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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페네틸아민 유도체는 생화학적 작용을 하는 물질로 향정신성 약물로 많이 응용되고 있다. 특히 에페드린, 암페

타민, 펜터마인 그리고 도파민과 같은 물질의 정량적 검출과 관련해서는 전기화학적, 진공자외선법, 그리고 가스크로

마토그래피법 등의 선행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분자 단위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연구는 많이 보고되지 않았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페네틸아민 유도체의 구조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HyperChem8.0, HC)의 반경험적 PM3 방법

을 이용하여 에페드린, 암페타민, 펜터마인 그리고 도파민의 전체에너지, 밴드갭, 정전포텐셜, 전하량을 계산하여 각 유도

체의 분자구조적 변화에 따른 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총에너지의 경우 –43,171.8, -32,9538.3, -36,407.3 그

리고 –43,061.2 Kcal/mol로 각각 나타났으며 밴드 갭의 경우 10.1637937, 9.9531666, 9.7878002 그리고 9.0589282

eV로 나타났다. 또한, 정전포텐셜의 경우 1.301∼-0.045, 1.694∼0.299, 0.694∼-0.158 그리고 1.587∼-0.048로 각각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알짜전하 분포를 살펴보면 산소 원자, 질소 원자 그리고 탄소 원자의 경우 각각 –0.312～

-0.242, -0.161～-0.051 그리고 ＋0.13～-0.1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페네틸아민 유도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페닐기와 산소 및 질소 원자를 중심으로 화학작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주요어 : 페네틸아민, 에페드린, 암페타민, 펜터마인, 도파민, 하이퍼캠

Abstract Phenylamine derivatives are substances that have a biochemical action and are widely applied as psychotropic 
drugs.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substances such as ephedrine, amphetamine, pentermine, 
and dopamine, many previous studies such as electrochemical, vacuum ultraviolet method, and gas chromatography 
have been conducted. However, there have not been many studies 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molecular units. 
Therefore, In this study, we used (HyperChem8.0's, HC) semi-empirical PM3 method to calculate the total energy, 
band gap, electrostatic potential, and net charge of ephedrine, amphetamine, pentamine and dopamine to investigate the 
chemical properties of each derivative according to the molecular structure change.
 The results showed that for total energy –43,171.8, -32,9538.3, -36,407.3 and –43,061.2 Kcal/mol, respectively, while for 
band gaps, 10.16379377, 9.9531666, 9.7878002 and 9.0589282 eV. Also, for electrostatic potentials, 1.301~-0.045, 
1.694~0.299, 0.694~-0.158 and 1.587~-0.048 respectively. Finally, looking at the distribution of net charges, the oxygen 
atoms, nitrogen atoms and carbon atoms were –0.312~-0.242, -0.161~-0.051 and +0.13~-0.12 respectively.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lead to chemical action centered on phenyl radicals and oxygen and nitrogen atoms common to 
phenethylamine derivatives. 

Key words :  Phenethylamine, Ephedrine, Amphetamine, Phentermine, Dopamine, HyperC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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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천연성분을 함유한 페네틸아민의 유도체 중 에

페드린 제품은 체중 감소 또는 운동 증가의 효과

를 나타내며[1], 구조적으로 쉽게 향정신성 약물

인 암페타민이나 펜타민 등의 전구체로써 쉽게

전환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2,3].

이러한 약물의 검출과 관련해서는 전기화학적

인 방법[4], 진공자외선분광법[5-7], 가스크로마토

그래피법[8], 등의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도파민의 경우 인간에게 쾌락의 주요화학 물질로

알려져 있고 동기부여를 통한 행동추진에 큰 역

할을 하는 것으로 연구 보고되고 있다 [9,10].

이와 같이 페네틸아민 유도체의 미량분석법 및

생체작용과 관련된 부분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

으나 분자 단위의 연구는 많이 보고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유기분자의 이론적인 연구는 HC

의 PM3 반 경험적 방법에 따른 계산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11,12].

