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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은 생물학, 화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도

움과 함께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 신약을 개발하는 데는 평균 12년이라는 시간과 

9억 달러라는 비용이 소모되며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승인을 받기가 매우 까다롭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용은 많이 들고 성과는 적은 신약 개발 보다는 이미 승인 받은 약의 

새로운 용도를 찾아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새로운 용도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약이 작용

하는 target을 찾아내는 것이 필수적이나 전통적인 생물학적 방법으로 새로운 target을 찾아내

는 과정도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기는 마찬가지다. 

컴퓨터와 전자 기술의 발전은 전통적인 생물학에서의 방법론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 방법을 가져왔다. 기존의 생물학에서의 연구 방법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는 

실험을 통해 이루어져왔는데, 최근의 휴먼 게놈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컴퓨터의 

사용은 실험에 엄청난 가속도를 붙여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를 이

용하여 in silico 레벨에서 새로운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에 대하여 보여주고자 한다. 

먼저 drug, disease, 그리고 target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PharmDB)를 바탕으

로 네트워크 분석을 도와주는 도구(phExplorer)를 개발하였다. 제작된 도구는 데이터베이스 

내의 drug, disease, target을 무방향성 그래프로 나타내고, 각각의 노드는 관련된 데이터들을 

확장하거나 삭제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다음으로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여 drug, disease, 그

리고 target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파악된 관계를 바탕으로 target이 발견되지 않은 drug의 새

로운 target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구상하였다. 

실험 결과 막무가내로 target을 찾아내는 방법에 비해 나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막무가내로 

target을 찾아내는 경우 target을 제대로 찾아낼 확률이 1%에 불과하였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

된 알고리즘에 의하면 최대 43%까지 상승하였다. 

 

 

 

 

 

주요어: 생물 정보학, 신약 개발, 생물 정보 데이터베이스, 상호 작용 그물망, J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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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 목적 

신약 개발(drug discovery)은 질병에 연관된 target을 발굴하는 Target Identification 과정, target

과 결합하는 후보물질을 탐색하는 Hit Identification 과정, 후보물질의 핵심구조를 확립하는 

Lead Identification 과정, receptor 교환을 통한 후보물질 최적화 과정인 Lead Optimization 과정, 

각종 전임상 자료를 축적하고 최종적인 신약후보를 결정하는 Candidate Drug Prenomination 과

정, 1상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Concept Testing 과정, 2상, 3상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Development 

For Launch 과정, 신약 승인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Launch Phase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

로 장기적 약리작용 추적 및 4상 임상시험(시판 후 조사)을 하는 Life Cycle Support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데 평균 12년의 기간이 소

요되고, 약 9억 달러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후보 물질의 신약 성공률은 100만분의 

1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쟁은 점점 심화되어 경쟁 신약의 출시 시기가 

짧아지고 있으며 신약 승인 사용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임상시험에서의 비용이 증가하

고 신약 개발 기간이 증가하게 되었다. 게다가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이 저효율 범용 신약에

서 개인별 맞춤 신약으로 특화되어 가면서 소위 “블록버스터” 중심의 신약 개발은 점점 힘

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비용은 많이 들고 성과는 적은 신약 개발보다는 이미 승인 받은 

drug의 새로운 target을 찾는 것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두통약으로 쓰이던 아스피린이 

심장병 예방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알려짐으로써 새로운 용도를 찾았듯이 이미 승인된 drug의 

새로운 target을 발견하게 된다면 신약 개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정들을 모두 건너뛸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약학대학 김성훈 교수님 연구실 iRGB팀에서 연구중인 PharmDB 

(http://pharmdb.org)을 사용하여 새로운 target을 찾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범위 

기존의 생물학에서의 연구 방법은 대부분 생물내부의 생화학적 현상을 실험을 통해 추적

하고 분석하는 노력이 대부분이었고 지금까지도 그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들은 대부분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요구한다. 그러나 컴퓨터와 전자 기술의 발달은 이

러한 전통적인 생물학에서의 연구 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 방법을 가져왔고, 

휴먼 게놈 프로젝트 등과 같은 일련의 연구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기존의 실험에 가속도를 

붙여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측정 장비의 정밀화를 통해 미소 세계 단위까지의 실험 및 측

정이 가능해지고 생물체에 대한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생물체를 기술하

기 위한 기존의 연구들을 통합하여 생물체를 하나의 일관된 유기적인 시스템으로서 정량적

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시스템 생물학으로서의 새로운 입장을 낳게 되었다. 

