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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 도킹 시뮬레이션이란?



분자 도킹의 역사

Kuntz	I.	D.,	Blaney J.	M.,	Oatley S.	J.,	Langridge R.,	Ferrin
T.E.	A
geometric	approach	to	macromolecule‐ligand
interactions.	J.	Mol.
Biol.	1982,	161,269‐288

1982년 UCSF의
Irwin D. Kuntz교수
그룹에 의한
A geometric approach to 
macromolecule-ligand
interactions
이라는 논문으로부터 시작



1. 자물쇠-열쇠 모형
(Lock-and-key model)

: 단백질의 결합구조가
자물쇠와 열쇠처럼
들어맞는다.

2. 유도적합 모형
(Induced-fit model)

: 리간드가 결합할 때
단백질의 결합자리의
구조가 변화한다.

1. 자물쇠-열쇠 모형
(Lock-and-key model)

: 단백질의 결합구조가
자물쇠와 열쇠처럼
들어맞는다.

2. 유도적합 모형
(Induced-fit model)

: 리간드가 결합할 때
단백질의 결합자리의
구조가 변화한다.

분자 도킹의 기본 원리



분자 도킹 시 고려사항들

① 단백질 유연성(flexibility)

③ 평가함수(scoring function)

① 단백질 유연성(flexibility)
구조적 유연성을 가진 단백질은 결합 시
에 활성위치가 변형되기도 함

단백질의 구조를 고정시킨 방법(rigid-
protein docking)보다 유연성을 고려하여
계산했을 경우 더욱 정확한 결과를 예측
할 수 있다.

분자 도킹 시 고려사항들

유도적합 모형 (Induced-fit model)



특징 기본원리 장 점 단 점

Soft docking

단백질의유연성
을간접적으로
적용시킨초기

방법

Lennard‐Jones	potential
의

기여도를낮춤
↓

도킹계산시결합위치에서
단백질과리간드의원자가
가까이다가가는것을일부

허용

ㆍ리간드의활동범위
증가로좀더유연한
도킹환경이제공됨.

ㆍ구현방법이
간단하여어렵지
않고컴퓨터계산도
오래걸리지않음

구조적인작은변
화만을고려할수

있음

Rotamer
library 활용

주사슬을고정시
킨채곁사슬의

유연성을고려한
방법

아미노산의곁사슬
구조를모아놓은

rotamer library를활용

국지적이지만
단백질의움직임을

가능하게하여
리간드와의결합력을

증가

ㆍ이전보다컴퓨터
계산시간이소요

ㆍ주사슬의변화는
배제됨

분자 도킹 시 고려사항들

단백질 유연성의 보완 방법



특징 기본원리 장 점 단 점

Monte Carlo 
시뮬레이션 곁사슬뿐만

아니라
주사슬의

유연성까지
고려한방법

난수를반복적으로발생
시키면서모의실험을진행

↓
누적된결과를통계적으로분석

곁사슬뿐만
아니라

주사슬의
유연성까지

고려함,도킹의
정확도
증가

ㆍ계산시간이
너무오래
걸림

ㆍ주사슬이의도
하지않게풀려
버리거나다른
구조로바뀌어
버릴위험이
있음

분자동역학 시
뮬레이션

분자를구성하는모든원자들에
작용하는시간에따른
각원자들의운동을
추적해나가는기법

앙상블
(ensemble)

활용

단백질의
유연성을

고려하면서계
산시간을단축

하기
위한방법

여러가지단백질구조를모아
앙상블제조

↓
앙상블구조를기반으로

평균적인구조를생성하여
도킹에이용

많은시간을
들이지않고서
좀더정확한결
과를도출할수

있음

‐

분자 도킹 시 고려사항들



분자 도킹 시뮬레이션 분자 동역학 시뮬레이션

주어진 시작 구조에서 안정한
구조를 찾을 수 있는가?

모든 가능한 configuration
을 조사하는가?

