상이한 차원에서의 약물 유사도 네트워크를 획득하는 단계;유사 네트워크 융합 알고리

즘을 통해 상이한 차원에서의 약물 유사도 네트워크를 하나의 목표 약물 유사도 네트워크로 융합

하는 단계; 사전 설정된 규칙을 통해 상기 목표 약물 유사도 네트워크 중에서 약물 재창출 조건을 

만족시키는 약물을 스크리닝하여 약물 재창출의 후보 약물로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약물 재창출 

방법.

돌아가기

https://www.keywert.com/detail?uuid=534a4345-65d8-40c7-b53d-47bdf719c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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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9
구분

관련 특허

피인용특허 

기술 분류

5. 임상데이터/의료기록

에 기반한 접근법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세부분류 4-4. 포괄적 상호관계 분석

국가코드 CN 특허번호 CN109585024A

발명의 명칭 Data mining method and device, storage medium and electronic equipment

출원인 GOLD PANDA CO LTD

발명자 YAN JUN | WANG LEI

출원번호 2018-11351545 출원일 2018.11.14

공개번호 109585024 공개일 2019.04.05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 메인 IPC G16H-050/70

패밀리 CN109585024A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9d6ed060-2c8b-4094-a536-83df236937d2

요약

본 발명은 컴퓨터 기술 분야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데이터 마이닝 방법 및 장치, 저장 매체, 전자 

장치에 관한 것이다. 상기 방법은, 알려진 질병 약물 관계에 따라, 말뭉치(corpus)에서 관계 템플릿

을 마이닝하는 단계; 상기 관계 템플릿에 따라, 상기 말뭉치(corpus)에서 새로운 질병 약물 관계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새로운 질병 약물 관계에 따라 질병 약물 관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단계; 상

기 질병 약물 관계 네트워크 내에서 잠재적 질병 약물 관계를 마이닝하는 단계; 실제 의료 데이터 

내의 질병 약물 관계 기록을 통해, 상기 잠재적 질병 약물 관계에 대하여 검증을 수행하고, 검증

을 통한 상기 잠재적 질병 약물 관계를 목표 질병 약물 관계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본 발명

은 잠재적 질병 약물 관계를 발굴하기 위한 비용을 크게 낮추고, 마이닝 효율을 향상시키고, 잠재

적 질병 약물 관계의 마이닝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또한, 잠재적 질병 약물 관계의 검증 정확도와 

검증 효율을 향상시키고, 검증 비용을 감소시킨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알려진 질환 약물의 관계에 근거하여 말뭉치(corpus)에서 관계 템플릿을 마이닝

(Picking)하는 단계; 상기 관계 템플릿에 근거하여 상기 말뭉치(corpus)에서 새로운 질환 약물의 관

계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새로운 질환 약물의 관계에 근거하여 질환 약물의 관계 네트워크를 구

축하는 단계; 상기 질환 약물의 관계 네트워크에서 잠재적 질환 약물의 관계를 마이닝(Picking)하는 

단계; 실제 의료 데이터 내의 질환 약물의 관계 기록을 통해, 상기 잠재적 질환 약물의 관계를 검

증하고, 검증된 상기 잠재적 질환 약물의 관계를 목표 질환 약물의 관계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데이터 마이닝 방법.

돌아가기
(10번 데이터)

돌아가기
(11번 데이터)

https://www.keywert.com/detail?uuid=9d6ed060-2c8b-4094-a536-83df236937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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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0 구분 중심특허

기술 분류
5. 임상데이터/의료기록

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국가코드 KR 특허번호 KR1783689B

발명의 명칭

질병 및 약물 특이적 임상 변수의 상보성을 활용한 신약 재창출 기법 및 

장치(method and apparatus inferring new drug indication using the 

complementarity between disease signatures and drug effects)

출원인 재단법인 전통천연물기반 유전자동의보감 사업단 | 한국과학기술원

발명자 이도헌 | 장동진

출원번호 2015-0086898 출원일 2015.06.18

공개번호 2016-0149620 공개일 2016.12.28

등록번호 1783689 등록일 2017.09.26

법적상태 등록 메인 IPC G06F-019/00

패밀리 KR101783689B1, KR20160149620A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f256d30c-253e-41c9-adda-010f102994b5