생체 시스템 모델링에 관련한 연구로는 일본의 게이오 대학에서 Mycoplasma genitalium을 

시뮬레이션 하는 E-Cell, 미국 코네티컷 대학 Health center에서 수행하고 있는 Virtual Cell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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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생체 정보 데이터베이스로는 대사 경로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로 널리 사용되고 있

는 일본 교토 대학의 KEGG 시스템, 염기 서열 정보 및 관련 생체 정보, 그리고 관련 연구 

문헌 정보 등을 제공하는 미국 NCBI의 Entrez등이 있다.  

또한 웹을 기반으로 target과 drug, disease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데이터베이스로는 

Therapeutic Target Databse(TTD)가 있으며 이미 알려진 Protein target과 Nucleic Acid target을 그 

타입과 synonym, 그리고 관련된 disease와 drug, function들을 요약하여 target 중심으로 보여준

다. Drug Bank는 drug 중심의 데이터베이스로 drug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관련된 target, 그리

고 Java 기반의 structural searching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관련 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brute force drug-target matching을 벗어나 in silico 레벨의 

실험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논문에서는 PharmDB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인 phExplorer를 제작하고 소개하고 target을 알지 못하는 drug의 

새로운 target을 PharmDB를 이용하여 in silico 레벨에서 찾는 방법에 관하여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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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1. Network 

Network(네트워크)이란 graph와 data가 결합된 형태로 네트워크 (V,L,P,W)N = 는 다음과 같

이 구성된다. 

 

 A graph ),( LVg =  

여기서 V는 vertex의 집합이며, A를 arc의 집합, E를 edge의 집합이라고 하면 

AEL ∪= 이다. 

 P: Vertex value function 

 W: Line value function 

 

이러한 네트워크에는 일반적인(directed, undirected, mixed) 네트워크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들이 존재한다. 

 

 2-mode networks 

 Multi-relational networks 

 Temporal networks 

 Petri’s nets, p-graphs, … 

 

2. Pajek & Prefuse 

Pajek (Figure 1)은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도구로서 대규모 네트워크를 작은 단위로 분해하

거나 분석하고 네트워크를 visualize하기 위해 제작된 도구이다. social network등 large scale 네

트워크를 분석하는데 많이 사용되나 입력을 텍스트 파일로 받는 단점이 있다. Prefuse (Figure 

3)는 자바 기반의 visualization tool로서 Pajek과 같은 완성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라이브러리 

형식으로 되어 있어 분석하고자 하는 네트워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편리하게 사

용할 수 있다. 

 

3. Cell Signaling and Motif 

Motif는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상호 작용하는 요소의 그룹을 말한다. A. Ma’ayan[5]등은 

545개의 ligand & protein node와 1259개의 function & biochemical mechanism link를 가지는 

Mammalian hippocampal CA1 neuron의 signaling network를 분석해서 각각의 Motif들을 찾아내고 

각각의 Motif가 cell signaling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Motif들은 MFinder Program[6]를 통해 발견하였다. 여기서는 Motif들의 local density와 

interconnectedness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DIP(Density of Information Processing)를 사용하는데 

DIP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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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ajek 

 

 
Figure 2. Paj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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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ref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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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정한 Motif의 concentration과 위치를 측정하는 측도로서는 MLI(Motif Location Index)

를 사용하였다. MLI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이러한 지표들을 이용하여 cellular network 내에서의 regulatory profile map을 구해본 결과는 

Figure 6와 같다. 

이러한 일련의 실험들을 통해 positive feedback loop는 신호 전달을 지연시켜 정보 저장 장

치처럼 작동한다는 것과 negative feedback loop는 네트워크를 통한 신호 전파를 제한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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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ignaling network of mammalian hippocampal CA1 neuron 

 

 

 
Figure 5. Network Mo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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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Map of regulatory profile within cellular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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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hExplorer - Visualization Tool 
먼저 PharmDB의 drug, target, disease간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인 phExplorer를 제작하

였다. 앞에서 언급한 TTD나 DrugBank의 경우 drug과 target, disease간의 관계를 가지고는 있

으나 이것을 네트워크의 형태로 보여주는 기능은 없었다. 데이터베이스 내의 정보를 네트워

크로 보여주게 되면 Motif라 불리는 단백질 그룹이나 pathway등 여러 유용한 정보들을 찾아

낼 수 있다. phExplorer는 Java network visualization library인 prefuse[2]를 사용하여 PharmDB내

의 drug과 target, disease간의 관계를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끔 보여준다. 또한 기본적인 

drug-target-disease 관계를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target과 target간의 protein-protein interaction, 

target의 BLAST search를 통한 homology research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로서 개발되었다. 