Yes

단백질-리간드 결합모드
를 알아내는데 적합한가?

Yes No

분자 도킹과 분자 동역학 시뮬레이션



분자 도킹 시 고려사항들

① 단백질 유연성(flexibility)

③ 평가함수(scoring function)

② 탐색 알고리즘 (search algorithm)

초기 도킹 방법에서는
병진자유도(translation degree of freedom) 3개,
회전자유도(rotation degree of freedom) 3개를
합쳐 총 6개의 자유도만 허용한 채 모든 유연성을
배제함.

분자 도킹 시 고려사항들

체계적인 탐색 알고리즘

(systematic search 
algorithms)

확률에 의한 탐색 알고리즘

(stochastic search 
algorithms)

리간드의 유연성을 고려 필요



ᆞ리간드에 대한 구조적
앙상블을 사용

ᆞ리간드를 몇 부분으로
나눈 후 차례로 결합시
키면서 도킹

ᆞ모든 회전 가능한 결합
(bond)을 회전시키면서
리간드 구조를 생성

분자도킹 시 고려사항들

ᆞ 리간드의 모든 자유도를 고려하며 결합 가능한 형태의 모든
구조를 생성하여 도킹에 사용함



분자도킹 시 고려사항들

① 단백질 유연성(flexibility)

② 탐색 알고리즘(search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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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도킹 시 고려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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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도킹 시 고려사항들

ᆞ이전에 탐색한 곳을
제한함으로 새로운
영역으로의 탐색

ᆞ생물학의 유전 또는
진화에서 착안

ᆞBoltzmann 확률함수
를 사용

확률에 의한 탐색 알고리즘
(stochastic search algorithms)

ᆞ 리간드에 대해 임의적으로 구조적 또는 방향적 변화를 주면서 사전
에 정의된 확률함수에 따라 변화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분자 도킹 시 고려사항들

① 단백질 유연성(flexibility)

③ 평가함수(scoring function)

분자 도킹 시 고려사항들

③ 평가함수(scoring function)

역장 평가함수

(Force Field-Based Scoring)

경험적 평가함수

(Empirical Scoring Function)

지식기반 평가함수

(Knowledge-Based Scroing Function)

특 징
물리적인법칙을

이용하여원리적으로계산

실험데이터로부터물리화학적

성질들을사용하여

실험데이터를재현

실험데이터로부터

구조적인정보를가져와서

통계적인규칙또는원리를도출

장 점 데이터집단에의존적이지않음

ㆍ직관적

ㆍ경험적으로비교적잘맞는

것으로받아들여짐

보고되는단백질의구조개수가늘어날수록

계속적으로개선될것이라전망

단 점

엔트로피효과와용매효과가

고려되지않아실질적인

정확도가떨어짐

데이터집단에의존적 구조데이터에의존적

대표적인

프로그램

ㆍAutoDock

ㆍGoldScore

ㆍG‐Score

ㆍLUDI,

ㆍChemScore

ㆍPMF,

ㆍDrugScore,

ㆍSMoG





Bioinfomatics ┃

Lamarckian Genetic 
Algorithm

Monte Carlo

1. 수용체 단백질과 화합물 사이의 최상의 조합을 예측하
기 위해 사용되는 분자 도킹 소프트웨어

2. Autodock과 Autodock grid로 구성

3. 단백질 및 핵산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사용

4. 결합구조가 알려진 데이터에서 예측된 값을 적용
(AMBER)

