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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하기 화학식 I을 갖는 화합물, 및 그들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 전구약, 용매화물, 이성체 및(또는) 수화물에 관한

것이다.

<화학식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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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 중, Q는 임의적으로 치환된 페닐, 피리딜, 피리다지닐, 피리미디닐 또는 피라지닐 고리이고, R2는 본 명세서에 정

의된 알킬 또는 아미노기이고, Z는 임의적으로 치환된 옥사디아졸릴 또는 -C(=O)NR6(여기서, R6은 저급 알킬 또는 시클

로프로필)이다. 놀랍게도, 본 화합물은 환자의 p38 키나아제 관련 증상 및(또는) 염증 장애 또는 증상 치료용 약물 제조에

유리하다.

색인어

p38 키나아제 억제제, 아릴 치환 피라졸 아미드

명세서

기술분야

관련 출원

본 출원은 2003년 5월 1일 출원된 US 특허 출원 제 60/467,029호의 35 USC § 119 하의 우선권의 이익을 청구하며, 이의

전문은 본 명세서에 참고 문헌으로 인용된다. 본 출원은 본 명세서에 참고 문헌으로 인용되는 US 특허 출원 제 호, 및 제

호에 관련되며, 상기 양쪽 출원들은 또한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도되고 동시에 출원된 것이며, 2003년 5월 1일 출원된

US 특허 출원 제 60/467,029호의 우선권의 이익을 청구한다.

본 발명은 p38 키나아제 관련 증상 치료에 유용한 피라졸 유도 화합물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p38 키나아제 관련

증상 치료에 유용한 본 발명에 따른 하나 이상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제약 조성물, 및 포유류에서 p38 키나아제의 활성을

억제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IL-1, IL-6, IL-8 및 TNF-α를 비롯한 다수의 시토카인들은 염증 반응에 참여한다. 시토카인, 예를 들면 IL-1 및 TNF-α

의 과잉생산은 염증성 장 질환, 류머티스성 관절염, 건선, 다발 경화증, 내독소성 쇼크, 골다공증, 알츠하미머병 및 울혈성

심부전증 등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과 관련되어 있다(문헌[Henry et al., Drugs Fut., Vol. 24 (1999), pp. 1345-54];

[Salituro et al., Curr. Med. Chem., Vol. 6 (1999), pp. 807-823]). 인간 환자에서의 증거는 시토카인의 단백질 길항제

가 예를 들면, TNF-α에 대한 단일클론 항체(엔브렐(Enbrel))(문헌[Rankin et al., Br. J. Rheumatol., Vol. 34 (1995),

pp. 334-42]) 및 가용성 TNF-α 수용체-Fc 융합 단백질(에타너셉트(Etanercept))(문헌[Moreland et al., Ann. Intern.

Med., Vol. 130 (1999), pp. 478-86])이 만성 염증 질환의 치료에 유효함을 보여준다.

TNF-α의 생합성은 외부 자극, 예를 들면, 미토겐, 감염성 유기체 또는 외상에 대응하여 많은 세포 유형들에서 발생한다.

TNF-α 생산의 중요한 매개체는 인산화에 의해 그들의 기질을 활성화시키는 Ser/Thr 단백질 키나아제 족인 미토겐-활성

화 단백질(MAP) 키나아제를 포함한다. MAP 키나아제는 염증전 시토카인, 내독소, 자외선 및 삼투압 쇼크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스트레스 자극에 대응하여 활성화된다.

한 중요한 MAP 키나아제는 시토카인 억제성 항염증성 약물 결합 단백질(CSBP) 또는 IK로도 알려진 p38 키나아제이다.

p38의 활성화는 Thr-Gly-Tyr 모티프 특징의 p38 이소자임 내 트레오닌 및 타이로신에 대한 상류 MAP 키나아제 키나아

제(MKK3 및 MKK6)에 의한 이중 인산화를 필요로 한다. p38의 이성형(isoform)으로 4 가지, 즉 p38-α, p38β, p38γ 및

p38δ가 공지되어 있다. 상기 α 및 β 이성형은 염증 세포에서 발현되며, TNF-α 생산의 핵심 매개체이다. 세포 중 p38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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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8β 효소를 억제하면 TNF-α 발현 수준이 감소된다. 또한, p38α 및 p38β 억제제를 염증 질환의 동물 모델에 투여한 경

우 이러한 억제제들이 상기 질환들의 치료에 유효함이 입증되었다. 본 발명은 키나아제 억제제, 특히 p38α 및 p38β 키나

아제 억제제로서 유용한 피라졸 유도 화합물을 제공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설명

본 발명은 p38 키나아제 억제제로서 유리한 하기 화학식 I을 갖는 화합물, 및 그들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 전구약

(prodrug), 용매화물, 이성체 및(또는) 수화물에 관한 것이다.

화학식 I

상기 식 중, Q는 임의적으로 치환된 페닐, 피리딜, 피리다지닐, 피리미디닐 또는 피라지닐 고리이고;

산소 원자 O*와 인접한 탄소 원자 C1 사이의 결합은, (i) 이중 결합이 되어 카르보닐기 [C(=O)]를 형성하며, 여기서 R6은

C1-6알킬 또는 시클로프로필이거나; 또는 (ii) 단일 결합이며, 단일 결합인 경우에는 상기 산소 원자 O*가 기 R6에 추가로

결합하여, R6 및 인접한 질소 원자와 함께, C1 및 인접한 질소 원자 사이의 결합이 이중 결합인 임의적으로 치환된 옥사디

아졸릴 고리를 형성하며;

R2는 C1-6알킬, 아미노, 알킬아미노, 치환된 알킬아미노, 시클로아미노, 치환된 시클로아미; 및 아미노, 알킬아미노, 치환

된 알킬아미노, 시클로아미노 및(또는) 치환된 시클로아미노 중 하나 또는 2 개로 치환된 C1-6알킬로부터 선택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한 태양은 하기 화학식 Ia를 갖는 화합물, 및 그들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 전구약, 용매화물, 이성체 및

(또는) 수화물에 관한 것이다.

화학식 Ia

상기 식 중, R6는 C1-6알킬 또는 시클로프로필이고, R2는 앞서 정의한 바와 같고, Q는 페닐, 피리딜, 피리다지닐, 피리미디

닐 또는 피라지닐이고, R9, R10 및 R11은 아릴 및(또는) 헤테로아릴에 대해 본 명세서에서 정의한 임의적 치환체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태양은 하기 화학식 Ib를 갖는 화합물, 및 그들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 전구약, 용매화물, 이성체 및(또

는) 수화물에 관한 것이다.

화학식 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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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 중, R2는 앞서 정의한 바와 같고, Q는 페닐, 피리딜, 피리다지닐, 피리미디닐 또는 피라지닐이고, R9, R10, R11 및

R13은 아릴 및(또는) 헤테로아릴에 대해 본 명세서에서 정의한 임의적 치환체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태양에 따르면, 포유류에서 p38 키나아제를 조절하는 데 유용한 약물 제조에 화학식 I의 화합물을 사용

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태양에 따르면, 화학식 I 및(또는) 화학식 Ia 및(또는) Ib에 따른 하나 이상의 화합

물, 및 제약상 허용되는 담체 또는 희석제를 포함하는 제약 조성물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태양에 따르면, 청구항 1

에 따른 화합물 및(또는) 화학식 I 및(또는) 화학식 Ia 및(또는) 화학식 Ib에 따른 하나 이상의 화합물, 및 제약상 허용되는

담체 또는 희석제의 염증 장애 또는 증상 치료용 제약 조성물 제조 용도가 제공된다.

정의

하기는 본 명세서 및 청구 범위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이다. 본 명세서의 한 군 또는 용어에 대해 제공된 최초의 정의는 달

리 언급이 없으면 본 명세서 및 청구 범위 전체에 걸쳐 군 또는 용어에 개별적으로 또는 또다른 군의 일부로서 적용된다.

용어 "알킬" 및 "알크"는 1 내지 12 개의 탄소 원자, 바람직하게는 1 내지 6 개의 탄소 원자를 함유하는 직쇄 또는 분지쇄

알칸(탄화수소) 라디칼을 지칭한다. 예시적인 "알킬"기는 메틸, 에틸, 프로필, 이소프로필, 1-메틸프로필, n-부틸, t-부틸,

이소부틸, 펜틸, 헥실, 이소헥실, 헵틸, 디메틸펜틸, 디에틸펜틸, 옥틸, 2,2,4-트리메틸펜틸, 노닐, 데실, 운데실, 도데실 등

을 포함한다. 용어 "C1-C4 알킬"은 1 내지 4 개의 탄소 원자를 함유하는 직쇄 또는 분지쇄 알칸(탄화수소) 라디칼, 예를 들

면 메틸, 에틸, 프로필, 이소프로필, n-부틸, t-부틸 및 이소부틸을 지칭한다. 저급 알킬은 "C1-C4 알킬"이다. 알킬, 저급

알킬 (또는 C1-C4알킬)이 또다른 언급된 기 뒤에 접미사로 사용되는 예를 들면, "히드록시알킬" 또는 히드록실(저급 알킬)

의 경우, 알킬의 직쇄 또는 분지쇄 상의 임의의 부착점에서 1, 2, 또는 3 개의 다른 구체적으로 언급된 기(들)에 결합된 알

킬 또는 저급 알킬(C1-C4알킬)을 지칭하는 것으로 의도된다. 추가의 예로서, 아릴알킬은 기, 예를 들면 벤질 또는 페닐에

틸을 포함한다. 용어 "치환된"이 "치환된 아릴알킬" 또는 "치환된 알콕시알킬"과 같이 기에 사용된 경우, 알킬 잔기, 다른

언급된 잔기, 또는 양쪽 모두가 본 명세서에 언급된 것들로부터 적합하게 선택된 기로 치환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알킬

잔기의 경우, 기는 치환된 알킬에 대해 이하 언급되는 것들로부터 선택될 수 있고, 다른 구체적으로 언급된 기의 경우, 그

기에 대해 이하 언급되는 것들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는 점이 이해되어야 한다.

"치환된 알킬"은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직쇄 및(또는) 분지쇄 상의 임의의 이용가능한 부착점에서 하나 이상의 치환체, 바

람직하게는 1 내지 4 개의 치환체, 더욱 바람직하게는 1 내지 2 개의 치환체로 치환된 알킬기를 지칭한다. 예시적인 치환

체는 하나 이상의 할로겐, 할로알킬(단일 할로 치환체 또는 다중 할로 치환체(후자의 경우, 예를 들면, -CHCl2 및(또는)

CF3를 비롯한 퍼플루오로알킬기와 같은 기를 형성함)), 할로알콕실(예를 들면, 트리플루오로메톡시), 시아노, 니트로, 알

케닐, 알키닐, 시클로알킬, 헤테로시클, 헤테로아릴, 아릴, ORa, SRa, S(=O)Re, S(=O)2Re, P(=O)2Re, S(=O)2ORe, P(=O)

2ORe, P(=O)(OR)2, NRbRc, NRbS(=O)2Re, NRbP(=0)2Re, S(=O)2NRbRc, P(=O)2NRbRc, C(=O)ORa, C(=O)Ra, C(=O)

NRbRc, OC(=O)Ra, C(=O)ONRbRc, OC(=O)NRbRc, NRbC(=O)ORa, NRdC(=O)NRbRc, NRdS(=O)2NRbRc, NRdP(=O)

2NRbRc, NRbC(=O)Ra 및(또는) NRbP(=O)2Re(여기서, Ra, Rb, Rc Rd 및 Re는 수소, 알킬, 알케닐, 아미노알킬, 알킬아미

노알킬, 시클로알킬(알킬), 아릴(알킬), 헤테로시클로(알킬), 헤테로아릴(알킬), 시클로알킬, 아릴, 헤테로시클로 및(또는)

헤테로아릴로부터 선택되며, 단 Re는 수소가 아니고, 또한 Rb 및 Rc는 동일한 질소 원자에 부착된 경우, 함께 연결되어 시

클로아미노기를 형성함)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알킬 및(또는) 시클릭 잔기 상의 Ra, Rb,

Rc Rd 및 Re는 저급 알킬, 저급 알케닐, Rf(여기서, Rf는 시아노, 할로겐, 할로C1-C4알킬, 할로C1-C4알콕시, 케토(=O)(원

자가가 허용되는 경우), 니트로, OH, O(C1-C4알킬), SH, S(C1-C4알킬), S(=O)(C1-C4알킬), S(=O)2(C1-C4알킬), NH2,

NH(C1-C4알킬), N(C1-C4알킬)2, NH(시클로알킬), NH(페닐), 페닐, 벤질, 페녹시, 벤질옥시, NHS(=O)2(알킬), S(=O)

2NH2, S(=O)2NH(C1-C4알킬), S(=O)2N(C1-C4알킬)2, S(=O)2NH(시클로알킬), S(=O)2NH(페닐), C(=O)OH, C(=O)O

(C1-C4알킬), C(=O)H, C(=O)(C1-C4알킬), C(=O)NH2, C(=O)NH(C1-C4알킬), C(=O)N(C1-C4알킬)2, C(=O)NH(시클로

알킬), C(=O)NH(페닐), C(=O)ONH2, C(=O)ONH(C1-C4알킬), C(=O)ON(C1-C4알킬)2, C(=O)ONH(시클로알킬), C(=O)

ONH(페닐), NHC(=O)OC1-C4알킬, N(C1-C4알킬)C(=O)O(C1-C4알킬), NHC(=O)NH2, NHC(=O)NH(C1-C4알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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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C(=O)N(C1-C4알킬)2, NHC(=O)NH(시클로알킬), NHC(=O)NH(페닐), NHC(=O)H 및(또는) NHC(=O)(C1-C4알킬 중

하나 이상으로부터 선택됨) 및 하나 또는 2 개의 Rf로 치환된 저급 알킬 또는 저급 알케닐로부터 선택된 1 내지 3 개, 바람

직하게는 2 개 이하(0 내지 2 개)의 기로 또한 임의적으로 치환될 수 있다.