PharmDB의 메인 사이트(Figure 7)에 들어가서 Target Name이나 Drug Name, Disease Name에 

keyword를 입력하고 GraphView를 선택하면 Figure 8와 같이 관련된 drug-disease-target 네트워

크를 볼 수 있다. 사용자는 각각의 노드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는 것 만으로도 관련된 정

보를 살펴볼 수 있으며 우측 하단의 Mouseover를 클릭하면 노드를 클릭하는 경우에만 관련

된 정보를 살펴볼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노드가 클릭된 경우 그 노드는 선택되게 되

고 Explorer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노드를 중심으로 Explorer모드로 들어가게 된다. Anti-

aliasing을 선택하면 phExplorer의 메인 화면이 좀 더 부드럽게 나오며 speed를 선택하여 Java 

applet의 수행 속도가 느린 컴퓨터(Linux나 MacOS와 같은 Unix계열의 컴퓨터)에서 무리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Explorer mode로 들어가면 앞에서 선택한 노드들이 화면에 나타나며 우측 하단에는 전체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overview 화면이 있다. 각 노드들은 target, drug, disease를 나타내며 노드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관련된 target이나 drug, disease를 찾을 수 있는 메뉴

가 나타난다. Target의 경우에는 Figure 10과 같이 Search라는 메뉴가 나타나며 여기서는 

BLAST search로 찾아진 target이나 protein-protein interaction이 있는 target을 보여준다. 

몇 번의 expansion을 거친 phExplorer의 모습은 Figure 11와 같다. Figure 11을 살펴보면 열쇠

( ) 모양이 있는 키 노드가 있는데, 이것은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노드, 즉 drug-target-
disease 네트워크에서 선택된 노드이거나 mark/unmark 메뉴로 설정된 노드이다. phExplorer에

서 삭제를 실행하면 phExplorer는 삭제를 실행한 노드에 관련된 네트워크를 모두 삭제하는데 

키 노드를 만나면 그 네트워크는 삭제하지 않는다. 돋보기( ) 모양은 BLAST search에 의해 
검색된 노드를 의미하며 검색을 실행한 노드와 검색된 노드 양쪽에 모두 표시된다. Self 

protein-protein interaction은 으로 표시되며 protein-protein interaction을 표시하는 edge는 다른 
색깔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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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http://pharmdb.org 

 

Figure 8. Drug-Target-Diseas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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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phExplorer 

 

Figure 10. Popup Menu on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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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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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iscovery of new target 
phExplorer를 사용하여 몇 가지 drug의 target을 살펴보면 언뜻 특이하면서도 당연한 관계

를 발견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drug은 어떠한 disease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 disease에 연관된 target역시 disease에 약효가 있는 drug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target을 찾는 알고리즘은 이러한 가

정에서 출발한다. 

먼저 phExplorer에서 Acetaminophen과 그 target들을 살펴보면 Figure 14과 같다. 다음으로 

Acetaminophen이 작용하는 drug을 찾아보면 Figure 15과 같다. Figure 15에서 볼 수 있듯이 

Acetaminophen은 Cyclogenase-3를 target으로 가지는 drug이며 Pain Unspecified나 Inflammation

에 효과를 보인다. 다시 관련된 disease가 영향을 미치는 target들을 찾으면 Figure 16과 같다. 

관련된 disease들을 키 노드로 Mark한 다음 Delete 명령으로 target들을 정리하면 Figure 17과 

같이 Cyclooxygenase-3, Peroxisome proliferator activated receptor gamma, Inhibitor of nuclear factor 

kappa-B kinase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Acetaminophen의 target, Cyclooxygenase-3는 Acetaminophen이 효과를 보이

는 drug들이 공유하는 target중 하나에 속한다.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 UMAD1의 disease들이 같은 target을 공유하는 경우(DST) 

DST(Disease Shared Target) method는 target을 알지 못하는 drug이 작용하는 disease들이 공

유하는 target을 후보 target으로 제안하는 방법이다. 