이러한 분자 역학적 방법은 주로 유기화합물,

생체고분자 등의 구조-반응성 등을 예측하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페네틸아민 유도체의 구

조에 따른 각각의 정전기적 특성 및 전체에너지

밴드 갭, 등을 알아보고 생화학과 분야의 산업

적 응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Ⅱ. 이론적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페닐기를 주 골격분자구조로 하여

아민과 수산기의 결합 위치에 따라 이루어진 페

네틸아민 유도체 4종에 대한 이론적인 계산은

MM+(분자역학)법과 PM3법을 이용하여 계산하

였다. 페네틸아민 유도체 4종에 대한 안정적인

구조와 이 때 나타나는 양자역학적 에너지 값에

대해서는 우선 MM+법으로 최적화시키고, 다시

반경험적인 PM3 법으로 다시 계산하여 single

point계산을 실행하였다.

PM3법은 반경험적인 SCF-MO법으로 AM1방

법과 동일한 연산방식을 사용하지만 AM1방법

에서 사용하는 변수를 재변수화한 방법으로

AM1법과 함께 다소 정확한 계산 방법 중의 하

나로 알려져 있다.

PM3 계산은 HC를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최적

화 조건의 연산은 Polak-Ribiere법을 이용하여

RMS gradient를 0.001 kcal/Å·mol로 하여 계산

하였다.

Ⅲ. 계산결과 및 고찰

1. 페네틸아민 유도체의 구조 및 에너지 특성

그림 1 (a)∼(d)에 2차원 형태의 페네틸아민 유

도체 4종에 대한 2차원 형태의 분자구조를 나타내

었다.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페네틸아민 유도

체의 분자구조에서 페닐 그룹이 공통구조로 포함

되어 있으며 아민기와 수산기의 결합 여부와 결합

위치에 따라 특성을 달리하는 페네틸아민 유도체

로 분류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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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페네틸아민 유도체의 분자구조 (a)에페드린, (b)
암페타민, (c)펜터마인 그리고 (d)도파민.

Figure 1. The structure of Phenethylamine derivatives
(a)Ephedrine, (b)Amphetamine, (c)Phentermine
and (d)Dopamine.

그림 1의 페네틸아민 유도체의 2차원 분자구

조를 바탕으로 HC의 PM3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

된 가장 안정한 3차원 ball- cylinder 구조의 안

토시아닌의 분자모델을 그림 2에 각각 나타내었

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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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의 에페드린, 암페타민, 펜터마인 그리고 도

파민 분자들은 동일하게 페닐 그룹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질소 원자 또는 산소 원자단의 개수와 결합

위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
(b)

(c) (d)

그림 2. 하이퍼캠 PM3 방법으로 계산된 안토시아닌 유도체 (a)에
페드린, (b)암페타민, (c)펜터마인 그리고 (d)도파민의 3
차원 구조.

Figure 2. The three dimensional structure of the anthocyanin
derivatives (a)Ephedrine, (b)Amphetamine, (c)Phentermine
and (d)Dopamine calculated by HC PM3 methods.

표 1에 나타낸 값들은 카테시안 좌표상에서 가장

안정화된 구조가 되었을 때 전체에너지, 엔트로피,

자유에너지 및 생성열과 관련된 값은 페네틸아민

유도체의 반응성을 유추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된

다. 따라서 각 유도체의 계산 값을 비교 분석한 것

이다. 계산 결과에 따르면 먼저 전체 안정화 에너지

의 경우 에페드린이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암페타민이 가장 큰 값으로 나타났다.

표 1. 하이퍼캠의 PM3방법으로계산된 페네틸아민 유도체의열
역학적 파라메타

Table 1. Thermodynamic parameter of Phenethylamine derivatives
calculated by HC PM3 methods.