용어 "알케닐"은 2 내지 12 개의 탄소 원자 및 하나 이상의 탄소-탄소 이중 결합을 함유하는 직쇄 또는 분지쇄 탄화수소 라

디칼을 지칭한다. 예시적인 이러한 기는 에테닐 및 알릴을 포함한다. 저급 알케닐은 2 내지 4 개의 탄소 원자로 된 알케닐

기를 의미한다. "치환된 알케닐"은 임의의 이용가능한 부착점에서 하나 이상의 치환체, 바람직하게는 1 내지 4 개의 치환

체, 더욱 바람직하게는 1 내지 2 개의 치환체로 치환된 알케닐기를 지칭한다. 예시적인 치환체는 알킬, 치환된 알킬, 및 치

환된 알킬기에 대한 예시적인 치환체로서 앞서 언급한 기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용어 "알키닐"은 2 내지 12 개의 탄소 원자 및 하나 이상의 탄소-대-탄소 삼중 결합을 함유하는 직쇄 또는 분지쇄 탄화수

소 라디칼을 지칭한다. 예시적인 이러한 기는 에티닐을 포함한다. "치환된 알키닐"은 임의의 이용가능한 부착점에서 하나

이상의 치환체, 바람직하게는 1 내지 4 개의 치환체, 더욱 바람직하게는 1 내지 2 개의 치환체로 치환된 알키닐기를 지칭

한다. 예시적인 치환체는 알킬, 치환된 알킬, 및 치환된 알킬기에 대한 예시적인 치환체로서 앞서 언급한 기를 포함하나 이

에 한정되지 않는다.

용어 "알콕시"는 ORg(여기서, Rg는 알킬, 알케닐 또는 시클로알킬로부터 선택됨)를 지칭한다. C1-C4알콕시는 알콕시기

ORg'(여기서, Rg'는 C1-C4알킬 또는 C3-C4시클로알킬임)이다. 치환된 알콕시기는 알킬, 알케닐 및(또는) 시클로알킬 잔

기 중 하나 이상이 치환된 알케닐기에 대해 앞서 언급한 것들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 바람직하게는 1 내지 4 개, 더욱 바

람직하게는 1 내지 2 개의 기로 치환된 앞서 정의한 알콕시기이다.

용어 "아미노"는 NH2를 지칭하고, 알킬아미노는 수소 원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알킬, 알케닐 및(또는) 시클로알킬로부터

선택된 기로 대체된 아미노기를 지칭한다. 따라서, 알킬아미노는 기 NRhRi(여기서, Rh 및 Ri는 수소, 알킬, 알케닐 및(또

는) 시클로알킬로부터 선택되며, 단 Rh 및 Ri 양쪽 모두가 수소는 아님)를 지칭한다. "아미노알킬"은 앞서 정의한 바와 같

이 아미노기로 치환된 알킬기를 지칭하고, "알킬아미노알킬"은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하나 이상의 알킬아미노기로 치환된

알킬기를 지칭한다. 치환된 알킬아미노기는 알킬, 알케닐 및(또는) 시클로알킬 잔기 중 하나 이상이 언급된 잔기에 대해 본

명세서에 언급된 것들로부터 적절하게 선택된 하나 이상, 바람직하게는 1 내지 4 개, 더욱 바람직하게는 1 내지 2 개의 기

로 치환된 알킬아미노기이다. 따라서, 예를 들면, 임의적으로 치환된 알킬아미노기는 기 -NR'R"(여기서, R' 및 R"는 수소,

알킬, 치환된 알킬, 알케닐, 치환된 알케닐, 시클로알킬 및 치환된 시클로알킬로부터 선택되고, 단 R' 및 R" 양쪽 모두가 수

소는 아니며, 이 경우 기는 아미노이고 임의적으로 치환된 알킬아미노가 아님)를 지칭한다.

시클로아미노기는 기 -NR'R"(여기서, R' 및 R"는 연결되어 모노시클릭 헤테로시클로 고리, 예를 들면, N-모르폴리닐, N-

피페리디닐, N-피페라지닐 등을 형성함)를 지칭한다. "치환된 시클로아미노"는 치환된 헤테로시클로기에 대해 이하 언급

된 것들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 바람직하게는 1 내지 4 개, 더욱 바람직하게는 1 내지 2 개의 치환체를 갖는 시클로아미

노기이다.

용어 "알킬티오"는 기 SRg(여기서, Rg는 알킬, 알케닐 및 시클로알킬로부터 선택됨)를 지칭한다. C1-C4알킬티오는 알킬티

오기 SRg'(여기서, Rg'는 C1-C4알킬 또는 C3-C4시클로알킬임)이다. 치환된 알킬티오기는 알킬, 알케닐 및(또는) 시클로알

킬 잔기 중 하나 이상이 치환된 알케닐기에 대해 앞서 언급한 것들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 바람직하게는 1 내지 4 개, 더

욱 바람직하게는 1 내지 2 개의 기로 치환된 알킬티오기이다.

용어 "아릴"은 페닐 및 나프틸을 비롯하여 1 내지 3 개의 방향족 고리를 갖는 시클릭 방향족 탄화수소기를 지칭한다. 아릴

기는 헤테로시클로, 시클로알킬 또는 헤테로아릴 고리인 두번째 또는 세번째 고리에 융합된 것일 수 있고, 단 이 경우 부착

점은 고리계의 아릴부가 된다. 따라서, 예시적인 아릴기는 하기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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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환된 아릴"은 아릴 고리 및(또는) 여기에 융합된 임의의 추가의 고리의 임의의 부착점에서 하나 이상, 바람직하게는 1

내지 3 개, 더욱 바람직하게는 1 내지 2 개의 치환체에 의해 치환된 아릴기를 지칭한다. 예시적인 치환체는 알킬, 치환된

알킬, 및 원자가가 허용되는 경우 치환된 알킬기에 대한 예시적인 치환체로서 앞서 언급한 기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용어 "시클로알킬"은 1 내지 3 개의 고리 및 고리 당 3 내지 8 개의 탄소를 함유하는 완전 포화 및 부분 불포화된 시클릭 탄

화수소기를 지칭한다. 예시적인 이러한 기는 시클로프로필, 시클로부틸, 시클로펜틸, 시클로헥실, 시클로헵틸, 시클로부테

닐, 시클로펜테닐, 시클로헥세닐 등을 포함한다. 시클로알킬 고리는 이하 예시하는 바와 같이 카르보닐기(C=O)로 대체된

탄소 고리 원자를 가질 수 있다. 시클로알킬기는, 헤테로시클로, 헤테로아릴, 또는 아릴기인 여기에 융합된 두번째 또는 세

번째 고리를 갖는 고리를 포함하며, 단 이러한 경우 부착점은 고리계의 시클로알킬부이다. 또한, 용어 "시클로알킬"은 스피

로 고리가 헤테로시클로 또는 카르보시클릭 고리인 스피로 방식으로 고리 또는 고리계에 부착된 두번째 또는 세번째 고리

를 갖는 고리를 포함한다. "치환된 시클로알킬"은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시클로알킬 고리, 및 원자가가 허용되는 경우 여

기에 융합되거나 또는 부착된 임의의 고리 상의 임의의 이용가능한 부착점에서 하나 이상의 치환체, 바람직하게는 1 내지

4 개의 치환체, 더욱 바람직하게는 1 내지 2 개의 치환체를 갖는 시클로알킬기를 지칭한다. 예시적인 치환체는 알킬, 치환

된 알킬, 및 치환된 알킬기에 대한 예시적인 치환체로서 앞서 언급한 기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로서 시클로알킬 고리의 비제한적 예는 하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용어 "헤테로시클," "헤테로시클릭" 및 "헤테로시클로"는 하나 이상의 탄소 원자 함유 고리에 하나 이상의 헤테로원자를 갖

는 완전 포화 또는 부분 불포화된 비방향족 시클릭기(예를 들면, 4 내지 7원 모노시클릭, 7 내지 11원 바이시클릭, 또는 10

내지 16원 트리시클릭 고리계)를 지칭한다. 헤테로원자를 함유하는 헤테로시클릭기의 각 고리는 질소 원자, 산소 원자 및

(또는) 황 원자로부터 선택된 1, 2, 3, 또는 4 개의 헤테로원자를 가질 수 있으며, 여기서 상기 질소 및(또는) 황 헤테로원자

는 임의적으로 산화될 수 있고 질소 헤테로원자는 임의적으로 4급화될 수 있다. 헤테로시클로 고리는 앞서 시클로알킬기

에 대해 설명한 바와 같이 카르보닐기(C=O)로 대체된 탄소 고리 원자를 가질 수 있다. 헤테로시클릭기는 고리 또는 고리계

의 임의의 질소 원자 또는 탄소 원자에서 분자의 잔여부에 부착될 수 있다. 또한, 헤테로시클로기는 스피로 또는 융합된 방

식으로 여기에 부착된 두번째 또는 세번째 고리를 가질 수 있으며, 단 부착점은 헤테로시클로기이다. 부착된 스피로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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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카르보시클릭 또는 헤테로시클릭 고리일 수 있고, 두번째 및(또는) 세번째 융합된 고리는 시클로알킬, 아릴 또는 헤테로

아릴 고리일 수 있다. 예시적인 모노시클릭 헤테로시클릭기는 아제티디닐, 피롤리디닐, 피라졸리닐, 이미다졸리디닐, 옥사

졸리디닐, 피페리디닐, 피페라지닐, 모르폴리닐, 테트라히드로푸릴, 테트라히드로피라닐, 티아모르폴리닐 등을 포함한다.

예시적인 바이시클릭 헤테로시클릭기는 인돌리닐, 이소인돌리닐, 퀴누클리디닐, 벤조피롤리디닐, 벤조피라졸리닐, 벤조이

미다졸리디닐, 벤조피페리디닐, 벤조피페라지닐, 테트라히드로이소퀴놀리닐, 테트라히드로퀴놀리닐, 디히드로이소인돌릴

등을 포함한다.

"치환된 헤테로시클," "치환된 헤테로시클릭," 및 "치환된 헤테로시클로"는 헤테로시클로 고리 및(또는) 스피로 방식으로

여기에 부착되거나 또는 융합된 임의의 고리에 대해 임의의 이용가능한 부착점에서 하나 이상의 치환체, 바람직하게는 1

내지 4 개의 치환체, 더욱 바람직하게는 1 내지 2 개의 치환체로 치환된 헤테로시클, 헤테로시클릭 또는 헤테로시클로기를

지칭한다. 예시적인 치환체는 알킬, 치환된 알킬, 및 치환된 알킬기에 대한 예시적인 치환체로서 앞서 언급한 기를 포함하

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용어 "헤테로아릴"은 하나 이상의 탄소 원자 함유 고리에서 하나 이상의 헤테로원자를 갖는 방향족 시클릭기(예를 들면, 5

내지 6원 모노시클릭, 7 내지 11원 바이시클릭, 또는 10 내지 16원 트리시클릭 고리계)를 지칭한다. 헤테로원자를 함유하

는 헤테로아릴기의 각 고리는 질소 원자, 산소 원자 및(또는) 황 원자로부터 선택된 1, 2, 3, 또는 4 개의 헤테로원자를 가

질 수 있고, 여기서 상기 질소 및(또는) 황 헤테로원자는 임의적으로 산화될 수 있고 질소 헤테로원자는 임의적으로 4급화

될 수 있다. (용어 "헤테로아릴륨"은 4급 질소 원자를 가져 양성 전하를 갖는 헤테로아릴기를 지칭한다.) 헤테로아릴기는

고리 또는 고리계의 임의의 질소 원자 또는 탄소 원자에서 분자의 잔여부에 부착될 수 있다. 또한, 헤테로아릴기는 여기에

융합된 두번째 또는 세번째 카르보시클릭(시클로알킬 또는 아릴) 또는 헤테로시클릭 고리를 가질 수 있으며, 단 부착점은

헤테로아릴기이다.

