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DAEHAN HWAHAK HWOEJEE
/Journal c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VoL 19, No. 4, 1975
printed in Republic of Korea

양자역학 이론에 의한 의약품 디에틸-볼루아미드의

분자구조와 약리효과에 관한 연구

金宜洛•徐培錫•李明載

가톨릭대 학 의학부 화학 • 생화학교실

(1975. 3. 27 접수)

Molecular Orbital Consideration of the Conformation and
Biological Activities of Medical Drug, N, 7V-DiethyI-m-toluamide

Ui Rak Kim, Bae Seok Seo and Myung Jae Lee

Department of Chemistry and Biochemistry, Catholic Medical College, Seoul, Korea.

(Received March 27, 1975)

요 약. 디에틸-彻-톨루아미드 분자는 mal&ria 모기에 대한 방충제로서의 효력이 있지만

，메틸기가 오르토나 파라 위치에 있는 이성질체들은 그러한 효능이 없다. 반 실험적 양자역학 이론 

인 확장 Htickel 이론을 사용하여 이들 분자들의 형태를 계산하고 상기의 차이점을 이론적으로 설멍 

하고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ABSTRACT. N, Ar-Diethyl-?n-toluamide is the active ingredient in insect repellant against malaria 
.mosquito.

It is remarkable that if the methyl group is in either of the other isomeric positions (ortho or para) 
.the compound is ineffective as an insect repellant.

Semiempirical quantum mechanical treatment are applied to these molecules to explain the difference, 
using the extended Huckel theory, the theoretical predictions for the preferred conformation are com
pared with experimental results.

서 론

2-Ethyl-l, 3-hexanediol 과 2-butyl~2~ethyl-l, 
：3~propanediol 같은 die!화합물과 propyl N, N- 

diethyl-succinamate1, O-chloro-TV, A^diethyl-ben- 
. zamide2 와 C-ethoxy-A7, A7-diethylbenzamide3 오卜 

같은 N, Ar-dialkyl amide 화합물들은 모기 나 진 

드기 같은 해충의 방충제이다. 이들 중 벤젠환 

에 치환기 가 도입될 때 방충력 이 중가되 지만 hy
droxy, propoxy 오卜 같이 ethoxy 이 상의 alkoxy, di 
-혹은 trialkcxy 나 dihalcgen4 도입 하면 약리 

효과가 없어진다. 이때 알콕시가 디에틸벤즈아 

미 드의 오르토 위 치 에 치 환될 때 효력 이 증가되 

고 파라 위치에는 효력이 없어지지만 알콕시 대 

신에 알킬기가 치환될 때는 그렇지 않다. 즉 알 

킬기 중 메틸기가 메타 위치에 치환된 n,n-디 

에틸fz-톨루아미드5는 malaria 모기에 대해서 

는 어 떤 약품 보다 효능이 좋으나 오르토나 파 

라 위치에 치환되었을 때는 방충력이 없어진 

다.

이와같이 분자구조나 치환기의 종류나 위치에 

따른 약리효과의 변화를 양자역학적인 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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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이를 설명하려고 한다.

계 산

LCA0-SCF-M06 이론에 의하면 분자궤도함

TV

吼=2 C"如

총 에너지의 최소값을 얻기 위하여

〔上如一E&J 方=0 （“=1,2,3......V）“=i

여 기 서 世“ 는 분자궤 도함수, 奶 는 원자궤 도함수, 

H 는 Hamiltonian 연산자, E 는 에 너 지 , S 는 중 

첩적분이고 C는 궤도상수이다.

이 secular equation 을 풀어 고유치 와 eigen 
vector 를 얻는다. 이때 matrix element 는 다음 

과 같이 주워진다.