요약

 본 발명은 질병 및 약물 특이적 임상 변수의 상보성을 활용한 신약 재창출 기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 1저장부(100)에 임상학적 변수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질병 특이적 임상학적 

특징 벡터(10)가 저장되는 단계(S100); 제 2저장부(200)에 약물 투여시 나타나는 임상학적 변수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약물 특이적 임상학적 효과 벡터(20)가 저장되는 단계(S200); 비교부(300)가 상기 

질병 특이적 임상학적 특징 벡터(10)와 약물 특이적 임상학적 효과 벡터(20)의 임상학적 변수가 가

지는 방향성을 비교하는 단계(S300); 비교부(300)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약물이 상기 질병에 대

해 약효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S400);를 포함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질병 상태에서 임상학적 변수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질병 특이적 임상학적 특징 벡터(10)

를 생성하여 저장하는 제 1저장부(100);약물 투여시 나타나는 임상학적 변수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약물 특이적 임상학적 효과 벡터(20)를 생성하여 저장하는 제 2저장부(200);상기 질병 특이적 임상

학적 특징 벡터(10)와 상기 약물 특이적 임상학적 효과 벡터(20)의 임상학적 변수가 가지는 방향성

을 비교하는 비교부(300); 및 상기 비교부(300)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약물이 상기 질병에 대해 

약효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판단부(400)를 포함하고, 상기 판단부(400)는상기 질병 특이적 임

상학적 특징 벡터(10)와 상기 약물 특이적 임상학적 효과 벡터(20) 사이의 상보성을 활용하여 신약 

재창출 지수를 산출하고, 상기 신약 재창출 지수는 하기 수식으로 정의되는 질병 및 약물 특이적 

임상 변수의 상보성을 활용한 신약 재창출 기법에 대한 장치.(여기서, ScoreDisease-Drug : 신약 재

창출 지수,α:사용자에 의해 설정된 상보성 점수에 대한 가중 인자, C: 질병과 약 사이의 상보성을 

가지는 임상학적 변수의 숫자, A: 질병 특이적 임상학적 특징 벡터에서는 UP 또는 DOWN에 해당하

고, 약물 특이적 임상학적 효과 벡터에서는 ASSOCIATION 방향성 정보를 갖는 임상학적 변수의 숫

자, CV: 임상학적 벡터, C(CVDisease, CVDrug): 질병 특이적 임상학적 특징 벡터와 약물 특이적 임

상학적 효과 벡터 사이의 상보성 점수, A(CVDisease, CVDrug): 질병 특이적 임상학적 효과 벡터 사

이의 ASSOCIATION 점수이다.)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f256d30c-253e-41c9-adda-010f102994b5


- 94 -

돌아가기



- 95 -

코드 02 구분 관련 논문

기술 분류
5. 임상데이터/의료기록

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논문정보 Scientific Reports volume 5, Article number: 8580 (2015) 

논문명
Repurpose terbutaline sulfate for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using 

electronic medical records

기관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외 다수

저자 백효정 외 다수

공개일 2015-03-05

DOI https://doi.org/10.1038/srep08580

요약

계산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승인된 약물에 대해 새로운 질병에의 적용을 예측하는 것은 주로 약물

과 질병의 유전학적 서명에 기초해 왔다. 우리는 다양한 유전학적 서명에 더해 53만 명 이상의 환

자로부터 얻은 9.4 메가 이상의 실험실 데이터을 포함하여 3차 병원으로부터 획득된 13년 이상의 

전자 진료 기록으로부터 추출한 임상 서명을 이용하는 약물 재배치 방법을 제안한다. 17,000개 이

상의 공지의 약물-질병 연관성을 사용한 교차 검증은 이 접근법이 유전학적 서명과 잘 알려진 

"guilt-by-association" 방법에 기초한 다양한 예측 모델을 능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이 예측은 천식에 널리 사용되는 terbutaline sulfate이 치료법이 거의 없는 근위축성 측경화증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의 유망한 약물 후보라는 것을 암시한다. 제브라피쉬(zebrafish) 모델을 