예시적인 모노시클릭 헤테로아릴기는 피라졸릴, 이미다졸릴, 트리아졸릴, 옥사졸릴, 푸릴, 티아졸릴, 이속사졸릴, 티아졸

릴, 피리딜[즉, ], 피리다지닐[즉, ], 피리미디닐[즉, ], 피라지닐[즉, ], 트리아지닐 등

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피리드-2-일, 피리다진-3-일과 같이 구체적인 부착점이 언급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헤테로아릴

기는 임의의 이용가능한 부착점에서 또다른 잔기에 결합할 수 있는 것으로 의도된다.

예시적인 바이시클릭 헤테로아릴기는 벤조티아졸릴, 벤족사졸릴, 벤족사디아졸릴, 벤조티에닐, 퀴놀리닐, 크로메닐, 인돌

릴, 인다졸릴, 이소퀴놀리닐, 벤즈이미다졸릴, 벤조피라닐, 벤조푸릴, 벤조푸라자닐, 벤조피라닐, 키놀리닐, 퀴녹살리닐,

피롤로피리딜, 푸로피리디닐(예를 들면, 푸로[2,3-c]피리디닐, 푸로[3,2-b]피리디닐] 또는 푸로[2,3-b]피리디닐), 트

리아지닐아제피닐 등을 포함한다.

"치환된 헤테로아릴"은 헤테로아릴 고리 및(또는) 여기에 융합된 임의의 고리에 대한 임의의 이용가능한 부착점에서 원자

가에 따라, 하나 이상, 바람직하게는 1 내지 3 개, 더욱 바람직하게는 1 내지 2 개의 치환체로 치환된 헤테로아릴기를 지칭

한다. 예시적인 치환체는 알킬, 치환된 알킬, 및 치환된 알킬기에 대한 예시적인 치환체로서 앞서 언급한 기를 포함하나 이

에 한정되지 않는다.

임의적으로 치환된, 구체적으로 언급된 아릴, 헤테로아릴, 시클로알킬 또는 헤테로시클로 고리가 언급되는 경우, 임의적인

치환체는 구체적으로 언급된 기가 구성원인 고리류에 대해 앞서 언급한 군으로부터 원자가에 따라 선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임의적으로 치환된 페닐"은 비치환된 페닐 고리, 및 아릴기에 대해 앞서 언급한 것들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치

환체를 함유하는 페닐 고리를 포함한다. "임의적으로-치환된 피리딜, 피리다지닐, 피리미디닐 및 피라지닐"은 비치환된 피

리딜, 피리다지닐, 피리미디닐 및 피라지닐 고리, 및 헤테로아릴기에 대해 앞서 언급한 것들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치

환체를 함유하는 고리를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 사용된 용어 "임의적으로 치환된 옥사디아졸릴"은 기 를 지칭하는 것으로 의도된다(상기 식 중,

Rj는 치환된 헤테로아릴기에 대해 앞서 언급된 치환체로부터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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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4급 질소"는, 예를 들면, 테트라알킬암모늄기(예를 들면, 테트라메틸암모늄, N-메틸피리디늄) 중의 양하전된 질소,

양자화된 암모늄 종(예를 들면, 트리메틸-히드로암모늄, N-히드로피리디늄) 중의 양하전된 질소, 아민 N-옥시드(예를 들

면, N-메틸-모르폴린-N-옥시드, 피리딘-N-옥시드) 중의 양하전된 질소, 및 N-아미노-암모늄기(예를 들면, N-아미노

피리디늄) 중의 양하전된 질소를 비롯한 4가 양하전된 질소 원자를 지칭한다.

용어 "할로겐" 또는 "할로"는 염소, 브롬, 불소 및(또는) 요오드를 지칭한다.

용어 할로알킬은, 예를 들면, 트리클로로메틸 또는 트리플루오로메틸(CCl3 또는 CF3)을 비롯한 퍼플루오로알킬기와 같은

기를 형성하는 단일 할로 치환체 또는 다중 할로 치환체를 갖는 알킬기를 지칭한다. 할로C1-C4알킬은 하나 이상의 할로

치환체를 갖는 C1-C4알킬을 지칭한다.

용어 할로알콕시는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알킬 잔기가, 예를 들면, 트리플루오로메톡시와 같은 기를 형성하는 단일 할로

치환체 또는 다중 할로 치환체를 갖는 알콕시기를 지칭한다. 할로C1-C4알콕시는 하나 이상의 할로 치환체를 갖는 C1-C4

알콕시를 지칭한다.

용어 "포화된"이 본 명세서에 사용된 경우 완전히 포화된 및 부분적으로 포화된 잔기를 지칭하고, 반대로, "불포화된"은 완

전히 불포화된 및 부분적으로 불포화된 잔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의도된다.

관능기가 "보호된"으로 명명되는 경우, 이는 상기 기가 보호된 부위에서 원치않는 부반응을 완화시키고, 특히 방지하는 변

형된 형태인 것을 의미한다. 본 명세서에 기재된 방법 및 화합물에 적합한 보호기는 표준 교본, 예를 들면 문헌[Greene,

T. W. et al., Protective Groups in Organic Synthesis, Wiley, N.Y. (1999)]에 기재된 것들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p38 활성을 억제하는 청구된 화합물의 능력에 대해 본 명세서에 사용된 용어 "선택적"은 p38α/β 키나아제 억제에 대한 효

소 분석에서 측정할 때 본 화합물이 인간 키놈(kinome) 전체의 족 내에 속하는 다수의 다른 키나아제를 억제하는 화합물의

활성보다 현저히 큰 활성 수준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용어 "현저히 큰 활성"은 다른 키나아제를 억제하는 화합물의 활성,

예를 들면 약 25 개 이상의 다른 키나아제, 다른 예에서 약 50 개 이상의 다른 키나아제, 또다른 예에서 약 100 개 이상의

다른 키나아제를 억제하는 화합물의 활성에 비해 약 500배 이상 큰 p38α/β 효소 억제 활성을 갖는 하나 이상의 화합물의

활성을 포함한다. 따라서, 한 실시양태에 따른 본 명세서에 정의된 선택적 p38 억제제는 다수의 다른 키나아제 중 임의의

하나를 억제하는 것보다 500 배 이상으로 p38 키나아제의α-이성형, p38 키나아제의 β-이성형 및(또는) p38 키나아제의

α 및 β 형태 양쪽 모두를 억제할 것이다. 따라서, 예를 들면, 25 개의 다른 키나아제 샘플과의 비교를 포함하는 실시양태의

경우, p38 선택적 화합물은 개별적으로 고려한 25 개의 다른 각각의 키나아제들 중 임의의 하나(예를 들면, 일대일 비교)

에 비해 500배 큰 p38α/β 키나아제 억제 활성을 가질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다른 키나아제, 예를 들면,

약 25 개 이상, 약 50 개 이상, 및 또다른 예에서, 약 100 개 이상의 다른 키나아제에 비해 p38α/β 키나아제를 억제하는 활

성이 약 1,000배 이상 큰 화합물이 제공된다. 또한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다른 키나아제, 예를 들면, 약 25 개 이

상, 약 50 개 이상, 및 또다른 예에서, 약 100 개 이상의 다른 키나아제에 비해 p38α/β 키나아제를 억제하는 활성이 약

5,000배 이상 큰 화합물이 제공된다. 본 명세서에 사용된 용어 "매우 선택적"은 본 화합물이 30 개 이상의 다른 키나아제,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50 개 이상의 다른 키나아제에 비해 p38α/β 키나아제를 억제하는 활성이 약 10,000배 이상 큰 것을

의미한다. 본 명세서에서 "다른 키나아제"를 언급하는 경우, 본 출원인은 p38α/β 키나아제 외에 당 분야에 공지된 키나아

제를 지칭하는 것을 의도한다. 예를 들면, p38α/β 키나아제 외에 공지된 다양한 키나아제 및 키나아제 족들은 WO 02/

062804, 및 본 명세서에 참고 문헌으로 인용되는 마닝(Manning), G. 등의 문헌[The Protein Kinase Complement of

the Human Genome, Science (Washington, DC, United States)(2002), 298(5600), pp. 1912-1916, 1933-1934]에

나타나 있다. 따라서, 상기 문헌에 나타나 있는 "다른 키나아제"는 하기 키나아제 및(또는) 키나아제 족: CaMK1, CaMK2,

CDK, DAPK, EMT, FGF, FMS, GSK3, LCK, PDGF-R, PKA, PCK, RAF, RIPK, LIMK-1, SYK, Met, PAK-4, PAK-5,

ZC-1, STLK-2, DDR-2, 오로라(Aurora) 1, 오로라 2, Bub-1, PLK, Chk1, Chk2, HER2, JAK, raf1, MEK1, EGF-R,

RSK/RSK, IGF-R, IRAK, VEGF-R, P13K, PDK, HIPK, STKR, BRD, Wnk, NKF3, NKF4, NKF5, 윌(weel) 키나아제,

Src, Abl, ILK, MK-2, IKK-2, PIPK, Cdc7, Ste11, Ste20, Ste7, Tec, Trk 및(또는) Nek 등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키나아제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상기는 다른 키나아제들의 예시적인 비제한적인 목록이다. 마닝은

518 개의 단백질 키나아제를 동정하였으며, 본 출원인은 p38 키나아제 외에 이러한 518 개의 단백질 키나아제 중 각각을

본 명세서에 사용된 용어 "다른 키나아제"의 정의에 포함하는 것을 의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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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성을 결정하는 활성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당 분야에 공지된 많은 효소 분석들이 있다. 본 출원인은 하기에

특정한 효소 분석을 기재하였으나 이는 본 명세서의 선택성의 정의에 대해 이러한 구체적인 분석의 사용으로 한정하기 위

한 것이 아니다.

달리 언급이 없으면, 불만족스러운 원자가를 갖는 헤테로원자는 원자가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수소 원자를 갖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당업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화학식 I의 화합물은 염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속한다. 본 명세서에서 화학식 I의 화합물을 언급

하는 경우 달리 언급이 없으면 그의 염에 대한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본 명세서에 사용된 용어 "염(들)"은 무기

및(또는) 유기산 및 염기로 형성된 산성염 및(또는) 염기성염을 나타낸다. 또한, 화학식 I의 화합물이, 예를 들면, 피리딘 또

는 이미다졸이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염기성 잔기, 및, 예를 들면, 카르복실산이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산성 잔기 양쪽 모

두를 함유하는 경우, 쯔비터 이온("내부염")이 형성될 수 있고, 본 명세서에 사용된 용어 "염(들)" 내에 포함된다. 비록 다른

염들도, 예를 들면, 제조 중에 사용될 수 있는 단리 또는 정제 단계에서 유용할 수 있지만 제약상 허용되는(즉, 비독성, 생

리학상 허용되는) 염이 바람직하다. 화학식 I의 화합물의 염은 예를 들면, 매질, 예를 들면, 염이 침전하는 매질 또는 수성

매질 중에서 화합물 I을 소정의 양의 산 또는 염기와, 예를 들면, 등가량으로 반응시킨 후 동결건조시킴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민 또는 피리딘 또는 이미다졸 고리이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염기성 잔기를 함유하는 화학식 I의 화합물은 다

양한 유기 및 무기산과 염을 형성할 수 있다. 예시적인 산 부가염은 아세테이트(예를 들면, 아세트산 또는 트리할로아세트

산, 예를 들면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으로 형성된 것들), 아디페이트, 알기네이트, 아스코르베이트, 아스파르테이트, 벤조

에이트, 벤젠술포네이트, 비스술페이트, 보레이트, 부티레이트, 시트레이트, 캄포레이트, 캄포르술포네이트, 시클로펜탄프

로피오네이트, 디글루코네이트, 도데실술페이트, 에탄술포네이트, 푸마레이트, 글루코헵타노에이트, 글리세로포스페이트,

헤미술페이트, 헵타노에이트, 헥사노에이트, 히드로클로라이드, 히드로브로마이드, 히드로요오다이드, 히드록시에탄술포

네이트(예를 들면, 2-히드록시에탄술포네이트), 락테이트, 말레에이트, 메탄술포네이트, 나프탈렌술포네이트(예를 들면,

2-나프탈렌술포네이트), 니코티네이트, 니트레이트, 옥살레이트, 펙티네이트, 퍼술페이트, 페닐프로피오네이트(예를 들

면, 3-페닐프로피오네이트), 포스페이트, 피크레이트, 피발레이트, 프로피오네이트, 살리실레이트, 숙시네이트, 술페이트

(예를 들면, 황산으로 형성된 것들), 술포네이트(예를 들면, 본 명세서에 언급된 것들), 타르트레이트, 티오시아네이트, 톨

루엔술포네이트, 예를 들면 토실레이트, 운데카노에이트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카르복실산이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산성 잔기를 함유하는 화학식 I의 화합물은 다양한 유기 및 무기 염기와 염

을 형성할 수 있다. 예시적인 염기성염은 암모늄염; 알칼리 금속염, 예를 들면 나트륨염, 리튬염 및 칼륨염; 알칼리 토금속

염, 예를 들면 칼슘염 및 마그네슘염; 유기 염기(예를 들면, 유기 아민)와의 염, 예를 들면 벤자틴, 디시클로헥실아민, 히드

라바민(N,N-비스(데히드로아비에틸) 에틸렌디아민과 형성됨), N-메틸-D-글루카민, N-메틸-D-글리카미드, t-부틸 아

민; 및 아미노산과의 염, 예를 들면 아르기닌, 리신 등을 포함한다. 염기성 질소 함유기는 저급 알킬 할라이드(예를 들면,

메틸, 에틸, 프로필 및 부틸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및 요오다이드), 디알킬 술페이트(예를 들면, 디메틸, 디에틸, 디부틸

및 디아밀 술페이트), 장쇄 할라이드(예를 들면 데실, 라우릴, 미리스틸 및 스테아릴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및 요오다이

드), 아르알킬 할라이드(예를 들면, 벤질 및 펜에틸 브로마이드) 등과 같은 제제를 사용하여 4급화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화합물의 전구약 및 용매화물도 본 명세서에서 고려된다. 본 명세서에 사용된 용어 "전구약"은 대상체에 투여시,

대사 또는 화학적 과정에 의해 화학적으로 전환되어 화학식 I의 화합물, 또는 그의 염 및(또는) 용매화물을 생성하는 화합

물을 나타낸다. 화학식 I의 화합물의 용매화물은, 예를 들면, 수화물을 포함한다.