H妒= V&Q） I H°（l）| 气⑴〉+22Z" ｛（0니 人。） 

一（依기"

【）如 =、急 C겨 Cai

이临 丨 D =£功心） 旳⑵ ~ 务7心）的

Sg = I 的,〉

계 산을 단순화 시 키 기 위 하여 matrix element 
를 Hoffmann 에 의 한 확장 Hiickel 이론，에서는 

쿨롬적분을 “번의 원자궤 도의 원자가 상태의 이 

온화퍼텐셜로 두고

Hyf

resonance integral 은 Wolfsberg-Helmholtz8 근사 

법을 쓰면

H卻=0. 5K（、fHGS心

여기서 K는 정수로서 Hoffmann 은 L75 가 타 

당하다고 하였다. 또 모든 중첩 적 분 S网 는 slater 
궤도를 이용하여 계산하고 쿨롬적분에서 PXiPy, 

Pz 궤도는 모두 동일한 값을 가지고, 전자와 

兀-전자, 그■리고 고립전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총 에너지는 이중으로 점유된 분자궤도의 합으 

로 계산된다.

E*=2 EE卩

모든 중첩적분과 비결합 상호작용을 모두 고 

려 했으므로 계산된 총 에너지 玖는 분자의 개 

하구조와 잘 부합된다. 그리하여 각 구조를 변 

형 시키면서 계산하여 얻은 총 에너지가 최소값 

을 가질 때 가장 타당성이 있는 구조를 얻을 수 

있다.

실험자료를 설명 하기 위 하여 Mulliken popula
tion analysis9 에 적 용하여 gross atomic popula
tion, Ma=$M N” 형식 전하 彻을 계

r

산 하였다. 여기서 寸는 원자 A의 모든 원자궤, 

도를 합한 것이고 wl는 원자 4속에 포함된 전 

자의 수이다.

계산 할려고 하는 형태속에 있는 원자의 삼차 

원 공간좌표의 계 산은 vector program 를 이용 

하였다. 이때 사용된 원자간 결합거 리와 결합각， 

은 Table 1 과 같다.

Input parameter 로서 사용한 slater exponent와， 

valence state ionization potential 은 Table 2 와

갈다.

결과 및 검토

본 연구의 대상 물질로서 사용한 N, N-디 에 틸 

-m-톨루아미드는 malaria 모기에 대한 방충제로.

Table 1. Bond length and bond angle10.

Bond length (A) Bond ang e (°)

C(sp3)—C(早户)1. 54 <OCN(^3) 122

C (邛，3)-N") 1.45 <C(s#) NCI/ 124

C(sQ-N3) 1.32 <C(s》3)NC3，) 115

C=O 1.23 <HCC (aliphatic) 109*28：

C—C(benzene) 1. 40 <C(5/2)CN 120

C-H 1.09 <CCCC (benzene) 120

<^CCH (benzene) 120

Table 2. Input parameter.

Slater11 -VSIP12

exponent S P

C 1. 590 -21. 01 -11. 27

N 1. 92 —26.09 —14.42

0 2. 24 -36. 07 一 18.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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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효한 약물이지만 이 화합물의 오르토나 파 

•라 위치에 메틸기가 치환된 것은 이러한 약리효 

과가 없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팔에 Fig. 1과 같이 검은 

선을 긋고 이 선 윗 쪽에는 디 에틸-仇-톨루

아미드를 바르고 아랫 쪽에는 메틸기의 오르토 

•나 파라치환체를 바른 후 모기가 많이 들어 있는 

상자에 넣으면 위에는 모기가 오지 않지만 아랫 

•쪽에는 모기가 많이 모이게 된디-. 이와같은 사 

실은 이들 이성질체 사이에는 완진히 다른 약리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소량의 화학약물을 생체에 작용 시 

•키므로서 경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약물에 모두 나타나는 것 

이 아니라 특정한 성분과 구조를 가진 물질만이 

일정한 특성을 나타내고 또 이 구조와 구성성분 

을 변화 시키므로 여러가지 생리 효과가 증가 혹 

•은 감소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는 여러가 

지 설이 있지 만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것으로 

•는 화합물 전체가 생체조직 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 라 특정된 부분이 활성자리가 되여 선택적 

으로 생체조직과 작용한다고 생각한 Langley*, 
Mautner14 의 receptor theory 가 있고, Clark15, 
Ariens16, Schild17, Stephenson18, Paton19,20, Mulli
ken21, Karreman, Isenberg 오｝ Szent-Gyorgyi22 등 

많은 사람들이 drug-receptor 의 상호작용을 체 

계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 하였다.