이용한 인 비트로(in vitro) 테스트에서 terbutaline sulfate은 용량 의존적인 방식으로 액손과 신경근 

접합부 변성을 방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제브라피쉬 모델에서 엑손과 신경근 접합부 변질이 이

미 발생한 경우에도 terbutaline sulfate의 치료 잠재력이 관찰되었다. β2-아드레날린 수용체 길항제

인 butoxamine을 이용한 요법은 terbutaline sulfate의 효과가 β2-아드레날린 수용체 활성화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코멘트

https://doi.org/10.1038/srep0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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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2 구분 관련 논문

기술 분류
5. 임상데이터/의료기록

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논문정보 J Am Med Inform Assoc. 2015 Jan; 22(1): 179–191.
논문명

Validating drug repurposing signals using electronic health records: a case 

study of metformin associated with reduced cancer mortality

기관 The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Biomedical Informatics 외 다수

저자 Hua Xu 외 다수

공개일 2014-07-22

DOI https://doi.org/10.1136/amiajnl-2014-002649

요약

목적: 기존 약품의 새로운 적응증을 찾아내는 약물 재창출은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 연구

의 목표는 암 사망률의 감소와 metformin의 약물 재창출 연관성을 효율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전자 

건강 기록(EHR)과 자동화된 정보 전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방법: Vanderbilt University Medical Center와 Mayo Clinic으로부터 획득된 두 개의 대용량 EHR을 그

들의 종양 레지스트리에 연결함으로써, 우리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Vanderbilt에서 암 진단을 

받은 32,415명의 성인과 Mayo에서의 79,258명의 암환자를 포함한 코호트를 만들었다. 자동화된 정

보학 방법을 사용하여 암 코호트 내에서 제2형 당뇨병 환자를 추가로 식별하고, 이들의 약물 노출 

정보 및 흡연 상태와 같은 기타 변수(covariaties)들을 파악했다. 그런 다음 계층화된 Cox 

proportional hazard 모델을 사용하여 모든 원인 사망률 및 관련 95% CI에 대한 HR을 추정했다. HR

은 진단 연령, 성별, 인종, 체질량 지수, 담배 사용량, 인슐린 사용량, 암 유형, non-cancer 

Charlson comorbidity 지수에 따라 조정된 metformin 용량에 따라 추정되었다.

결과: 전체 Vanderbilt 암 환자 중 metformin은 전체 사망률이 다른 경구용 저혈당 약물(HR 0.78; 

95% CI 0.69~0.88)에 비해 22% 감소하고, 인슐린만 사용한 2형 당뇨병 환자(HR 0.61; 95% CI 

0.50~0.73)에 비해 39% 감소했다. metformin을 사용한 당뇨병 환자도 당뇨병 환자가 아닌 환자(HR 

0.77; 95% CI 0.71~0.85)에 비해 생존율이 23% 향상됐다. 이러한 연관성은 Mayo Clinic EHR 데이터

를 사용하여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유방, 대장, 폐 및 전립선을 포함한 많은 특정 부위암의 경우, 

적어도 한 종류의 EHR에서 metformin 사용으로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EHR 데이터는 metformin의 사용이 metformin을 사용하지 않은 당뇨병 환자 및 당뇨가 아닌 

암 환자에 비해 암 진단 후 사망률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제안하여 화학 요법적 섭생으로서의 잠

재력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EHR 데이터를 이용한 약물 재창출 신호에 대한 강력하고 값싼 유효성 

검사 연구를 위한 모델 역할을 한다.
코멘트

https://doi.org/10.1136/amiajnl-2014-002649


- 98 -

돌아가기



- 99 -

코드 03 구분 동일 발명자의 특허

기술 분류
5. 임상데이터/의료기

록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국가코드 KR 특허번호 KR101837712B1

발명의 명칭
약물 간의 상호 작용 예측 방법(method of predicting interaction between 

drugs)

