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1 2-Oxo-PCE 2-(ethylamino)-2-phen

yl-cyclohexan-1-one

2

가.(구조) arylcyclohexylamine, (효과) phencyclidine

나. 환각효과를 가짐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흥분, 다행감, 어

지러움, 심박수 증가, 운동제어 실조, 오심, 환각, 강

박적 재사용 등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B (1-phenylcyclohexylamine derivative)),

일본 지정약물(‘18.8.22.)

1. 임시마약류 지정(1종) 공고 물질 상세자료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1 Escaline
2-(4-ethoxy-3,5-dimetho

xy-phenyl)-ethylamine
2

가. 암페타민 계열

나. 환각효과를 가짐

다. 빈맥, 골격근 긴장, 시각 왜곡 현상 발생,

2012년 유럽에서 압수된 73가지 신종유사

마약류 목록에 포함

라. 정보없음

마. 영국(phenetyhlamine analogue), 스위스 규제

2 Diphenidine
1-(1,2-diphenylethyl)pip

eridine
2

가. 기타 계열

나. 해리성 마취 효과(케타민과 유사)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일본 규제

3 BiPICANA

N-(naphthalen-1-yl)-1-pent

yl-N-(1-pentyl-1H-indole-

3-carbonyl)-1H-indole-3

-carboxamide

2

가. 합성대마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호주(synthetic cannabinomimetics), 일본(지정

약물) 규제

4

FUBIMINA(

A M 2 2 0 1

benzimidaz

ole analog)

(1-(5-Fluoropentyl)-1H-i

ndazole-3-yl)(naphthale

n-1-yl)methanone

2

가. 합성대마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호주(synthetic cannabinomimetics), 일본(지정

약물) 규제

5 25C-NBF

4-chloro-N-[(2-fluoroph

enyl)methyl]-2,5-dimeth

oxy-benzeneethanamine

2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임시마약류 2C-C의 유도체)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6 α-PBT
2-(pyrrolidin-1-yl)-1-(th

iophen-2-yl)butan-1-one
2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임시마약류 α-PVT 유사구조)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2-aminopropan-1-one analogue), 일본

(지정약물) 규제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2. 임시마약류 재지정(21종) 공고 물질 상세자료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7 25B-NBF

2-(4-bromo-2,5-dimetho

xyphenyl)-N-(2-fluorob

enzyl)ethanamine

2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나목 향정 2C-B의 유도체)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8

2-MeO-diphe

nidine

(Methoxphen

idine)

1-[1-(2-methoxyphenyl)-2

-phenylethyl]piperidine
2

가. 기타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9
Flubromazep

am

7-bromo-5-(2-fluoropheny

l)-1,3-dihydro-1,4-benzod

iazepin-2-one

2

가. 벤조디아제핀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정보없음

라. 국제 우편을 통한 국내 반입 확인(‘14년 관세청)

마. 영국(Class C), 독일 규제

10 EG-018

naphthalen-1-yl-(9-penty

l-9H-carbazol-3-yl)meth

anone

2

가. 합성대마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호주(synthetic cannabinomimetics), 일본

(지정약물) 규제

11 Nitracaine

3-diethylamino-2,2-dim

ethylpropyl)-4-nitroben

zoate

2

가. 기타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dimethocaine과 구

조가 유사)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스위스 규제

12 25I-NBF

2-(4-iodo-2,5-dimethoxy

phenyl)-N-[(2-fluorophe

nyl)methyl]ethanamine

2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스위스 규제

13 BOD

2-(2,5-dimethoxy-4-met

hylphenyl)-2-methoxyet

hanamine

2

가. 암페타민 계열

나. 환각효과를 가짐

다. 시각왜곡 현상 발생

라. 정보없음

마. 스위스 규제

14 Allylescaline
4-allyloxy-3,5-dimethox

yphenethylamine
2

가. 암페타민계열

나. 환각효과를 가짐

다. 두통, 피로 신장 과부화 등이 발생

라. 정보없음

마. 영국(phenethylamine analogue), 스위스 

규제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15
Methallylesca

line

2-{3,5-dimethoxy-4-[(2-

methylprop-2-en-1-yl)o

xy]phenyl}-ethanamine

2

가. 암페타민계열

나. 환각효과를 가짐

다. 시각왜곡현상, 기억상실 등 발생

라. 정보없음

마. 영국(phenethylamine analogue), 스위스 

규제

16 25N-NBOMe

2-(2,5-dimethoxy-4-nitro

phenyl)-N-(2-methoxyb

enzyl)ethanamine

2

가. 암페타민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

(유사구조의 25I-NBOMe는 중추신경계에 작용)

다. 동공확장, 방향감각 상실, 발한, 오심 등 

사례 보고

라. 정보없음

마. 스위스 규제

17 25E-NBOMe

2-(4-ethyl-2,5-dimethoxy

phenyl)-N-(2-methoxyb

enzyl)ethanamine

2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

(유사구조의 25I-NBOMe는 중추신경계에 작용)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스위스 규제

18 25C-NBOH

2-[(4-chloro-2,5-dimetho

xyphenethylamino)met

hyl]phenol

2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스위스, 일본 규제

19 25I-NBOH

2-[(4-iodo-2,5-dimetho

xyphenethylamino)met

hyl]phenol

2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스위스 규제

20

Larocaine

(Dimethocain

e)

(3-diethylamino-2,2-dim

ethylpropyl)-4-aminobe

nzoate

2

가. 기타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동물(랫드, 원숭이) 실험 결과 코카인과 유사한 

효능을 보임

라. 정보없음

마. 독일 규제 

21

Thienoamfeta

mine

(Thiopropami

ne)

1-(thiophen-2-yl)-2-ami

nopropane
2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독일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