 

UMAD

Disease
Disease

Disease
Disease

Target

Target
Target Target

Target

Different diseases and same target

 

Figure 12. DST Method 

                                            
1 Unknown Mechanism of Action Drug, target을 알지 못하는 d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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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MAD에 관련된 disease에 작용하는 drug들이 공유하는 target의 경우(DDST) 

DDST(Disease Drug Shared Target)는 target을 알지 못하는 drug이 작용하는 disease에 효과

가 있는 다른 drug들이 공유하는 target을 후보 target으로 제안하는 방법이다. 앞의 DST가 

직접적인 방법이라면, DDST는 간접적인 방법이라 말할 수 있다. 

 

 

Figure 13. DDST Method 

 

이러한 방법으로 발견된 target은 그 target에 링크된 disease나 drug이 많을수록 그 신뢰도

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target을 알고 있는 drug을 UMAD라고 가정

하고 각각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알고리즘에 의해 발견된 target이 미리 알고 있는 target을 

찾아낼 수 있는지, 찾아낸다면 어느 정도의 확률로 찾아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행

하였다. 

PharmDB는 MySQL을 사용하여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접근하기 위하여 mysqlpp 2.0.6을 

이용하여 DB에 접근한 다음 PharmDB에 존재하는 drug의 list를 얻어온다. 얻어온 drug중에

서 연관된 target이 없는 경우는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고, 연관된 disease가 없는 경우는 위의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없다. 먼저 PharmDB의 사양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2 

 

 PharmDB내의 target 수: 2830개 

                                            
2 As of 2006-05-03 



 18 

 PharmDB내의 disease 수: 811개 

 PharmDB내의 drug 수: 1192개 

 연관된 target이 존재하지 않는 drug의 수: 260개 

 연관된 disease가 존재하지 않는 drug의 수: 641개 

 

따라서 551개의 drug과 811개의 disease, 2830개의 target에 대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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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Related Targets of Acetaminophen 

 

Figure 15. Related Diseases of Acetaminop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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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Targets of Related Diseases 

 

Figure 17. Shared Targets of Releated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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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 결과 

위에서 설명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target을 찾으면 각각의 target은 자기 자신에 연결된 

disease나 drug의 수(degree)를 알 수 있다. 이 때 이 수가 높을수록 찾고자 하는 target에 가

까울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degree를 높여가며 실험을 해 보았다. 결과에서 사용

된 Test 1, Test 2, Test 3는 아래와 같다. 

 

Test 1: Degree ≥ 1 

Test 2: Degree ≥ 2 

Test 3: Degree ≥ 3 

 

Brute-force Method 

target을 알지 못하는 drug의 target을 찾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알려진 모든 target에 대하

여 실험을 실시해 보는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알고리즘의 비교 대상으로서 

PharmDB내의 target을 무작위로 뽑았을 때 target을 발견할 확률(p1)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때 각각의 drug에 대하여 p1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arget (
)Target (1

전체

알려진

n
np =  

 

1. 2830개의 target중에서 무작위로 뽑았을 때 target을 발견할 확률의 히스토그램 

 

Figure 18. Result of Brute-Forc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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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te-force method의 경우 target을 발견할 확률은 대부분 거의 0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다. DST나 DDST의 경우에는 각각의 알고리즘에 의해 걸러진 후보 target을 대상으로 실

험을 행하였을 때 target을 발견할 확률(p2)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때 각각의 

drug에 대하여 p2는 다음과 같다. 

 

)Target (
Target) Target (2

제안된

제안된알려진

n
np ∩

=  

 

DST (Disease-Shared-Target) method 

1. Test 1로 target을 발견할 확률의 히스토그램 

 

Figure 19. Result of DST Method - Test 1 

 

2. Test 2로 target을 발견할 확률의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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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Result of DST Method - Test 2 

 

3. Test 3로 target을 발견할 확률의 히스토그램 

 

Figure 21. Result of DST Method - Test 3 

 

 DST method의 경우 Test 1에서 Test 3로 갈수록 target을 발견할 확률이 높은 것의 빈도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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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ST (Disease-Drug-Shared-Target) method 

1. Test 1로 target을 발견할 확률의 히스토그램 

 

Figure 22. Result of DDST Method - Test 1 

 

2. Test 2로 target을 발견할 확률의 히스토그램 

 

Figure 23. Result of DDST Method - Test 2 

 

3. Test 3로 target을 발견할 확률의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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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Result of DDST Method - Test 3 

 

그러나 DDST method의 경우에는 Test1에서 Test3로 가더라도 그다지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Combined search 

이번에는 DST와 DDST를 결합시켜 검색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실

험을 해 보았다. 여기서 p2는 역시 DST나 DDST와 동일하다. 