출원인 재단법인 전통천연물기반 유전자동의보감 사업단 | 한국과학기술원

발명자 이도헌 | 유선용

출원번호 2017-0091627 출원일 2017.07.19

공개번호 - 공개일 2018.03.12

등록번호 1837712 등록일 2018.03.06

법적상태 등록 메인 IPC G06F-019/00

패밀리 KR101837712B1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6668d60b-25fc-4aa6-bbe9-2f013df86591

요약

본 발명은 컴퓨터를 이용한 시스템에 구비된 복수의 수단을 이용해 시스템 상에서 약물 간의 상호 

작용을 예측하는 방법으로서, 제1 수단이, 복수의 표적 간의 연결 관계를 정의한 분자 네트워크 

상에 약물을 작용시키면, 네트워크 신호 전파 알고리즘에 의해 약물의 효과가 복수의 표적 간에 

전파되어 각 표적에 대한 약물의 효과 값이 산출되는 제1 단계와, 제2 수단이, 복수의 표현형을 

각각 유발하는 복수의 표적에 대한 약물의 효과 값을 합하여, 복수의 표현형에 대한 제1 약물 효

능 전파 값을 산출하는 제2 단계와, 제3 수단이, 제1 약물 효능 전파 값을 분자 네트워크의 특성

을 기초로 정규화하여, 복수의 표현형 중 약물이 발현되는 표현형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제1 

약물 표현형 벡터를 추론하는 제3 단계를 포함하는 약물 간의 상호 작용 예측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제4 수단이, 검증 정보를 기초로 복수의 표현형 중 약물이 발현되는 표현형을 확인할 수 있

는 지표인 제2 약물 표현형 벡터를 생성하는 제4 단계와, 제5 수단이 제1 약물 표현형 벡터 및 제

2 약물 표현형 벡터를 조합하여 제3 약물 표현형 벡터를 생성하는 제5 단계와, 제6 수단이 복수의 

표현형 간 연결 관계를 정의한 표현형 네트워크 상에서 제3 약물 표현형 벡터를 복수의 표현형에 

대응시키는 제6 단계와, 제7 수단이, 질의 약물 쌍의 제3 약물 표현형 벡터와, 표현형 네트워크 상

에서 복수의 표현형 간 연결 차수를 기초로 질의 약물 쌍의 표현형 별 상호 작용 값을 산출하는 

제7 단계와, 제8 수단이 표현형 별 상호 작용 값을 합산하여 약물 상호 작용 가능 값을 산출하는 

제8 단계와 제9 수단이 약물 상호 작용 가능 값을 표준화하여 약물 상호 작용 값을 산출하는 제9 

단계를 더 포함하는 약물 간의 상호 작용 예측 방법을 제공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컴퓨터를 이용한 시스템에 구비된 복수의 수단을 이용해 상기 시스템 상에서 약물 간의 

상호 작용을 예측하는 방법으로서, 제1 수단이, 복수의 표적 간의 연결 관계를 정의한 분자 네트

워크 상에 상기 약물을 작용시키면, 네트워크 신호 전파 알고리즘에 의해 상기 약물의 효과가 상

기 복수의 표적 간에 전파되어 상기 각 표적에 대한 상기 약물의 효과 값이 산출되는 제1 단계;제

2 수단이, 복수의 표현형을 각각 유발하는 상기 복수의 표적에 대한 상기 약물의 효과 값을 합하

여, 상기 복수의 표현형에 대한 제1 약물 효능 전파 값을 산출하는 제2 단계; 및 제3 수단이, 상기 

제1 약물 효능 전파 값을 상기 분자 네트워크의 특성을 기초로 정규화하여, 상기 복수의 표현형 

중 상기 약물이 발현되는 표현형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제1 약물 표현형 벡터를 추론하는 제3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약물 간의 상호 작용 예측 방법은 상기 제1 약물 표현형 벡터를 기초로 상

기 약물 간의 상호 작용을 예측하는 약물 간의 상호 작용 예측 방법.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6668d60b-25fc-4aa6-bbe9-2f013df86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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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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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3 구분 동일 발명자의 특허

기술 분류
5. 임상데이터/의료기

록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국가코드 KR 특허번호 KR20160149624A