Derivatives
Name

Total Energy
(Kcal/mol)

Binding
Energy
(Kcal/mol)

Heat of
Formation
(Kcal/mol/deg)

Ephedrine -43,171.8 -2,691.7 -28.29042
Amphetamine -32,958.3 -2,318.4 9.90668
Phentermine -36,407.4 -2,599.8 3.65859
Dopamine -43,061.2 -2,244.6 -72.23011

2. 페네틸아민 유도체의 밴드갭(△E) 특성

경계분자궤도함수 (Fromtier Molecular Orbitals, FMO)

는 분자의 화학적 안정성과 광학적, 전기적 성질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 2에 페네틸아민 유도체의 경계궤도함수모형과

계산 결과를 나타내었다. 전자전이는 HOMO와

LUMO로 전자전이의 에너지 차이가 가장 작을수록

진행 가능성이 크다.

표 2. 하이퍼캠의 PM3방법으로계산된페네틸아민 유도체의경
계궤도함수 계산 결과.

Table 2. The results of FMO for Phenethylamine derivatives
calculated by HC PM3 methods.

Derivatives
Name ELUMO(eV) EHOMO(eV) △E(eV)

Ephedrine 0.6464787 -9.517315 10.1637937

Amphetamine 0.4823096 -9.470857 9.9531666

Phentermine 0.3869612 -9.400839 9.7878002

Dopamine 0.1948972 -8.864031 9.0589282

또한, 에페드린, 암페타인, 펜터마인 그리고 도파

민에 대한 FMO의 계산된 모형을 아래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에페드린, 암페타인, 펜터마인 그리고 도

파민의 경우10.1637937 eV, 9.9531666 eV, 9.7878001

eV, 그리고 9.0589282 eV로 각각 계산되어 도파민

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분자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암

페타인, 펜터마인의 경우 공통적인 골격구조에서 보

면 비결합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질소원자와 페닐

기의 6원 고리에 이중결합이 존재하므로 이 경우

n-π*의 전자전이가 가장 잘 일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에페드린과 도파민의 경우에는 페닐기의 6원

고리에 이중결합과 질소 원자뿐만 아니라 산소 원

자의 비결합 전자쌍에 의한 n-π*의 전자전이가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밴드갭의 크기에 따른 외부

의 에너지 자극에 대한 반응성은 도파민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Theoretical Study on Structural Properties of Phenthylamine Derivatives

- 764 -

          

(a)

          

(b)

          

(c)

         

                          (d)
그림 3. 하이퍼캠 PM3 방법으로 계산된 안토시아닌 유도체 (a)에

페드린, (b)암페타민, (c)펜터마인 그리고 (d)도파민의
경계분자궤도함수.

Figure 3. The FMO for anthocyanin derivatives (a)Ephedrine,
(b)Amphetamine, (c)Phentermine and (d)Dopamine
calculated by HC PM3 methods.

3. 페네틸아민 유도체의 전정포텐셜 및 전하특성

안토시아닌 유도체의 전기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

하여 그림 4에 에페드린, 암페타민, 펜터마인 그리고

도파민 분자의 정전포텐셜에 대한 표면분포를 각각

나타내었다 [14].

계산된 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산소와 질소 원

자를 중심으로 정전텐셜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전포텐셜의 범위를 살펴보면 도파민이 가

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페네틸아민 유도

체의 경우 산소 원자를 중심으로 반응이 진행될 가

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그림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도파민의 경우 전체

구조에서 비결합 전자쌍이 있는 산소 원자와 질소

원자가 동시에 있으며 특히 산소 원자가 페닐기에

바로 결합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암페타민과 펜터

마인의 구조를 살펴보면 아민기는 동일하게 1개 존

재하지만 펜터마인의 경우 결합 중간에 알킬기가

하나 더 있으므로 구조적인 가리움 효과에 의해 정

전포텐셜의 범위가 가장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산소 원자의 전기음성도 값이 대체

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으며 수소 원자의

경우 수산기가 전자를 고리로 방출하고 전자밀도가

전기적으로 음의 중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산성이

된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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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그림 4. 하이퍼캠 PM3 방법으로 계산된 안토시아닌 유도체

(a)에페드린, (b)암페타민, (c)펜터마인 그리고 (d)
도파민의 정전포텐셜의 3차원 분포구조.