화학식 I의 화합물 및 그의 염은 그들의 토토머형(예를 들면, 아미드 또는 이미노 에테르)으로 존재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서는 이러한 모든 토토머형들을 본 발명의 일부로 고려한다.

거울상 이성체 및 부분입체 이성체를 비롯한 본 화합물의 모든 입체이성체(예를 들면, 다양한 치환체 상의 비대칭 탄소로

인해 존재할 수 있는 것들)가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고려된다. 본 발명의 화합물의 개개의 입체이성체는, 예를 들면, 실질

적으로 다른 이성체(예를 들면, 구체화된 활성을 갖는 순수 또는 실질적으로 순수한 광학 이성체)가 없을 수 있거나, 또는,

예를 들면, 라세미체로서 또는 기타의 또는 다른 선택된 입체이성체와 함께 혼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키랄 중심은 IUPAC

1974 권고(Recommendations)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S 또는 R 배위를 가질 수 있다. 라세미 형태는 물리적 방법, 예를

들면, 분별 결정, 부분입체 유도체의 분리 또는 결정화 또는 키랄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분리에 의해 분해될 수 있

다. 개개의 광학 이성체는 통상적인 방법, 예를 들면, 광학적 활성 산과의 염 형성 후 결정화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

는 임의의 적합한 방법에 의해 라세미체로부터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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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화합물의 모든 구조적 이성체는 혼합물 또는 순수 또는 실질적으로 순수 형태로 고려된다. 본 발명의 화합물의

정의는 시클릭 탄화수소 또는 헤테로시클로 고리의 시스 및 트란스 이성체, 뿐만 아니라 시스(Z) 및 트란스(E) 알켄 이성체

양쪽 모두를 포괄한다.

본 명세서에서 화학식 I의 화합물을 언급하는 경우, 화학식 I의 화합물, 또는 그의 염, 전구약, 용매화물 또는 이성체가 생성

되거나 또는 형성되는 방식에 한정이 없이, 예를 들면, 하나 이상의 부형제 또는 불순물과 함께, 순수 형태, 단리된 형태, 조

형태로 존재하든, 고체 또는 액체 형태로 존재하든, 환자에게 투여 전 제약 제제, 환자에게 투여 후 환자의 신체에서의 형

태 등으로 존재하든 간에 각각의 화학식 I의 화합물, 및 각각의 그의 염, 전구약, 용매화물, 또는 이성체 단독, 또는 다른 화

학식 I의 화합물, 화학식 I의 화합물의 다른 염, 전구약, 용매화물 또는 이성체와의 조합물, 또는 화학식 I 이외의 화합물과

의 조합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명세서 전체에서, 기 및 그의 치환체는 안정한 잔기 및 화합물을 제공하도록 선택될 수 있다.

별법의 실시양태

본 발명의 화합물의 별법의 부류들 및(또는) 하위부류들은 화학식 Ia, Ib 및(또는) Ic의 화합물 및(또는) 그들의 제약상 허

용되는 염, 수화물, 이성체, 전구약 및(또는) 용매화물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한 태양에 따르면, 화학식 Ia를 갖는 화합물,

및 그들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 전구약, 용매화물, 이성체 및(또는) 수화물이 제공된다.

<화학식 Ia>

상기 식 중, R6은 C1-6알킬 또는 시클로프로필이고;

R2는 C1-6알킬, NR7R8, 및 기 NR7R8로 치환된 C1-4알킬로부터 선택되고;

R7 및 R8은 독립적으로 수소, C1-6알킬, 및 C3-6시클로알킬로부터 선택되고, 상기 기 R7 및 R8 각각은 또한 임의적으로

OH, O(C1-4알킬),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로, NH2, NH(C1-4알킬) 및(또는) N(C1-4알킬)2 중 하나 또는 2 개로 치환되거

나, 또는 R7 및 R8은 부착된 질소 원자와 함께 시클로아미노기를 형성하고;

Q는 페닐, 피리딜, 피리다지닐, 피리미디닐 또는 피라지닐이고;

R9, R10 및 R11은 아릴 및(또는) 헤테로아릴기에 대해 본 명세서에서 정의한 임의적 치환체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태양에 따르면, R7 및 R8이 독립적으로 수소, C1-6알킬 및 C3-6시클로알킬로부터 선택되고, 상기 R7 및

R8 각각은 또한 임의적으로 OH, O(C1-4알킬), 이미다졸릴, 피리딜, 테트라히드로푸릴, NH2, NH(C1-4알킬), N(C1-4알킬)

2 및 N-모르폴리닐 중 하나 또는 2 개로 치환되거나, 또는 R7 및 R8은 부착된 질소 원자와 함께 모르폴리닐, 피페리디닐

또는 피페라지닐 고리를 형성하고;

Q가 페닐 또는 피리딜이고, R9, R10 및 R11이 아릴 및(또는) 헤테로아릴기에 대해 본 명세서에서 정의한 임의적 치환체인

화학식 Ia의 화합물, 및 그들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 전구약, 용매화물, 이성체 및(또는) 수화물이 제공된다.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R9, R10 및 R11이 수소, C1-4알킬, O(C1-4알킬), 할로겐,할로C1-4알킬, 시아노, S02(C1-4알킬) 및

(또는) 니트로로부터 선택된 화학식 Ia의 화합물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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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R2가 메틸, 에틸, 프로필, 부틸, 또는 NR7R8이고, R7이 수소 또는 C1-4알킬이고, R8이 수소,

C1-4알킬, C3-6시클로알킬, 또는 OH, 메톡시, 피리딜, 테트라히드로푸릴, NH2, NHC1-4알킬, N(C1-4알킬)2, 이미다졸릴

및 N-모르폴리닐로 치환된 C1-4알킬이거나; 또는 R7 및 R8이 합쳐져 모르폴리닐, 피페리디닐 또는 피페라지닐을 형성하

는 화학식 Ia의 화합물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양태에 따르면, 고리 Q가 기 (여기서, R10은 할로겐, 시아노 또는 트리플루오로메틸이고,

X는 CH 또는 N임)인 상기 화학식 I 및(또는) Ia를 갖는 화합물 및(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 전구약, 용매화물, 이성

체 및(또는) 수화물이 제공된다.

또한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하기 화학식 Ic를 갖는 화합물, 및 그들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 전구약, 용매화물, 이성체 및(또

는) 수화물이 제공된다

화학식 Ic

상기 식 중, R2는 앞서 정의한 바와 같고, Q는 페닐, 피리딜, 피리다지닐, 피리미디닐 또는 피라지닐이고, R9, R10 및 R11은

아릴 및(또는) 헤테로아릴에 대해 본 명세서에서 정의한 임의적 치환체이다.

또한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R9, R10 및 R11이 수소, C1-4알킬, O(C1-4알킬), 할로겐, 할로C1-4알킬, 시아노, SO2(C1-4알

킬) 및(또는) 니트로로부터 선택되고; R2가 C1-4알킬, N-모르폴리닐, NH2 및(또는) NR7R8(여기서, R7은 수소 또는 C1-4

알킬이고, R8은 C1-4알킬, C3-6시클로알킬, 또는 OH, 메톡시, 피리딜, 테트라히드로푸릴, N(CH3)2, 이미다졸릴 및(또는)

N-모르폴리닐로 치환된 C1-4알킬임)로부터 선택되는 상기 화학식 Ia 및(또는) 화학식 Ic를 갖는 화합물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태양은 하기 화학식 Ib를 갖는 화합물, 및 그들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 전구약, 용매화물, 이성체 및(또

는) 수화물에 관한 것이다.

<화학식 Ib>

상기 식 중, R2는 앞서 정의한 바와 같고, Q는 페닐, 피리딜, 피리다지닐, 피리미디닐 또는 피라지닐이고, R9, R10, R11 및

R13은 아릴 및(또는) 헤테로아릴기에 대해 본 명세서에서 정의한 임의적 치환체이다.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R13이 저급 알킬 또는 페닐, 더욱 바람직하게는 메틸인 화학식 Ib의 화합물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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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실시양태에서, R9, R10 및 R11이 수소, C1-4알킬, O(C1-4알킬), 할로겐, 할로C1-4알킬, 시아노, SO2(C1-4알킬) 및

(또는) 니트로로부터 선택되고; R2가 C1-4알킬, N-모르폴리닐, NH2 및(또는) NR7R8(여기서, R7은 수소 또는 C1-4알킬이

고, R8은 C1-4알킬, C3-6시클로알킬, 또는 OH, 메톡시, 피리딜, 테트라히드로푸릴, N(CH3)2, 이미다졸릴 및(또는) N-모르

폴리닐로 치환된 C1-4알킬임)로부터 선택되는 화학식 Ib를 갖는 화합물이 제공된다.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하기 화학식을 갖는 화합물이 제공된다.

상기 식 중, R2 및 R6는 화학식 Ia의 화합물에 대해 앞서 정의한 바와 같고, Q는 하기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상기 식 중, R30, R31, R32, R33 및 R34는 수소, 할로겐, 시아노, 트리플루오로메틸, 트리플루오로메톡시, C1-4알킬, O(C1-4

알킬), 니트로 및(또는) SO2CH3로부터 선택된다.

또한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하기 화학식을 갖는 화합물이 제공된다.

상기 식 중, R2, R6 및 R13은 화학식 Ib의 화합물에 대해 앞서 정의한 바와 같고, Q는 하기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상기 식 중, R30, R31, R32, R33 및 R34는 수소, 할로겐, 시아노, 트리플루오로메틸, 트리플루오로메톡시, C1-4알킬, O(C1-4

알킬), 니트로 및(또는) SO2CH3로부터 선택된다.

화학식 Ia, Ib 및(또는) Ic의 화합물에서, 또다른 실시양태는 R2가 저급 알킬 또는 아미노, 더욱 바람직하게는 메틸 또는 아

미노인 화합물을 포함한다.

당업자는, 하기 반응식 및 실시예에 나타낸 다양한 화합물 및 그의 잔기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본 명세서의 개시

내용을 참고함으로써 추가의 실시양태를 명확히 이해할 것이다.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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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화합물은 p38 키나아제, 특히 이성형 p38α 및 p38β의 억제제이다. 따라서, 화학식 I의 화합물은 p38 키나아제

활성과 관련된 증상을 치료하는 데 유용성을 갖는다. 이러한 증상은 시토카인 수치가 p38을 통한 세포내 신호 전달의 결과

로 조절되는 질환 또는 장애, 특히 시토카인 IL-1, IL-4, IL-8 및 TNF-α의 과잉생산과 관련된 질환을 포함한다. 본 명세

서에 사용된 용어 "치료(하는)" 또는 "치료"는 질환 상태 및(또는) 그의 증상에 대한 대응 및(또는) 예방 수단, 예를 들면, 질

환 또는 장애의 발병을 억제하거나 지연시키고, 증상 또는 질환 상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소시키고(감소시키거나) 질환

및(또는) 그의 증상을 경감, 완화 또는 치유하기 위해 디자인된 수단을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서 "p-38α/β 키나아제"의 억

제가 언급되는 경우, p38α 및 p38β 키나아제 양쪽 모두가 억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화학식 I의 화합물은 p-38α/β 키나아제 억제제로서의 활성의 측면에서 염증 질환, 자가면역 질환, 파괴성 골 장애, 증식성

장애, 혈관신생 장애, 감염성 질환, 신경퇴행성 질환, 바이러스성 질환 및 허혈성 관류 손상 상태를 치료하는 데 유용하다.