발명의 명칭

약물 사이의 공통성에 기반한 약력학적 약물 상호 작용 예측 방법 및 장

치(method and apparatus predicting pharmacodynamic drug-drug 

interactions by the commanlity between drugs)

출원인 재단법인 전통천연물기반 유전자동의보감 사업단 | 한국과학기술원

발명자 이도헌 | 박경현

출원번호 2015-0086903 출원일 2015.06.18

공개번호 2016-0149624 공개일 2016.12.28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적상태 공개 메인 IPC G06F-019/00

패밀리 KR20160149624A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9a114fcd-afbf-404d-812f-4c54c8522675

요약

본 발명은 약물 사이의 공통성에 기반한 약력학적 약물 상호 작용 예측 방법및 장치로서 약력학적 

약물 상호 작용 데이터를 통하여 약물 상호 작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제 1단계(S100); 상기 네트

워크 상의 적어도 두 개의 약물 사이의 약력학적 상호 작용을 산출하는 제 2단계(S200); 산출된 상

기 적어도 두 개의 약물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스코어를 계산하는 제 3단계(S300);를 포함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약력학적 약물 상호 작용 데이터를 통하여 약물 상호 작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제 1단

계(S100);상기 네트워크 상의 적어도 두 개의 약물 사이의 약력학적 상호 작용을 산출하는 제 2단

계(S200);산출된 상기 적어도 두 개의 약물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스코어를 계산하는 제 3단계

(S300);를 포함하는 약물 사이의 공통성에 기반한 약력학적 약물 상호 작용 예측 방법.

대표도면

돌아가기

https://www.keywert.com/detail?uuid=9a114fcd-afbf-404d-812f-4c54c852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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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7 구분 인용특허

기술 분류
5. 임상데이터/의료기

록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국가코드 KR 특허번호 KR100692319B1

발명의 명칭

단백질 상호작용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새로운 질병관련유전자 선정방법

(the finding method of new disease-associated genes through analysis of 

protein-protein interaction network)

출원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발명자 김영주 | 황소현 | 손승우 | 김상철 | 정하웅 | 윤유식 | 이도헌

출원번호 2006-0016120 출원일 2006.02.20

공개번호 - 공개일 2007.03.12

등록번호 0692319 등록일 2007.03.02

법적상태 소멸 메인 IPC C12Q-001/68

패밀리 KR100692319B1

LINK https://www.keywert.com/detail?uuid=54ff9eef-93d5-46c1-a864-f704b2bf0cc9

요약

본 발명은 각각의 질병마다 잘 알려진 질병유전자들과 질병관련 문헌정보, 유전자 발현 정보 및 

단백질 상호작용 정보로부터 단백질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통계 물리적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새로운 질병관련 유전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a) 특정 질병관련 

유전자에 관한 문헌정보 데이터로부터 후보 유전자를 선정하는 단계; (b) 특정 질병관련 유전자 발

현 정보의 실험데이터로부터 정규성을 확인하여 유의한 데이터로부터 후보 유전자를 선정하는 단

계; (c) 단백질 상호작용 정보 데이터로부터 상기 (a) 및 (b)에서 선정된 후보 유전자와 단백질 간

의 단백질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생성하는 단계; (d) 상기 단백질 상호작용 네트워크의 노드를 분석

하는 단계; 및 (e) 상기 분석결과를 점수화하여 질병관련 유전자를 선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정 질병관련 유전자 선정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생물정보 데이터로부터 단백질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

여 특정 질병관련 유전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질병관련 유전자에 관한 문헌정보 데이터로부터 후보 유전자를 선정하는 단계; 

(b) 질병관련 유전자 발현 정보의 실험데이터로부터 정규성을 확인하여 유의한 데이터로부터 후보 

유전자를 선정하는 단계; 

(c) 단백질 상호작용 정보 데이터로부터 상기 (a) 및 (b)에서 선정된 후보 유전자와 단백질 간의 단

백질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생성하는 단계;

(d) 상기 단백질 상호작용 네트워크의 노드를 분석하는 단계; 및

(e) 상기 분석결과를 점수화하여 질병관련 유전자를 선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기존 문헌정보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질병관련 유전자 선정 방법.