5. 리간드 유연성, 단백질 side chain 유연성 고려하여 개
선

6. 기존 Monte Carlo 알고리즘에서 Lamarckian Genetic 
Algorithm으로 변경

program Scoring Function

Algorithm



Bioinfomatics ┃

1. 리간드의 유연성이 고려, 단백질 옵션(단백질의 유
연성을 부분적으로 주는 형태, 앙상블 형태로 단백
질을 여러 개 생성하여 도킹

2. GoldScore,ChemScorePiecewise LinearPotential
(PLP)

3. Astex Statistical Potential (ASP) 평가함수 사용

4. 평가함수 변형 가능(Scoring Functio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5. 극성을 가진 리간드나 큰 cavity를 가진 단백질에서
는 정확성이 떨어짐

program

algorithm Scoring function



Bioinfomatics ┃

1. fragmentation 방법을 적용시킨 프로그램

2. 리간드 조각을 MIMUMBA torsion angle 
database 사용하여 차례로 맞춰가면서 도킹

3. 구조를 형성

4. Böhm 평가함수 수정하여 적용

5. AutoDock과 GOLD에 비해 빠르다고 평가되기
도 하였으나 유연성이 큰 리간드의 경우에는
잘 안맞음

program

speed

algorithm

Scoring function



Bioinfomatics ┃

1. Monte Carlo 방식 사용 프로그램

2. internal coordinate를 임의로 변화시키며 에너지
함수의 광역 최적점을 찾음

3. 리간드의 구조적 변화와 단백질의 곁가지 변화
고려

4. ECEPP/3 평가함수 사용

5. ICM 3D interactive Editor  및 Protein Structure 
Aanalysis 프로그램 등 병행

program

algorithm
Scoring function



Bioinfomatics ┃

1. fragmentation 방법을 처음으로 적용시킨 프로
그램(세계 최초)

2. 시작점이 될 리간드 조각을 단백질의 활성위치
에 고정시킨 뒤 다른 조각들 모양에 맞춰가는
형태

3. 계산 속도는 빠르지만 정확성이 떨어짐

4. 다양한 알고리즘과 평가함수를 적용시켜 개선
(Dock 6 verson은 AMBER 사용)

program

algorithm
Sphere matching



 fragmentation 방법 기반(최초)

 Force field 평가함수 사용

 계산 속도가 빠르나 정확도가 떨어짐

AutoDockAutoDock

ICM

GOLD

DOCK

FlexX

genetic algorithm 기반

GoldScore,ChemScore,PLP,ASP 평가
함수 사용

극성 리간드나 큰 공간을 가지는 단백질은
효율 떨어짐

 genetic algorithm 과 lamarkian algorithm 
기반

 AMBER force field 평가함수 사용

 multi-core CPU 환경에서 multithreading                 
이 가능하게 설계

Monte carlo방식 사용

ECEPP/3 평가함수 사용

결합구조 해석이 다른 프로그램보다 우수함

Bioinfomatics ┃

 Fragmentation 방법 기반
 Böhm 평가함수를 수정하여 적용
 유연성이 큰 리간드의 경우에 잘

안맞음



Docking Software Preference
AutoDock 27%

GLOD 15%
FlexX 11%
DOCK 6%
ICM 6%
LUDI 6%

FTDOCK 4%
QXP 4%

Soft Docking 4%
Hammerthead 3%

PROLEADS 3%
DockVision 2%

EUDOC 2%
FLOG 2%
LIGIN 2%

DARWIN 1%
DIVALI 1%

MCDOCK 1%
Prodock 1%
ADAM 1%

SAMDOCK 0.5%

AutoDock

27%

GLOD

15%

FlexX

11%
DOCK

6%
ICM

6%

Etc.

35%

출처 : Protein : Structure, Function and Bioinfomatics 2006
(From ISI journal citation report)

Bioinfomatics ┃

1.Preference of Docking Software



Bioinfomatics ┃



Bioinfomatics ┃

네 가지 표적단백질 Cyclin-Dependent Kinase 2(CDK2), Protein Tyrosine Phosphastase 1B(PTP1B), Phosphodiesterase 4 (PDE4) 및
Cyclooxygenase(COX-2)의 저해물질에 대한 가상 스크리닝에서 세가지 도킹 프로그램의 정확도 비교



Bioinfomatics ┃DockMD

Molecular Docking Molecular Dynamic



Bioinfomatics DockMD

DockMD의 파이프라인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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