더욱 구체적으로, 본 발명의 화합물은 관절염(예를 들면, 류머티스성 관절염, 라임병 관절염, 골관절염, 외상성 관절염, 풍

진 관절염, 건성성 관절염, 통풍성 관절염, 및 다른 관절염 증상), 사구체신염, 췌장염(급성 또는 만성), 당뇨병, 당뇨병성

망막증, 황반 변성, 결막염, 재생불량성 빈혈, 혈소판 감소증, 위염, 만성 갑상선염, 만성 활동성 간염, 다발 경화증, 염증성

장 질환, 궤양성 직장염, 크론병, 악액질(감염, 암 또는 심장 질환에 파생하는 악액질 포함), 치주 질환, 알츠하미머병, 파킨

슨병, 켈로이드 형성, 폐 사르코이도시스, 근 무력증, 내독소에 의해 유발된 염증 반응, 라이터 증후군, 통풍, 급성 활액막

염, 대량 호중구 침윤으로 특성화된 질환, 강직성 척추염, 감기, 뇌 말라리아, 규페증, 골 흡수 질환, 고열, 감염에 의한 근육

통, 골다공증, 다중 골수종 관련 골 장애, 외상성 손상에 의해 유발되는 신경퇴행성 질환 및 외상성 뇌 손상을 포함하나 이

에 한정되지 않는 염증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화합물은 급성 또는 만성 이식체 대 숙주 반응(예를 들면, 췌장 섬 이인자형 이식편), 급성 또는 만성 이식

거부(예를 들면, 신장, 간, 심장, 폐, 췌장, 골수, 각막, 소장, 피부 이인자형 이식편, 피부 동종이식편, 이종이식편 및(또는)

이러한 장기로부터 유래한 세포), 및 반흔 조직 형성, 습진, 아토피성 피부염, 접촉 피부염, 두드러기, 경피증, 스클레라클

러마(scleraclerma) 및 건선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피부 증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화합물은 천식,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 건초열, 알러지성 비염, 및 임의의 만성 폐 염증 질환, 예를 들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비롯한 알러지 및 호흡 증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상기 화합물은 천식 및 알러지에

서의 스테로이드 내성을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화합물은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애디슨병, 자가면역 다선 질환(자가면역 다선 증후군으로도 알려짐) 및

그레이브병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자가면역 질환과 관련된 염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화합

물은 감염성 질환, 예를 들면, 패혈증, 패혈성 쇼크, 세균성 이질 및 헬리코박터 피롤리에 사용될 수 있다.

본 화합물은 단순성 포진 유형 1(HSV-1), 단순성 포진 유형 2(HSV-2), 거대 세포 바이러스, 엡스타인-바르, 인간 면역결

핍 바이러스(HIV), 급성 간염 감염(간염 A, 간염 B 및 간염 C 포함), HIV 감염 및 CMV 망막염, AIDS, ARC 또는 악성종양

및 포진을 비롯한 바이러스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화합물은 충실성 종양, 안구 신혈관화 및 영아 혈관종을 비롯한 혈관신생 장애를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p38 억제제는 유발성 전염증성(pro-inflammatory) 단백질, 예를 들면, 시클로옥시게나아제-2(COX-2)

로도 불리는 프로스타글라딘 엔도퍼옥시드 신테아제-2(PGHS-2)의 발현을 억제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화합물로 치료될

수 있는 추가의 증상들은 부종, 진통 및 통증, 예를 들면, 신경근육통, 두통, 암 또는 수술에 의해 유발된 통증, 치통 및 관절

염 통증을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화합물은 그들의 COX-2 억제 활성의 측면에서, 상피 암 및 선암을 포함하나 이에 한

정되지 않는 암을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화합물은 혈관 폐색, 뇌경색, 뇌졸중, 및 관련된 뇌 혈관 질환(뇌혈관 사고, 일과성 허혈성 발작 포함)으로

부터 유래하는 허혈을 포함하는 허혈을 치료하는 데 유용하다. 따라서, 본 화합물은 심근 경색, 관상 동맥 질환, 비-Q파

MI, 울혈성 심부전증, 심실 비대, 심장 부정맥, 불안정성 협심증, 만성 안정성 협심증, 프린즈메탈 협심증, 고혈압, 간헐성

파행, 무통성 허혈, 심장 비대, 및 말초 동맥 폐색성 질환(예를 들면, 말초 동맥 질환, 심한 하지 허혈, 절단의 예방, 및 심혈

관 이환, 예를 들면 MI, 뇌졸중 또는 사망의 예방)을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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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화합물은 허혈 치료 활성의 측면에서 혈전증으로부터 유발되는 증상 또는 예후, 죽상동맥경화, 말초 동맥

질환, 및 하기 중 하나 이상과 관련되고(관련되거나) 이에 의해 유발되는 혈전성 또는 혈전 색전성 증상 또는 예후를 치료

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혈전 색전성 뇌졸중(심방 세동으로부터 또는 심실 또는 대동맥 벽혈전으로부터 유래하는 것 포함)

, 정맥 혈전증(심부 정맥 혈전증 포함), 동맥 혈전증, 뇌 혈전증, 폐 색전증, 뇌 색전증, 혈전성향증(예를 들면, 제 5 응고인

자 레이든(Factor V Leiden) 및 호모시스티네니미아(homocystinenimia)), 응고 증후군 및 응고장애(예를 들면,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 재협착(예를 들면, 내인성 또는 외인성으로 유발된 동맥 손상 후), 심방 세동, 및 심실 확장(확장성 심근증

및 심부전증 포함). 또한, 본 발명의 화합물은 죽상경화성 질환 및 장애, 예를 들면, 죽상경화성 혈관 질환, 죽상경화판 파

열, 죽상경화판 형성, 이식 죽상동맥경화, 및 혈관 개조 죽상동맥경화의 증상 또는 예후를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또

한, 본 발명의 화합물은 암, 수술, 염증, 전신 감염, 인공 표면(예를 들면, 스텐트, 인공폐, 단락, 혈관 저장통(access port),

혈관 이식체, 인공 밸브 등), 심혈관 중재술, 예를 들면, 관상동맥 확장술(PTCA), 부동, 투약(예를 들면, 경구 피임약, 호르

몬 대체 요법 및 헤파린), 임신 및 태아 손실, 및 망막증, 신장병 및 신경질환을 비롯한 당뇨 합병증과 관련된 혈전성 또는

혈전 색전성 상태의 증상 또는 예후를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화합물은 조직의 보존, 예를 들면, 장기 이식 및 외과적 수술에 관련된 조직의 보존에 사용될 수 있다. 본 화합물

은 허혈 증상과 관련된 다른 조직 또는 근육에서의 질환 또는 장애를 치료하고(치료하거나) 조직 및 근육의 강도 또는 안정

성을 강화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본 화합물은 근육 세포 손상 및 괴사를 치료하고(치료하거나) 운동선수의

성적(athletes' performance)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화합물을 사용하여 치료될 수 있는 추가의 질환 및 장애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백혈병, CNS 장애(뇌 허혈, 예를

들면 뇌경색, 뇌 부종 등과 관련됨), 및 평활근 세포, 혈관사이 세포 및 혈관아세포의 증식과 관련된 질환을 포함한다. 이러

한 질환은 신장 섬유증, 간 섬유증, 전립선 비대 및 폐 섬유증을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화합물은 수의학적 바이러스성 감염, 예를 들면, 말 감염성 빈혈 바이러스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렌티바이러스 감염; 또는 고양이 면역결핍 바이러스, 우태 면역결핍 바이러스, 및 개 면역결핍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레트

로 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용어 "p38 관련 증상" 또는 "p38 관련 질환 또는 장애"가 본 명세서에 사용된 경우, 각각은 앞서 반복하여 상세히 설명한

모든 증상, 뿐만 아니라 p38 키나아제 활성에 의해 조절되는 임의의 다른 증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의도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유효량의 하나 이상의 화학식 I의 화합물,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 수화물, 또는 전구약을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체에게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p38 키나아제 관련 증상을 치

료하는 방법은 화학식 I의 화합물을 단독으로 또는 서로 및(또는) 다른 적합한 치료제, 예를 들면, 항염증 약물, 항생제, 항

바이러스제, 항산화제, 콜레스테롤/지질 저하제, 항증식제를 비롯한 항종양제, 및 허혈 치료에 사용되는 제제와 함께 투여

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화합물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 적합한 다른 항염증제의 예는 아스피린, 크로몰린, 네도크로밀(nedocromil), 테

오필린(theophyline), 질루톤(zileuton), 자피르루카스트(zafirlukast), 몬테루카스트(monteleukast), 프란루카스트

(pranleukast), 인도메타신(indomethacin) 및 리폭시게나아제 억제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예를 들면, 이부

프로펜 및 나프록신); TNF-α 억제제(예를 들면, 테니답(tenidap) 및 라파마이신(rapamycin) 또는 그의 유도체), 또는

TNF-α 길항제(예를 들면, 인플릭시맙(infliximab), 엔브렐(enbrel), D2E7, OR1384), 시토카인 조절제(예를 들면 TNF-α

전환 효소 [TACE] 억제제, 인터루킨-1 전환 효소(ICE) 억제제, 인터루킨-1 수용체 길항제), 프레드니손(prednisone),

덱사메타손(dexamethasone), 엔브렐(Enbrel)(등록상표), 시클로옥시게나아제 억제제(즉, COX-1 및(또는) COX-2 억제

제, 예를 들면, 나프록센(Naproxen)(등록상표), 셀레브렉스(Celebrex)(등록상표), 또는 비옥스(Vioxx)(등록상표)),

CTLA4-Ig 작용제/길항제(LEA29Y), CD40 리간드 길항제, IMPDH 억제제(예를 들면, 미코페놀레이트[셀셉트

(CellCept)(등록상표)] 및 VX-497), 인테그린(integrin) 길항제, 알파-4 베타-7 인테그린 길항제, 세포 유착 억제제, 인

터페론 감마 길항제, ICAM-1, 프로스타글라딘 합성 억제제, 부데소니드(budesonide), 클로파지민(clofazimine), CNI-

1493, CD4 길항제(예를 들면, 프릴리지맙(priliximab)), 다른 p38 미토겐 활성화 단백질 키나아제 억제제, 단백질 타이로

신 키나아제(PTK) 억제제, IKK 억제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치료제(예를 들면, 젤마크(Zelmac)(등록상표), 젤노름

(Zelnorm)(등록상표), 및 막시(Maxi)-K(등록상표) 개방제, 예를 들면 미국 특허 제 6,184,231 B1호에 개시된 것들), 또는

다른 NF-κB 억제제(예를 들면, 미국 특허 제 4,200,750호에 기재된 칼포스틴(calphostin), CSAID 및 퀴녹살린); 코르티

코스테로이드(예를 들면, 베클로메타손(beclomethasone), 트리암시놀론(triamcinolone), 부데소니드, 플루티카손

(fluticasone), 플루티솔리드(flunisolide), 덱사메타손, 프레드니손 및 덱사메타손); 해리된 스테로이드; 케모킨 수용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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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CCR1, CCR2, CCR3, CCR4 및 CXCR2 수용체 길항제 포함); 분비성 및 시토졸성 포스포리파아제 A2 억제제,

VLA4 길항제,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살리실레이트, 일산화질소 및 다른 면역억제제, 및 핵 전위 억제제, 예를 들면 데옥시

스페르구알린(DSG)을 포함한다.

통증 치료를 위해, 본 발명의 화합물을 아스피린, NSAID, 또는 5-HT 1 수용체 작용제, 예를 들면, 부스피론, 수미트립탄

(sumitriptan), 엘레트립탄(eletriptan) 또는 리자트립탄(rizatriptan)과 병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화합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항생제의 예는 β-락탐(예를 들면, 페니실린, 세팔로스포린 및 카르보페

남); β-락탐 및 락타마아제 억제제(예를 들면, 오가멘틴(augamentin)); 아미노글루코시드(예를 들면, 토브라마이신

(tobramycin) 및 스트렙토마이신); 마크로라이드(macrolide)(예를 들면, 에리트로마이신 및 아지트로마이신); 퀴놀론(예

를 들면, 시프로(cipro) 및 테퀸(tequin)); 펩티드 및 뎁토펩티드(예를 들면, 반코마이신, 시너시드 및 답토마이신); 대사체

계 항생제(예를 들면, 술폰아미드 및 트리메토프림); 다환계(예를 들면, 테트라사이클린 및 리팜핀(rifampin)); 단백질 합

성 억제제(예를 들면, 지복스(zyvox), 클로로페니콜, 클린다마이신 등); 및 니트로계 항생제(예를 들면, 니트로푸란 및 니

트로이미다졸)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화합물과 함께 사용하기 적합한 항바이러스제의 예는 뉴클레오시드계 억제제, 프로테아제계 억제제 및 바이러

스 조립 억제제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화합물과 병용하기 적합한 항골다공증제의 예는 알렌드로네이트(alendronate), 리제드로네이트(risedronate),

PTH, PTH 단편, 락록시펜, 칼시토닌, RANK 리간드 길항제, 칼슘 감지 수용체 길항제, TRAP 억제제,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SERM) 및 AP-1 억제제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화합물과 병용하기 적합한 항산화제의 예는 지질 과산화 억제제, 예를 들면, 프로부콜(probucol), BO-653, 비

타민 A, 비타민 E, AGI-1067 및 α-리포산을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화합물은 스테로이드 또는 비스테로이드성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작용제("PRA"), 예를 들면, 레보노르게

스트렐(levonorgestrel),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아세테이트(MPA)와 병용된다.