대표도면

https://www.keywert.com/detail?uuid=54ff9eef-93d5-46c1-a864-f704b2bf0c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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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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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8 구분 인용 논문 

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1. 바인딩 어피니티

논문정보 Proteins, 2010 Mar;78(4):1026-39

논문명 Predicting protein complex geometries with a neural network

기관 Freie Universität Berlin
저자 Myong-Ho Chae 외 3명

공개일 2009-10-08

DOI https://doi.org/10.1002/prot.22626|

요약

단백질 도킹 문제의 주요 과제는 비-복합체의(noncomplexted) 단백질 구조(언바운드 도킹)로 생성

된 다수의 비원성(non‐native) 기하학적 구조(decoys)와 네이티브(native) 단백질 복합체의 기하학적 

구조를 구별할 수 있는 스코어링 기능을 정의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백질 복합체의 기하학

적 구조를 예측하기 위해 다수의 디코이(decoy)의 원자-쌍 거리 분포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하는 

신경망을 구축했다. 우리는 도킹 예측이 두 가지 다른 유형의 극성 수소 원자를 사용하여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신경망을 훈련시키기 위해, 185 개의 단백질 복합체 각각에 균

등한 거리 분포를 갖는 2000개의 네이티브 디코이가 사용되었다. 신경망은 각 복합체마다 단백질 

복합체 ID 입력 뉴런(identity input neuron)을 추가로 이용해 서로 다른 단백질 복합체의 정보를 정

규화한다. 신경망의 매개변수는 토착 복합 구조물의 근방에 있는 점수 깔때기를 모방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다. 신경망 접근방식은 스코어링을 위한 지식 기반의 에너지 기능(knowledge‐based energy 
functions for scoring)을 도출하는 데 발생하는 참조 상태 문제(reference state problem)를 방지한다. 

우리는 거리 의존적인 원자-쌍 전위가 단순한 원자-쌍 접촉 전위보다 훨씬 더 잘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의 스코어링 기능을 ZDOCK 3.0, ZRANK, ITScore-PP, EMPIRE 및 RosettaDock과 같은 

다른 경험적 및 지식 기반 스코어링 기능과 비교하였다. 방법의 단순성과 기능적 형태에도 불구하

고, 우리의 신경망 기반 스코어링 기능은 단백질의 견고한 결합되지 않은 도킹에서 합리적인 성능

을 달성한다.

대표도면

https://doi.org/10.1002/prot.2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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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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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8 구분 인용 논문 

기술 분류 1. 타겟 중심의 접근법 세부분류 1-1. 바인딩 어피니티

논문정보 J Chem Inf Model. 2010 Nov 22;50(11):2041-52.

논문명
Analyzing the topology of active sites: on the prediction of pockets and 

subpockets

기관 University of Hamburg 외 1

저자 Andrea Volkamer 외 3명

공개일 2010-10-14

DOI https://doi.org/10.1021/ci100241y

요약

단백질 활성 부위의 자동 예측은 대규모 단백질 기능 예측, 분류, 약효 추정치에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처리에서 비롯되는 가우스(DoG, Difference of Gaussian) 접근법에 근거해 

단백질 내 활성 부위를 예측하는 새로운 구조 기반 방법인 DoGsite 를 제시한다. 기존 방식과 달리 

DoGSite 는 예측된 포켓을 서브 포켓으로 쪼개어 활성 사이트의 토폴로지에 대한 정교한 설명을 

보여준다. DoGSite 는 PDBind 및 scPDB 데이터 세트의 92% 이상을 위한 바인딩 포켓을 올바르게 

예측하여 사용 가능한 최고의 성능 방법과 일치한다. PDBind 데이터 세트의 63%에서는 검출된 

포켓을 소형 서브 포켓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공결정화된(cocrystallized) 리간드는 예측의 87%에서 

정확히 하나의 서브 포켓에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쌍방향(pairwise) 리간드와 포켓 커버리지를 

감안하여 보다 정밀한 예측 성능 측정법을 도입한다. 90%의 경우 DoGSite 는 리간드의 절반 

이상을 포함하는 포켓을 예측한다. 70%의 경우 추가로 각각의 포켓의 4 분의 1 이상을 

공결정화된(cocrystallized) 리간드로 덮여 있다. 서브 포켓을 고려하면 커버리지가 증가하여 후자의 

경우 83%의 성공률을 보인다.

