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 구조 검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본 검색 결과물은 Cortellis Competitive Intelligence 내의 구조 검색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1. 구조 검색은 ‘Quick Search’나 ‘Advanced Search’에서 가능합니다. 세부 검색을 이용할 경우 특정 한가지 보고서 타입 (의약품, 

특허 혹은 문헌)에 한정되어 검색이 이루어집니다. 빠른 검색의 경우 해당 구조에 대한 모든 분야의 리포트 (컨퍼런스, 의약품, 특허 

및 문헌에 대한 동시 검색)에 대하여 검색을 실시합니다.

2. 예를 들어 퀴놀린(quinolines)에 대해 단백질 인산화 효소 저해제로서의 경쟁 환경을 알아보고자 한다면 화면의 흰색 부분을 

클릭하여 그리기 윈도우(drawing window)를 열어 줍니다.

그림 1
구조 검색은 어디서 실시할 수 있나?

그림 2
구조 에디터를 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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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브라우져’ 버튼을 사용하여 해당 구조를 직접 그리거나, 복사하여 붙이거나 혹은 그림으로 삽입하고 ‘transfer’ 버튼을 누릅니다.

4. 단백질 인산화 효소 저해제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려면 그 이름을 아래 텍스트 박스에 입력합니다. 그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상단에서 ‘exact match’, ‘flexible match’, ‘similarity’ 혹은 ‘substructure’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5. 결과 페이지의 좌측에 각 컨텐츠 별로 검색된 보고서의 수가 표시됩니다. 각 보고서를 클릭하여 관심 분야의 검색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화면에 두 번째 컬럼에서는 구조 (Hit Structure)를 보여줍니다.

그림 3
기존에 저장 된 구조물을 브라우징 하는 방법

그림 4
텍스트와 구조 검색 결합 적용

그림 5
결과 테이블에서 구조 표시 방식

 
    

 



 
 

7. 엑셀 혹은 SD 파일 형태로 검색 결과를 ISIS로 보내거나 검색 페이지의 우측 최상단의 버튼에서 저장, alert및 export기능도 

가능합니다.

그림 6
구조 정보 이동 옵션

그림 7
Export, 저장 혹은 Alert 옵션

6. 유사 구조 파악을 원할 경우, 해당 구조 오른편에 있는 아래 화살표 표시를 클릭하여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클립보드에 mol 파일을 

복사하여 Quick search 혹은 Advanced search 상의 또 다른 검색 작업 쪽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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