또한, 본 발명의 화합물은 항당뇨제, 예를 들면, 바이구아니드(예를 들면, 메트포르민(metformin)), 글루코시다아제 억제

제(예를 들면 아카보오스(acarbose)), 인슐린(인슐린 분비촉진제 또는 인슐린 감작제 포함), 메글리티니드(meglitinide)

(예를 들면 레파글리니드(repaglinide)), 술포닐우레아(예를 들면, 글리메피리드(glimepiride), 글리부리드(glyburide) 및

글리피지드(glipizide)), 바이구아니드/글리부리드 조합물(예를 들면, 글루코반스(glucovance)), 티오졸리딘디온(예를 들

면 트로글리타존(troglitazone), 로시글리타존(rosiglitazone) 및 피오글리타존(pioglitazone)), PPAR-알파 작용제,

PPAR-감마 작용제, PPAR알파/감마 이중 작용제, SGLT2 억제제, 지방산 결합 단백질(aP2) 억제제, 예를 들면 2000년 3

월 6일 출원되고 본 양수인에게 양도된 미국 특허 출원 제 09/519,079호에 개시된 것들,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

1), 글루카곤 포스포릴라아제 및 디펩티딜 펩티다아제 IV(DP4) 억제제와 병용될 수 있다.

또한, 본 화합물은 치료적 이익을 위해 세포 내 cAMP 또는 cGMP 수치를 상승시키는 제제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의 화합물은 PDE1 억제제(예를 들면, 문헌[Journal of Medicinal Chemistry, Vol. 40, pp. 2196-2210

[1997]]에 기재된 것들), PDE2 억제제, PDE3 억제제(예를 들면, 레비지논, 피모벤단(pimobendan) 또는 올프리논

(olprinone)), PDE4 억제제(예를 들면, 롤리프람(rolipram), 실로밀라스트(cilomilast) 또는 피클라밀라스트(piclamilast))

, PDE7 억제제, 또는 다른 PDE 억제제, 예를 들면 디피리다몰, 실로스타졸(cilostazol), 실데나필(sildenafil), 덴부틸린,

테오필린(1,2-디메틸크산틴), 아리플로(ARIFLO)(상표명)(즉, 시스-4-시아노-4-[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페닐]

시클로헥산-1-카르복실산), 아로필린(arofyline), 로플루밀라스트(roflumilast), C-11294A, CDC-801, BAY-19-8004,

시팜필린(cipamfylline), SCH351591, YM-976, PD-189659, 메시오프람(mesiopram), 푸마펜트린(pumafentrine),

CDC-998, IC-485 및 KW-4490을 비롯한 포스포디에스테라아제 억제제와 병용되는 경우 유리한 효과를 제공할 수 있

다.

또한, 본발명의 화합물은 항암 요법 및 화학요법, 예를 들면, 탁솔 및(또는) 시스플라틴과의 병용에도 유용하다. 본 화합물

은 항종양제, 예를 들면 파클리탁셀(paclitaxel), 아드리아마이신(adriamycin), 에피틸론(epithilones), 시스플라틴

(cisplatin) 및 카르보플라틴(carboplatin)과 병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화합물은 허혈 치료의 유용성의 측면에서, 에프라펩틴(efrapeptin), 올리고마이신(oligomycin), 오토베르틴

(autovertin) B, 아지드, 및 2001년 12월 10일 출원되고 본 양수인에게 양도된 US 특허 출원 제 10/315,818호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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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을 비롯한 F1F0-ATPase 억제제; -알파- 또는 베타- 아드레날린 작동 차단제(예를 들면, 프로프라놀올

(propranolol), 나돌올(nadolol), 카르베딜올(carvedilol) 및 프라조신(prazosin)), 또는 β-아드레날린 작용제(예를 들면,

알부테롤(albuterol), 테르부탈린(terbutaline), 포르모테롤(formoterol), 살메테롤(salmeterol), 비톨테롤(bitolterol), 필

부테롤(pilbuterol) 및 페노테롤(fenoterol)), 항협심증 약제, 예를 들면, 니트레이트, 예를 들면 소듐 니트레이트, 니트로글

리세린, 이소소르비드 모노니트레이트, 이소소르비드 디니트레이트 및 니트로바소딜라터(nitrovasodilator); 클래스 I 제

제(예를 들면, 프로파레논(propafenone)), 클래스 II 제제(프로프라놀올), 클래스 III 제제(예를 들면, 소탈올(sotalol), 도페

틸리드(dofetilide), 아미오다론(amiodarone), 아지밀리드(azimilide) 및 이부틸리드(ibutilide)), 클래스 IV 제제(예를 들

면, 딜티아젬(diltiazem) 및 버라파밀(verapamil))을 비롯한 항부정맥 약제; K+ 채널 조절제, 예를 들면 IAch 억제제 및 K+

채널 개방제의 Kν1 아족의 억제제, 예를 들면 IKur 억제제(예를 들면, 2000년 12월 5일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제 09/

729,731호에 개시된 화합물); 및 간극 연접(gap-junction) 조절제, 예를 들면, 커넥션(connexions); 아스피린, 와르파린

(warfarin), 시멜라그트란(ximelagtran), 저분자량 헤파린(예를 들면, 러브녹스(lovenox), 에녹사파레인(enoxaparain) 및

달테파린(dalteparin))을 비롯한 항응고제 또는 항혈전제; 항혈소판 제제, 예를 들면, GPIIb/GPⅢa 차단제(예를 들면, 아

브식시맵(abciximab), 엡티피바티드(eptifibatide) 및 티로피반(tirofiban)); 트롬복산 수용체 길항제(예를 들면, 이페트로

반(ifetroban)); P2Y1 및 P2Y12 길항제(예를 들면,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 티클로피딘(ticlopidine), CS-747, 및 아

스피린/클로피도그렐 조합물); 및 인자(Factor) Xa 억제제(예를 들면, 폰다프리눅스(fondaprinux)); 및 이뇨제, 예를 들면,

나트륨-수소 교환 억제제, 클로로티아지드,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플루메티아지드, 히드로플루메티아지드, 벤드로플루

메티아지드, 메틸클로로티아지드, 트리클로로메티아지드, 폴리티아지드, 벤즈티아지드, 에타크린산 트리크리나펜, 클로르

탈리돈, 푸로세미드, 무솔리민(musolimine), 부메타니드(bumetanide), 트리암트레넨(triamtrenene) 및 아밀로리드

(amiloride)와 병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화합물은 HMG-CoA 리덕타아제 억제제(예를 들면, 프라바스타틴(pravastatin), 심바스타틴

(simvastatin), 아토르바스타틴(atorvastatin), 플루바스타틴(fluvastatin), 세리바스타틴(cerivastatin), AZ4522, 이타바

스타틴(itavastatin) [닛산/코와(Nissan/Kowa)]), ZD-4522(a.k.a. 로수바스타틴(rosuvastatin), 아타바스타틴

(atavastatin) 또는 비사스타틴(visastatin), 프라바콜(pravachol), 스쿠알렌 신테타아제 억제제, 피브레이트, 담즙산 제거

제 (예를 들면, 퀘스트란(questran)), 니아신 및 니아신/스타틴 조합물, 리포옥시게나아제 억제제, 회장 Na+/담즙산 보조

전달제 억제제, ACAT1 억제제, ACAT2 억제제, 이중 ACAT1/2 억제제, 마이크로솜성(microsomal) 트리글리세리드 수

송 단백질 억제제(예를 들면, 미국 특허 제 5,739,135호, 제 5,712,279호 및 제 5,760,246호에 개시됨),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제(예를 들면, 제티아(Zetia)(등록상표)), 콜레스테롤 에스테르 전달 단백질 억제제(예를 들면, CP-529414), PPAR-

델타 작용제, PPAR-알파 작용제, 이중 PPAR-알파/델타 작용제, LXR-알파 작용제, LXR-베타 작용제, LXR 이중 알파/

베타 작용제 및 SCAP 조절제를 비롯한 지질 프로파일 조절제 및 항죽상경화성 제제와 병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화합물과 다른 치료제와의 병용으로 부가의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병용은 투여 효능을 증가시키거

나 또는 투여량을 감소시켜 가능한 부작용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다.

상기 다른 치료제들은 본 발명의 화합물과 병용된 경우, 예를 들면, 의사 처방 참고집(Physicians' Desk Reference; PDR)

에 지시된 양 또는 당업자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결정된 양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에서, 이러한 다른 치료제

(들)는 본 발명의 화합물의 투여 전, 투여와 동시에 또는 투여 후 투여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이 TNF-α, IL-1 및(또는) IL-8 매개 상태를 비롯한 p38-키나아제 관련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제약 조성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상기와 같이 다른 치료제들을 함유할 수 있다. 제약 조성물은 통상적인 고체

또는 액체 비히클 또는 희석제, 및 기술, 예를 들면, 제약 제제 분야에 공지된 것들에 따른 원하는 투여 방식에 적합한 유형

의 제약상 첨가제(예를 들면, 부형제, 결합제, 방부제, 안정화제, 향미제 등)를 사용하여 제제화될 수 있다.

화학식 I의 화합물은 치료될 증상에 적합한 임의의 수단에 의해 투여될 수 있으며, 이는 부위 특이적 치료의 필요성 또는

전달될 약물의 양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비록 다른 전달 방식들이 고려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피부 관련 질환에 대해

서는 국소 투여가 바람직하며, 암 또는 암 이전 증상에 대해서는 전신 치료가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본 화합물은 경구(예

를 들면, 정제, 캡슐, 과립, 분말, 또는 시럽을 비롯한 액체 제제의 형태); 국소(예를 들면, 용액, 현탁액, 겔 또는 연고의 형

태); 설하; 볼(buccal); 비경구(예를 들면, 피하, 정맥내, 근육내 또는 복장내 주사 또는 주입 기술(예를 들면, 멸균 주사성

수용액 또는 비수용액 또는 현탁액으로)에 의함); 비강(예를 들면, 흡입 스프레이에 의함); 국소(예를 들면, 크림 또는 연고

의 형태); 직장(예를 들면, 좌약의 형태); 또는 리포좀으로 전달될 수 있다. 비독성의 제약상 허용되는 비히클 또는 희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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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함유하는 투여량 단위 제제를 투여할 수 있다. 본 화합물은 즉시 방출 또는 연장 방출에 적합한 형태로 투여될 수 있다.

즉시 방출 또는 연장 방출은 적합한 제약 조성물을 사용하여, 또는 특히 연장 방출의 경우 장치, 예를 들면, 피하 임플란트

또는 삼투압 펌프를 사용하여 달성될 수 있다.

국소 투여에 대한 예시적인 조성물은 국소 담체, 예를 들면, 폴사스티베이스(PLASTEBASE)(등록상표)(폴리에틸렌으로

겔화된 광유)를 포함한다.

경구 투여에 대한 예시적인 조성물은, 예를 들면, 벌크 제공용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 현탁제로서의 알긴산 또는 소듐 알

기네이트, 점도 향상제로서의 메틸셀룰로오스, 및 감미제 또는 향미제, 예를 들면 당업계에 공지된 것들을 함유할 수 있는

현탁액; 및 예를 들면,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 제2 인산디칼슘, 전분,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및(또는) 락토오스를 함유할

수 있는 즉시 방출 정제, 및(또는) 다른 부형제, 결합제, 연장제, 붕해제, 희석제 및 윤활제, 예를 들면, 당업계에 공지된 것

들을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화합물은, 예를 들면, 성형, 압축 또는 냉동건조 정제를 사용하여 설하 및(또는) 볼 투여에

의해 경구로 전달될 수 있다. 예시적인 조성물은 속용형 희석제, 예를 들면, 만니톨, 락토오스, 슈크로오스 및(또는) 시클로

덱스트린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고 분자량 부형제, 예를 들면, 셀룰로오스(아비셀(AVICEL)(등록상표)) 또는 폴리에틸렌

글리콜(PEG); 점막 유착을 돕는 부형제, 예를 들면, 히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스(HPC), 히드록시프로필 메틸 셀룰로오스

(HPMC), 소듐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SCMC) 및(또는) 말레산 무수물 공중합체(예를 들면, 간트레즈(GANTREZ)(등록

상표)); 및 방출 제어제, 예를 들면, 폴리아크릴성 공중합체(예를 들면, 카르보폴(CARBOPOL)934(등록상표))도 이러한 제

제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윤활제, 유동화제, 향미제, 착색제 및 안정화제도 제작 및 사용의 편의를 위해 첨가될 수 있다.

비강 에어로졸 또는 흡입 투여에 대한 예시적인 조성물은, 예를 들면, 벤질 알코올 또는 다른 적합한 방부제를 함유할 수

있는 용액, 흡수 및(또는) 생체이용율을 증진시키는 흡수 촉진제, 및(또는) 다른 가용화제 또는 분산제, 예를 들면, 당업계

에 공지된 것들을 포함한다.