Figure 4. The 3D geometry of the distribution electrostatic
potential of anthocyanin derivatives (a)Ephedrine,
(b)Amphetamine, (c)Phentermine and (d)Dopamine
calculated by HC PM3 methods.

아래의 표3에 나타낸 전기음성도 범위가 산소 원

자, 질소 원자 그리고 탄소 원자의 경우 각각 –

0.312～-0.242, -0.161～-0.051 그리고 ＋0.13～

-0.12로 나타났다.

표 3. 하이퍼캠 PM3 방법으로계산된안토시아닌유도체 (a)
에페드린, (b)암페타민, (c)펜터마인 그리고 (d)도파민의
원자전하.

Table 3. The atomic charge of anthocyanin derivatives
(a)Ephedrine, (b)Amphetamine, (c)Phentermine and
(d)Dopamine calculated by HC PM3 methods.

Ephedrine Amphetamine Phentermine Dopamine

# Charge # Charge # Charge # Charge

C1 -0.07324 C1 -0.10149 C1 -0.10073 C1 -0.11947

C2 -0.10814 C2 -0.10454 C2 -0.1019 C2 0.08861

C3 -0.09957 C3 -0.10083 C3 -0.10413 C3 0.00987

C4 -0.10759 C4 -0.08592 C4 -0.10278 C4 -0.15968

C5 -0.07977 C5 -0.06091 C5 -0.1032 C5 -0.09961

C6 -0.07891 C6 -0.10149 C6 -0.07576 C6 -0.06882

C7 0.13404 C7 -0.046 C7 -0.04599 O7 -0.23263

C8 -0.114 C8 -0.0779 C8 -0.03851 O8 -0.24909

C9 -0.15071 C9 -0.15751 C9 -0.11407 C9 -0.04941

O10 -0.31283 N10 -0.03744 C10 -0.05284 C10 -0.03897

N11 -0.05099 N11 -0.16077 N11 -0.09531

C12 -0.0989

이러한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원소의 전기음성도의

경향을 잘 반영한 계산 결과이며 방향족 고리가 많

을수록 수산기의 이온화가 더 잘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생체반응 물질로 알려진 페네틸

아민 유도체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하이퍼캠

의 PM3의 방법을 이용하여 에페드린, 암페타민,

펜터마인 그리고 도파민의 총 에너지, 밴드갭, 정

전포텐셜, 전하량을 계산하여 유도체의 분자 구조

적 영향에 따른 화학적 특성을 각각 조사하였다.

그 결과 첫 번째 총에너지의 경우 –43,171.8,

-32,9538.3, -36,407.3 그리고 –43,061.2 Kcal/mol

로 각각 나타났다.

두 번째 밴드 갭의 경우 10.1637937, 9.9531666,

9.7878002 그리고 9.0589282 eV로 나타났다.

세 번째 정전포텐셜의 경우 1.301∼-0.045, 1.694

∼0.299, 0.694∼-0.158 그리고 1.587∼-0.048로 각

각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알짜전하 분포를 살펴보면 산소 원

자, 질소 원자 그리고 탄소 원자의 경우 각각 –

0.312～-0.242, -0.161～-0.051 그리고 ＋0.13～

-0.12로 나타났다.

이처럼 페네틸아민 유도체 4종에 대한 연구결과

에서 분자 구조적인 안정성은 에페드린이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전기적 성질에서 밴드 갭의 경우

도파민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정전포텐셜

범위는 암페타민이 가장 넓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종합해 보면

페네틸아민 유도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페닐기

와 산소 및 질소 원자를 중심으로 화학작용이 진

행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생화학분야의 융합연구에 응용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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