대표도면

돌아가기

https://doi.org/10.1021/ci100241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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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6 구분 동일 출원인의 논문 

기술 분류
4. 약물 또는 질병의 유

사성에 근거한 접근법
세부분류 4-3. 약물 간 연관성

논문정보
Proceedings: AACR Annual Meeting 2019; March 29-April 3, 2019; Atlanta, 

GA

논문명
Abstract 3744: Repurposing the neuroprotective agent dimethyl fumarate 

against white matter damage and cognitive decline after radiotherapy

기관 Georgetown University

저자 Alexandra Taraboletti, Albert J. Fornace

공개일 2019-07

DOI https://cancerres.aacrjournals.org/content/79/13_Supplement/3744

요약

방사선 치료(RT)는 전이성 뇌종양, 가장 흔하게는 교모세포종 다형종(GBM) 치료에 중요한 도구이

지만,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환자는 상당한 인지장애를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뇌종양에서 생존하

는 성인 환자의 최대 50%-90%에서 3~6개월 내에 방사선 유도 인지장애가 발생한다. IR로 인한 뇌

손상은 골수성 과두정맥세포의 상실과 그에 따른 탈수, 혈관염 등으로 인한 백질손상이 특징이다. 

신경 종양학 결과가 생존과 관련된 경우가 많지만, 환자의 삶의 질(QOL)을 보존하고 개선하기 위

해 IR 치료 후 방사선 유도 감소를 개선하고 이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올리고덴드로사

이트 세포(oligodendrocyte)와 교모세포에서 RT로 인한 손상과 탈수증을 수정하기 위해 확립된 신경

보호제인 디메틸 후마레이트(DMF)의 능력을 조사한다. 우리의 시험관내 연구는 DMF가 낮은 선량

(10nM)에서는 각 세포 유형에서 반대로 작용하지만, 고농도(100µM)에서는 종양과 정상 모델 모두

에서 독성을 입증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DMF는 방사선 조사 후 올리고덴드로사이트에서 생

존율을 증가시켰다. 대사학(metabilomics)을 이용하여, 우리는 또한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세포가 RT

를 이용한 DMF 치료에 대응하여 TCA 사이클 매개체를 상향 조정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연구는 

DMF를 이용한 생체내 투여와 타이밍 전략이 RT 이후 ROS 주도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세포의 손실

과 염증을 멈추게 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DMF는 환자의 QOL을 촉진하면서 방사선 유

도 감소를 개선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유망한 치료법이다.

돌아가기

https://cancerres.aacrjournals.org/content/79/13_Supplement/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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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2 구분 관련 논문

기술 분류
5. 임상데이터/의료기록

에 기반한 접근법
세부분류

논문정보 Bioinformatics. 2013 Aug 15;29(16):2017-23.

논문명
Inferring disease association using clinical factors in a combinatorial manner 

and their use in drug repositioning

기관 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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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인간의 질병 사이에는 복잡한 생리적 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질병 연관성의 식별은 질병 관리 

및 진단의 새로운 방법을 제공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수많은 연구가 질병 연관성을 조사했으며,

생물학적 시스템의 주된 특성인 생리적 요인의 조합 효과는 대부분의 이전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

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 건강 영양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질병 관련 임상 요인을 조합하여 고

려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질병 연관성을 추론하고 그 결과를 질병 네트워크로 제시한다. 여기에서 

연관 규칙 마이닝 알고리즘 인 FP- 성장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각 질병의 임상 속성 조합 프로파

일을 생성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26 개 질병에서 자주 발견되는 22 개의 임상 위험 속성 조합

을 특성화했다. 또한, 우리는이 연구의 결과가 약물 재배치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

련하여 기존의 다른 질병 네트워크를 능가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약물 재배치에 대한 

새로운 후보로 몇 가지 질병 쌍을 제안하고 문헌에서 연관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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