비경구 투여에 대한 예시적인 조성물은, 예를 들면, 적합한 비독성의 비경구적으로 허용되는 희석제 또는 용매, 예를 들면,

만니톨, 1,3-부탄디올, 물, 링거(Ringer) 용액, 등장성 염화나트륨 용액, 또는 합성 모노- 또는 디글리세리드를 비롯한 다

른 적합한 분산제 또는 습윤화제 및 현탁제, 및 올레산을 비롯한 지방산을 함유할 수 있는 주사성 용액 또는 현탁액을 포함

한다.

직장 투여에 대한 예시적인 조성물은, 예를 들면, 상온에서 고체이지만 직장 강에서 액화되고(되거나) 용해되어 약물을 방

출하는 적합한 비자극성 부형제, 예를 들면, 코코아 버터, 합성 글리세리드 에스테르 또는 폴리에틸렌 글리콜을 함유할 수

있는 좌약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화합물의 유효량은 당업자에 의해 결정될 수 있고, 포유류의 경우, 체중 1 kg 당 하루 당 활성 화합물 약 0.05 내

지 100 mg의 예시적인 투여량을 포함하며, 여기서 이는 단일 투여 또는 개개의 분할 투여의 형태, 예를 들면, 하루 1 내지

4 회로 투여될 수 있다. 임의의 특정 대상체에 대한 구체적인 투여량 및 투여 빈도는 변할 수 있고, 사용되는 특이적 화합물

의 활성, 대사 안정성 및 화합물의 작용 기간, 종, 연령, 체중, 일반적인 건강 상태, 대상체의 성별 및 식이요법, 투여 방식

및 시간, 배설율, 약물 조합, 및 특정 증상의 심도를 비롯한 다양한 인자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점이 이해될 것이다. 치료

에 바람직한 대상체는 동물, 가장 바람직하게는 포유류 종, 예를 들면, 인간, 및 가축류, 예를 들면, 개, 고양이, 말 등을 포

함한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서 용어 "환자"가 사용된 경우, 이 용어는 p38 효소 수치의 매개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대상

체, 가장 바람직하게는 포유류 종을 포함하는 것으로 의도된다.

p38α/β 효소 및 TNF-α의 억제제로서 하기 분석 또는 당 분야에 통상의 수준 내의 그의 변형을 사용하여 화학식 I의 범위

내의 화합물의 활성에 대해 시험할 수 있다. 본 명세서의 실시예에 기재된 화합물은 놀랍게도 키나아제 억제제, 특히

p38α/β 효소의 억제제로서 유리한 활성을 나타내었다.

생물학적 분석

p38 키나아제의 생성

PCR에 의해 인간 p38α, β 및 γ 이소자임의 cDNA를 클로닝하였다. 이들 cDNA를 pGEX 발현 벡터(파마시아(Pharmacia)

)에서 서브클로닝할 수 있다. GST-p38 융합 단백질을 대장균에서 발현시키고, 글루타티온 아가로오스를 사용하여 친화

성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세균 펠릿으로부터 정제하였다. p38 융합 단백질을 내재적(constitutively) 활성 MKK6와 인큐

베이션함으로써 활성화시켰다. 활성 p38을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MKK6로부터 분리시켰다. 내재적 활성 MKK6

를 레인게우드(Raingeaud) 등의 문헌[Mol. Cell. Biol., 1247-1255 (1996)]에 따라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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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S 자극된 PBMC에 의한 TNF-α 제조

헤파린화된 인간 전혈을 건강한 지원자들로부터 얻었다. 말초혈 단핵 세포(PBMC)를 피콜-히파크(Ficoll-Hypaque) 밀도

구배 원심분리에 의해 인간 전혈로부터 정제하고, 분석 매질(10 % 우태 혈청을 함유하는 RPMI 매질) 중 5 x 106/ml의 농

도에서 재현탁시켰다. 50 ㎕의 세포 현탁액을 96 웰 조직 배양 플레이트에서 5 분 동안동안 RT에서 50 ㎕의 시험 화합물

(0.2 % DMSO를 함유하는 분석 매질 중 4배 농도)과 인큐베이션하였다. 그 다음, 100 ㎕의 LPS(200 ng/ml 저장액)를 세

포 현탁액에 첨가하고, 플레이트를 6 시간 동안 37 ℃에서 인큐베이션하였다. 인큐베이션 후, 배양 매질을 수집하고, -

20 ℃에서 저장하였다. 매질 중 TNF-α 농도를 표준 ELISA 키트(파민젠(Pharmingen)-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를 사용하

여 정량화한다. TNF-α의 농도 및 시험 화합물에 대한 IC50 값(LPS 자극된 TNF-α 제조를 50 % 억제한 화합물의 농도)을

선형 회귀 분석에 의해 계산하였다.

p38 분석

분석을 V형 바닥 96 웰 플레이트에서 수행하였다. 최종 분석 부피는 분석 완충제(50 mM Tris pH 7.5, 10 mM MgCl2, 50

mM NaCl 및 1 mM DTT) 중에 효소, 기질(MBP 및 ATP) 및 시험 화합물을 20 ㎕씩 첨가함으로써 제조되어, 60 ㎕였다.

세균으로 발현된 활성화된 p38을 기질과 반응을 개시하기 전 10 분 동안 시험 화합물과 예비인큐베이션하였다. 반응을

25 ℃에서 45 분 동안 인큐베이션하고, 5 ㎕의 0.5 M EDTA를 각각의 샘플에 첨가함으로써 종결시켰다. 반응 혼합물을 스

카트론 마이크로96 셀 하베스터(Skatron Micro96 Cell Harvester)(스카트론, 인크.(Skatron,Inc.))를 사용하여 예비습윤

된 필터메트로 흡입시킨 다음, PBS로 세척하였다. 그 다음, 필터메트를 마이크로파 오븐에서 1 분 동안 건조시키고, 멜틸

렉스(MeltilLex) A 섬광 왁스(왈락(Wallac))로 처리하고, 마이크로베타(Microbeta) 섬광 계수기 모델 1450(왈락)로 수를

세었다. 억제 데이터를 프리즘(Prizm)(그래프패드소프트웨어(GraphPadSoftware))을 사용하여 비선형 최소 제곱 회귀에

의해 분석하였다. 분석에서의 반응물의 최종 농도는 ATP 1 μM; [γ-33P]ATP, 3 nM; MBP(시그마(Sigma), #M1891), 2

㎍/웰; p38, 10 nM; 및 DMSO, 0.3 %였다.

LPS 자극된 마우스에 의한 TNF-α 생산

멸균 염수 중에 현탁된 50 ㎍/kg 지질다당류(LPS; 대장균 세포주 0111: B4, 시그마)를 마우스(Balb/c 여성, 6-8 주의 연

령, Harlan Labs; n= 8/치료군)에 복막내 주사하였다. 90 분 후에, 마우스를 CO2:O2 흡입에 의해 안정시키고, 혈액 샘플을

얻었다. 혈청을 분리하고, 시판되는 ELISA 분석에 의해 제조자의 지시(미네소타주 미니아폴리스 소재의 알앤디 시스템스

(R & D Systems))에 따라 TNF-α 농도를 분석하였다.

LPS 주사 전에 시험 화합물을 다양한 시간에서 경구 투여하였다. 본 화합물을 다양한 비히클 또는 가용화제 중의 용액 또

는 현탁액으로 투여하였다.

약어

하기 제조 방법 및 실시예를 비롯한 본 명세서에서는 편의상 하기 약어들을 사용한다.

Ph = 페닐

Bz = 벤질

t-Bu = 3급 부틸

Me = 메틸

Et = 에틸

Pr = 프로필

n-프로필 또는 n-Pr= 직쇄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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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P, iPr, 이소-Pr = 이소프로필

MeOH = 메탄올

EtOH = 에탄올

EtOAc = 에틸 아세테이트

Boc = tert-부틸옥시카르보닐

BOP = 벤조트리아졸-1-일옥시-트리스(디메틸아미노)-포스포늄 헥사플루오로포스페이트

DCM = 디클로로메탄

DCE= 1,2-디클로로에탄

DIPEA = 디이소프로필에틸아민

DMF = N,N-디메틸 포름아미드

DMF-DMA = N,N-디메틸 포름아미드 디메틸 아세탈

DMSO = 디메틸 술폭시드

DPPA = 디페닐포스포릴 아지드

EDC 또는 EDCI = 1-(3-디메틸아미노프로필)-3-에틸카르보디이미드 히드로클로라이드

HATU = O-(7-아자벤조트리아졸-1-일-N,N,N',N'-테트라메틸우로늄 헥사플루오로포스페이트

HOBt = 1-히드록시벤조트리아졸 히드레이트

IPA = 이소프로판올 (이소프로필 알코올)

KOH = 수산화칼륨

K2CO3 = 탄산칼륨

POCl3 = 옥시염화인

m-CPBA = m-클로로퍼벤조산

NaH = 수소화나트륨

NaOH = 수산화나트륨

p-TsOH = p-톨루엔술폰산

Pd = 팔라듐

Pd/C = 탄소상 팔라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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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A =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

THF = 테트라히드로푸란

min = 분

h 또는 hr = 시

L = 리터

mL = 밀리리터

㎕ = 마이크로리터

g = 그램

mg = 밀리그램

mol = 몰

mmol = 밀리몰

meq = 밀리등가량

RT 또는 rt = 실온

ret. t. = HPLC 체류 시간(분)

sat 또는 sat'd = 포화된

aq. = 수성

TLC = 박층 크로마토그래피

HPLC =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RP HPLC = 역상 HPLC

Prep HPLC = 분취용 역상 HPLC

LC/MS =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법

MS = 질량 분석법

NMR = 핵자기 공명

mp = 융점

HPLC 조건:

YMC S5 ODS 4.6 x 50 mm 발리스틱(Ballistic) 컬럼, 4 mL/분 유량, 4 분 선형 구배 용출(출발 용매 %B = 0; 최종 용

매 %B = 100), 용매 A = 10 % MeOH/ 90 % H20 / 0.2 % H3PO4. 용매 B = 90 % MeOH / 10 % H20 / 0.2 % H3P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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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첨자 a가 사용된 경우, 이는 하기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의도된다.

컬럼: 페노메넥스(Phenomenex) 4.6 × 30 mm; 유량: 5 mL/분; 구배 시간: 2 분과 1 분 보유; 검출 파장: 220 nm; 출발 용

매:10 % MeOH-90 % H20-0.1 % TFA; 및 최종 용매: 90 % MeOH-10 % H20-0.1 % TFA.

옥사디아졸릴 실시예(실시예 82-88)의 경우, 4 mL/분의 유량 및 4 분의 총 구배 용출 시간을 갖는 YMC S5 ODS 4.6 mm

× 50 mm 발리스틱 크로마토그래피 컬럼을 사용하여 HPLC 체류 시간을 측정하였다. 상기 용출 구배는 100 %의 용매 A

를 사용하고, 4 분의 용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100 %의 용매 B로 증가시켰다(용매 A = 10 % 메탄올/90 % 물/0.2 %

인산 및 용매 B = 90 % 메탄올/10 % 물/0.2 % 인산). 용출된 생성물을 220 nm의 파장에서 uv 검출기를 사용하여 검출하

였다.

마이크로파 화학: 퍼스널 케미스트리(Personal Chemistry)로부터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한 스미스 신테사이저(Smith

Synthesizer)를 사용하여 마이크로파 반응을 수행하였다. 이 반응기는 반응 온도 및 시간 및 초과 대기압을 정밀하게 조절

할 수 있게 한다.

제조 방법

화학식 I의 화합물은 하기 반응식 및 당업자의 지식에 따라 제조될 수 있다. 반응식 중의 변수(예를 들면, Q, R2-R11)는 하

기 청구 범위에 정의되어 있다. 용매, 온도, 압력 및 다른 반응 조건은 당업자에 의해 용이하게 선택될 수 있다.

반응식 1

상기 구조 (Id)를 갖는 화학식 I의 화합물은 상기 반응식 1에 따라 제조될 수 있다. 치환된 피라졸(1-1)은 상업적으로 입수

가능하거나 또는 문헌 절차에 따라 및(또는) 본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문헌[Europ. J.

Org. Chem., 17, 2913-2920 (2002)]; [WO01/46172]; [Heterocycles, 53, 2775-2780 (2000)]; [J. Heterocyclic

Chem., 37, 175-180 (2000)]; [Nippon Kagaku Kaishi, 10, 1144-1147 (1992)]; [Pakistan J.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30, 1-4 (1987)]; [J. Heterocyclic Chem., 16, 657-660 (1979)]; [J. Org. Chem., 21, 1240

(1956)], 및 [Joule et. al., Heterocyclic Chemistry, 3d edition, Chapter 22]을 참고할 수 있다. 상기 참고 문헌 각각은

치환된 피라졸(1-1)의 제조 방법 및(또는) 본 명세서의 화학식 I의 화합물의 제조에 유용한 다른 출발 물질 및(또는) 반응

조건을 개시하는 정도로 본 명세서에 참고 문헌으로 인용된다.