이 receptor theory 에 의 하면 drug-receptor 의 

상호작용이 약리 효과와 직결되고 또 d&ug 와 re- 
-ceptor 의 상호작용은 covalent, electrostatic, dipole, 

수소, 분산과 소수성결합 등에 의하여 일어난 

다. 그러나 이러한 결합들이 모든 약물에 대하 

여 일관성 있게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약물에 대하여 이들 중 어느 결합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N,N-디에틸-仇-톨루아 

미드의 최소 에너지를 가지는 형태를 EHT로 

계산하면 Fz'g.2 와 같이 디에틸아미드는 동일 평 

면에 있고, 벤젠환은 이 평면과 시계 방향으로 

90° 회전시켰을 때 가장 작은 에너지를 가진다. 

이 상태는 모든 이성질체에 대하여 적용되며 각 

이 성 질 체 의 gross atomic population 과 형 식 전 하 

를 계 산하고 비 교하면 Table 3 과 같다.

위의 계산에서 drug-receptor 상호작용이 일어 

날 수 있는 자리로는 형식전하가 큰 N3, C4> O5, 
Cn 를 비 교할 때 Ta况e 4 와 같다.

N3 와 C4,。5와 C4 를 활성자리로 택한다면 

이들 원자간의 길이는 같고 charge separation °] 
메틸기가 오르토나 파라에 있을 때 크므로 오히 

려 biological activity 가 더 커 야 한다. 이 는 실 

험사실과 위배되므로 형식전하가 큰 이들과 다 

른 원자들 간의 관계를 고려 할 때 메틸기가 붙은 

벤젠환속의 탄소 Cg（오르토）, Cio（메타）, Ck（파 

라） 의 형 식 전하는 0. 0149, 0. 0939, 0. 0503 이 므 

로 음전하가 가장 큰。5 와 양전하가 가장 큰 

Cio 이 drug-receptor 상호작용의 활성 자리 가 될 

것이다. 또 각 원자의 전자밀도 뿐만 아니 라 원 

자간의 거리도 drug-receptor의 상호작용에 관 

여하므로 각 위치에 따른 거리는

Fig- 1- Comparison of biological activity against 

malaria mosqu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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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formation of N, ^V-diethyl-wz-tolua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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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ross atomic population (A^) formal charge (Qa) of each isomer.

Ortho Meta Para

ma Qa MA Qa MA Qa

G 3. 9916 0. 0084 3. 9913 0. 0087 3. 9916 0.0084
G 3. 8945 0.1055 3. 896등 0.1037 3. 8939 0.1061
n3 5.1613 —0.1613 5.1587 -0.1587 -5.1614 -0.1614
C4 3. 6558 0. 3442 3. 6719 0. 3281 3. 6561 0. 3439
Os 6. 3684 -0. 3684 6. 3540 -0. 3540 6. 3684 一0. 3684
cfi 4. 0374 -0. 0374 4. 0218 -0. 0218 4. 0355 -0. 0355
c7 4. 0278 -0. 0278 4. 4249 -0. 4249 3. 9820 0. 0180
ca 3. 9851 0. 0149 3. 9844 0. 0156 3. 9824 0. 0176
C9 3. 9912 0. 0088 4. 0014 -0. 0014 4. 0168 一 0. 0168
Go 4. 0278 -0. 0278 3. 9061 0. 0939 4. 0148 -0- 0148
Cu 3. 9563 0. 0437 4. 0301 -0. 0301 4.1279 -0.1279-
C12 4. 0073 -0. 0073 4. 0051 -0. 0051 3. 9497 0. 0503
c⑴ 3. 9914 0. 0086 3. 9920 0. 0080 3. 9913 0. 0087
C(2) 3.8845 0.1155 3. 8841 0.1159 3. 8846 0.1154

Table 4. Comparison of formal charge.