 

1. Test 1로 target을 발견할 확률의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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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Result of CS Method - Test 1 

 

2. Test 2로 target을 발견할 확률의 히스토그램 

 

Figure 26. Result of CS Method - Test 2 

 

3. Test 3로 target을 발견할 확률의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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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Result of CS Method - Test 3 

 

Combined search method 역시 target을 발견할 확률이 높은 것의 빈도가 증가하는 것이 그

다지 크지 않았다. 이것은 DDST method의 영향 때문으로 보이며 DDST method를 같이 사

용할 경우 찾을 수 있는 target의 수는 증가하지만 target을 찾아낼 확률은 떨어지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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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DST method만을 사용하더라도 target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DDST method는 DST method보다 target을 하나라도 찾

을 수 있는 drug의 수는 증가하였지만 제안된 target중에서 target을 찾아내는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두 가지 검색 방법을 조합한 Combined search의 결과 역시 DDST method와 그

다지 다르지 않았다. 

이번 실험에서는 target의 degree를 1, 2, 3로 제한했지만 이 값을 높일수록 target을 찾을 확

률이 증가하는 것을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실제로 target을 찾을 때는 이 값

을 최대한 높인 다음 서서히 낮춰가면서 찾는다면 최소의 노력으로 새로운 target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phExplorer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drug 노드에 Propose New Target이라는 기능

을 추가하였다. Drug 노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Figure 28과 같은 팝업 메뉴가 

뜬다. 이때 각각의 method를 선택하면 Test 1, Test 2, Test 3와 같이 target의 degree를 지정하는 

창(Figure 29)이 뜬다. 여기서는 target의 degree에 따라 필터링을 하므로 Filter Value라고 정의

하였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잠시 뒤에 phExplorer에  아이콘과 함께 제안된 target이 나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30) 

이 논문에서는 PharmDB내의 drug, target, disease 정보를 사용하여 drug의 새로운 target을 

찾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아직까지 제안된 알고리즘에 의해 target을 발견할 확률이 

80~90%에 이르지는 않지만 위의 방법에 의해 발견된 새로운 target들이 많이 보고되고 

PharmDB내에 반영된다면 target을 발견할 확률 역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DDST method나 combined search method의 경우 관련된 disease의 degree는 고려해 주지 않았는

데, disease의 degree를 고려하여 한 번 더 필터링을 해 준다면 target을 찾아낼 수 있는 확률

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도 BLAST나 protein-protein interaction을 사용한 다양한 

target 발견 방법 등이 계속하여 연구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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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Propose a new Target 

 

 

 

 

Figure 29. Input Dia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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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 Proposed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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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ing a new drug is one of the most time consuming and expensive field of science. Moreover, it 

requires experts from multi-disciplinary fields of biology, chemistry,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On average, it takes 12 years and costs 9 billion dollars in order to develop one drug, and even after the 

development, there is a risk of not getting approved for sale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in the United States. 

For pharmaceutical companies, it is a huge risk to invest that much time and money to develop one 

drug. However, with advance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many research groups are 

attempting to develop in silico algorithms or tools (software) to narrow down candidate drugs or better 

understand the mechanism of disease. Doing so would reduce the development time and save money 

significantly. 

In this thesis, a computational methodology for finding new targets of existing drugs is discussed. First, 

network analysis tool (phExplorer) is developed based on the drug, disease and target database 

(PharmDB). phExplorer represents drug, disease and target relationships as an undirected graph; each 

node can be expanded and deleted by users. Then, a new algorithm is proposed to find new targets of drug 

from drug, disease and target relationships using phExplorer. 

Results show that the algorithm finds new targets better than the brute-force method. The brute-force 

method shows 1% of discovery ratio but the proposed algorithm shows up to 43% of discovery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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