Ortho Meta Para

n3 -0.1613 -0.1587 -0.1613

c4 +0. 3442 + 0. 3281 +0. 3439

Q -0. 3684 -0. 3540 -0. 3684

Cn +0. 0437 -0. 0301 -0.1279

메 타 C5—Cio™4. 911 A
파라。5—C12=5.326A
오르토。5—C8=3. 44519 A

이므로 N, 디에 틸-m-톨루아미드의 malaria 모 

기에 대해 방충작용에 관여하는 활성자리로는 

3 와 Go 이고 그 거 리는 4. 911 A 이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양전하를 가지고 있는 원자가 벤젠환 

속에 있는 원자이고 또。5와 *의 거리가 너 

무 길어 이 물질의 약리 효과를 electrostatic effect 
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한편 Mulliken21 의 charge transfer complex 
formation 이론에 의하면 drug-receptor 즉, 받게 

와 주게 간에 전자의 partial exchange7\ 일어난 

다고 하였고, Karreman, Isenberg 와 Szent-Gyo- 
gy产 는 complex pair 가 바닥상태 이지 만 전자의 

complete exchange 가 일어 나 biologically active 
한 약물의 가능성을 phenothiazine 을 예로 들어 

서 보고하였다. 이와같이 complex pair 7} 바닥 

상태에서 전자의 교환이 일어날려면 첫째로 받 

게一주게의 입체구조가 전자의 교환에 최소의 

에너지가 필요하도록 적당한 궤도의 overlapping： 
이 요구되고, 둘째로는 받게와 주게의 에너지준- 

위가 전자이동을 위하여 다시 최소에너지 소모. 

가 요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분자주게 

는 HOMO 에너지를, 받게는 LUMO 에너지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때 외부에너지가 없더 

라도 전자이동이 비교적 쉽게 일어난다.

또 전자의 이동으로서 생성된 착물은 변형된 

화학적 안정성으로 반응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 

이 며 수소나 전자이 동이 더 일어 나 covalent 나- 

수소결합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Singer 오} Purcell23, Purcell 과 Sundarem24, 은 

antimalaria agent 인 guanine 의 2-amino group 이 

guaninel(EHOMO=0・ 481)의 전자주게 성질에 크 

게 기 여하며 아미노기를 없애버 린 inosine(Ehoms 
=0.546)은 주게 성질이 현저히 없어진다는 것. 

을 보고하였다.

한편 같은 antimalaria agent 인 chloroquine, 
quinacrine quinine 중 chlorcquine spectra /}- 
DNA의 존재하에서 현저히 변형된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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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ria parasite DNA 와 착물을 형 성 하여 DNA 
와 RNA의 합성을 정지시키는 작용을 가진다는 

것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N,N-디에틸-톨루아미드 

의 각 이성질체의 Ehomo을 비교하여 보면 오르 

토는 0.4700, 메 타는 0.46G3, 파라는 0.5147 
오르토, 파라 위치의 메틸기 보다 메타 위치에 

서 메틸기가 전자 주게 성질이 크게 나타나며 

drug 의 전자가 malaria mosquito 의 단백질에 이 

동하여 착물을 형성하므로 약리 효과가 생기는 것 

으로 본다.

이는 실험 사실과 일치함을 볼 수 있고 앞으 

로 DNA 의 존재 하에 서 spectra 의 조사와 전 하 

이동착물의 이중극자모멘트가 주게-받게 각각의 

이중극자모멘트 보다 크게 주워지므로 메틸기의 

위치를 바꾸어 주면서 malaria parasite DNA와의 

착물의 이중극자모멘트 변화를 실험적으로 측정 

하여 보는 것이 연구과제로 남는다. 그러나 후 

자의 경 우는 실험적 으로 입 증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1974년도 문교부 연구조성비로 이 

루어졌기 에 이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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