(1-1)의 가수분해는 대응하는 피라졸산(1-2)을 제공하고, 이는 아닐린(1-4) 또는 그의 염 형태(예를 들면, HCl)와 커플링

하여 표준 아미드 커플링 조건 하에서 화합물(Id)을 제공할 수 있다. 별법으로, (1-2)의 카르복실산 잔기는 산 클로라이드

(1-3)로 전환될 수 있고, 이는 용매, 예를 들면, DCM 중에서 DIPEA (또는 다른 염기)의 존재 하에서 벤즈아미드(1-4)와

직접 반응하여 (Id)를 제공한다. 벤즈아미드 화합물은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하고(하거나) 문헌에 기재된 방법을 적용하거

나 또는 하기 반응식 1a 및 1b에 기재한 바와 같이 제조될 수 있다.

반응식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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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1-4)은 상기 반응식 1a에 개설된 바와 같이 1) CH2Cl2 중의 아민 H2N-R6 및 3-니트로-벤조일 클로라이드(1a-

1)(이는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하거나 또는 당업자에 의해 제조될 수 있음)를 반응시켜 니트로 중간체(1a-2)를 얻고; 2)

(1a-2)를 조건, 예를 들면 수소 기체 및 촉매 하에서 용매 중에서 환원시켜 아닐린(1-4)을 수득함으로써 제조될 수 있다.

그의 염 형태는 (1-4)를 적합한 산(예를 들면, HCl)과 반응시킴으로써 제조될 수 있다.

반응식 1b

별법으로, 화합물(1-4)은 상기 반응식 1b에 개설된 바와 같이, 3-아미노-벤조산(lb-1)(이는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하거나

또는 당업자에 의해 제조될 수 있음)을 적합한 용매 중에서 커플링제, 예를 들면, EDC/HOBt의 존재 하에서 아민 H2N-R6

와 반응시킴으로써 제조될 수 있다. 그의 염 형태는 (1-4)를 적합한 산(예를 들면, HCl)과 반응시킴으로써 제조될 수 있다.

반응식 2

화학식 (Ie)를 갖는 화합물은 상기 반응식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조될 수 있다. 아닐린(1-4)과 리튬 아세토아세테이트의

BOP 커플링으로 화합물(2-1)을 얻고, 이를 DMF-DMA와 반응시켜 화합물(2-2)을 제공할 수 있다. 그 다음, 화합물(2-2)

을 히드라진과 반응시켜 화합물(Ie)을 얻을 수 있다.

반응식 3

할로(중간체), 아미노, 또는 C5(첨부된 청구 범위에 언급된 R2 위치)에서 알킬아미노 치환을 함유하는 피라졸은 상기 반응

식 3에 따라 제조될 수 있다. 화합물(3-1)(예를 들면, 2-에톡시메틸렌-말로노니트릴 또는 2-시아노-3-에톡시-아크릴산

에틸 에스테르)과 히드라진의 반응으로 피라졸(3-2)을 얻으며, 여기서 C4 위치는 전자 끄는 기(EWG), 예를 들면, 니트릴,

메틸 또는 에틸 에스테르에 의해 치환된다. C5-아미노기의 C5-브로모기로의 전환은 tBuONO 및 브롬화구리(II)와의 반응

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에스테르 또는 니트릴을 카르복실산으로 가수분해 한 후, 예를 들면, HATU 및 아닐린(1-4)과의

반응을 통해 아미드 결합을 형성함으로써 화합물(3-5)을 얻는다. 브로마이드를 친핵성 물질(탄소, 산소, 황, 특히 질소계

친핵성 물질)로 치환할 수 있다. 승온 및 승압에서, 마이크로파 조사 하에서 화합물(3-5)을 EtOH 중의 1차 또는 2차 아민

과 반응시켜 아미노 치환된 피라졸(If)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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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식 4

별법으로, C5-아미노 치환된 피라졸을 상기 반응식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조할 수 있다. 아미노피라졸(4-1)(일반적으

로 상기 반응식 3에 따라 제조됨)을 적합한 염기(예를 들면, NaH)의 존재 하에서 알킬 할라이드(예를 들면, 에틸 브로마이

드)와 반응시킴으로써 모노알킬화 또는 비스-알킬화하여 (4-2) 또는 (4-3)을 얻을 수 있다. 에스테르를 가수분해한 후,

예를 들면, (1-4)와의 HATU 커플링을 통해 아미드 결합을 형성하여 C5-알킬아미노 치환된 피라졸(If) 또는 (If-1)을 얻

는다.

반응식 5

상기 반응식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화학식(Ig)의 화합물은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한 화합물(5-1)로부터 제조될 수 있다. 화

합물(5-1)을 유기 용매, 예를 들면, DCE 중에서, 염기, 예를 들면, 트리에틸아민의 존재 하에서 tert-부틸 카르바제이트와

반응시켜 화합물(5-2)을 얻을 수 있다. 화합물(5-2)을 산, 예를 들면, TFA와 반응시키고, 염기, 예를 들면, 수성 탄산나트

륨으로 중화시켜 화합물(5-3)을 얻을 수 있다. 옥사디아졸의 형성은 트리에틸 오르토아세테이트 중에서 화합물(5-3)을

가열시켜 화합물(5-4)을 제공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으며, 이를 용매, 예를 들면, EtOH 중에서 적합한 촉매, 예를 들면, 탄

소 상 팔라듐의 존재 하에서 수소로 환원시켜 화합물(5-5)을 제공할 수 있다. 그 다음, 화합물(5-5)을 용매, 예를 들면,

DMF 중에서 카르복실산(6)으로 커플링하여 화합물(Ig)을 제공할 수 있다. 상기로부터, 반응식 1-4 및 6-8에서, 화학식

(5-5)의 옥사디아졸릴 치환 아닐린 화합물이 반응식 1, 3 및 4에서와 같이 화학식(1-4)의 아닐린에 대해 치환되고 카르복

실산 피라졸과 반응할 수 있고(있거나) 반응식 2 및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처리되어 화학식 I의 화합물 및(또는) 그의 전구

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이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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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식 6

상기 반응식 6은 화학식(Ie)의 화합물(여기서, R2는 알킬, 아미노알킬, 또는 치환된 아미노알킬임)의 제조 방법을 도시한

다. 에틸 아세토아세테이트(6-1), 예를 들면, 에틸 3-옥소부타노에이트는 용매 중에서 메탄아민, 예를 들면, 디메톡시-N-

N-디메틸메탄아민(6-2)과 반응하여 중간체 화합물(6-3)을 제공할 수 있으며, 여기서 적합한 히드라진, 예를 들면, 페닐

히드라진, 피리딜히드라진 등과 반응한 후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한 경우, 화학식(6-4)의 중간체 나트륨염을 제공한다. 나

트륨염의 산, 예를 들면, HCl과의 반응은 화학식(6-5)의 카르복실산을 제공한다. 그 다음, 카르복실산은 용매, 예를 들면,

DCM 중에서 염화술퍼릴(또한, 반응식 1 참조)과의 반응시 산 클로라이드로 전환되어 화합물(6-6)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염기, 예를 들면, DIPEA의 존재 하에서 용매, 예를 들면, DCM 중에서 벤즈아미드 히드로클로라이드(1-4) (또는 별

법으로, 반응식 5에서와 같이 화합물 5-5)와 반응하여 화학식 (Ie)를 갖는 화합물을 제공한다. (또한 하기 실시예 11-12

참조).

반응식 7

반응식 7은 반응식 6의 일반도 다음 별법의 방법을 나타내며, R2는 직접 연결된 아민기이며, 즉, 시아노 화합물 7-1은 용

매 중에서 메탄아민, 예를 들면, 디메톡시-N-N-디메틸메탄아민(6-2)과 반응한 후, 용매, 예를 들면, 에탄올 중에서 적합

한 히드라진, 예를 들면, 페닐히드라진, 피리딜히드라진 등과 반응한 후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화학식(7-2)의 중간체

나트륨염을 제공한다. 화합물(7-2)의 아미노기는 당 분야에 공지된 원리를 사용하여 추가로 알킬아민 또는 치환된 아민기

R2가 되고(되거나) 화합물(7-2)는 본 명세서에 개시된 다른 반응식 및 방법에 혼입될 수 있다. 당업자는 화합물(7-2)의 아

민에 대한 아민 보호기의 사용이 제공된 다른 반응물들에 적합할 수 있을지 여부를 숙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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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식 8

디케텐(8-1)(여기서, R2a는 수소, 알킬, 시클로아미노, 아미노알킬(바람직하게는, 수소임)) 및 3-아미노-N-시클로프로필

-4-메틸벤즈아미드 히드로클로라이드를 DCM 중에서 RT에서 DIPEA와 반응시켜 화합물(8-3)을 얻을 수 있다. RT에서

DMF-DMA를 첨가하고, DCM을 제거하여 화합물(8-4)을 얻고, 여기서 용매, 예를 들면, EtOH 중에서 적합한 히드라진

(QNHNH2), 예를 들면, 임의적으로 치환된 페닐히드라진, 피리딜히드라진 등과 반응하여 화학식(Ih)의 화합물(여기서,

R2a는 앞서 정의한 바와 같고, 바람직하게는 수소임)을 얻는다.

또한, 다른 화학식 I의 화합물은 일반적으로 당업자에게 공지된 절차를 사용하여 제조될 수 있다. 특히, 하기 실시예는 본

발명의 화합물의 제조에 대한 추가의 방법을 제공한다. 지금 본 발명은 본 발명의 비제한적인 예시적 실시양태인 하기 실

시예에 의해 추가로 설명될 것이다. HPLC 정제를 완충제 용액으로서 물 MeOH 혼합물 및 TFA를 사용하여 C18 역상(RP)

컬럼 상에서 수행하였다. 이들 실시예는 예시를 위한 것이지 이로써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첨부된 청구 범위에 의해

정의된 본 발명의 기술 사상 및 범위에 속하는 다른 실시양태들이 존재할 수 있다.

실시예

실시예 1

단계 A: 5-아미노-1-페닐-피라졸-4-카르복실산 클로라이드

티오닐 클로라이드(10 mL) 중의 5-아미노-1-페닐-피라졸-4-카르복실산(1.27 g, 6.24 mmol)의 현탁액을 rt에서 1.75

h 동안 교반하였다. 혼합물을 감압 하에서 농축시키고, 진공에서 건조시켜 상기 산 클로라이드 1A(1.38 g, 100 % 수율)를

황색 고체로 얻었다.

단계 B:

화합물 1A(40 mg, 0.15 mmol)를 0 ℃에서 DCM(1.5 mL) 및 피리딘(100 ㎕) 중의 3-시클로프로필카르복사미도-6-메틸

아닐린(36 mg, 0.19 mmol)의 교반된 용액에 첨가하였다. 첨가 후 냉각조를 제거하고, 용액을 rt에서 15 분 동안 교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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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응 혼합물을 농축시키고, 잔류물을 잔류물을 0.5 N aq. HCl 용액(8 mL)으로 희석하였다. 침전물을 몇 분 동안 초음

파 처리하고, 여과시켰다. 고체를 0.5 N aq. HCl 용액, satd. aq. NaHCO3 용액, 물로 세척하고, 진공에서 건조시켜 실시예

1(61 mg, 90 % 수율)을 백색 고체로 얻었다. LC/MS: 376.13 (M+H)+.

실시예 2

단계 A:

에틸(에톡시메틸렌)-시아노아세테이트(2.24 g, 13.3 mmol)를 무수 EtOH(16 mL) 중의 2-플루오로페닐히드라진 히드로

클로라이드(1.96 g, 12.05 mmol) 및 트리에틸 아민(1.68 mL, 12.05 mmol)의 교반된 현탁액에 조금씩 첨가하였다. 혼합

물을 50 분 동안 교반하고, 물로 희석하고, EtOAc로 추출하였다. 유기 추출물을 합치고, 물, 염수로 세척하고, 건조시키고

(Na2SO4), 여과시키고, 감압 하에서 및 진공에서 농축하여 상기 화합물 2A(3.06 g, 정량적 수득량)를 밝은 황갈색 고체로

얻었다. HPLC 체류 시간: 1.34 분. LC/MS: 250.13 (M+H)+.

단계 B:

2.5 N aq. NaOH 용액(31 mL) 및 THF:MeOH(64 mL, 1:1) 중의 에틸-5-아미노-1-(2-플루오로페닐)-피라졸-4-카르

복실레이트 2A(3.06 g, 12.28 mmol)의 용액을 60 ℃로 8 h 동안 가열하였다. 혼합물을 감압 하에서 농축시키고, 0 ℃에

서 6 N aq. HCl 용액으로 산화시켰다. 침전된 고체를 여과에 의해 수집하고, 물 및 DCM으로 세척하고, 건조시켜서 산 2B

(1.72 g, 63 %)를 얻었다. 추가의 산 2B(160 mg, 6 %)는 여액으로부터 DCM을 사용하여 추출성 워크업(work up)에 의해

얻을 수 있다. HPLC 체류 시간: 0.85a 분 LC/MS: 222.08 (M+H)+.

단계 C:

티오닐 클로라이드(3.7 mL) 중의 카르복실산 2B(0.5 g, 2.26 mmol)의 용액을 RT에서 2 h 동안 교반하였다. 혼합물을 감

압 하에서 및 진공에서 농축시켜 산 클로라이드 2C(624 mg, 100 % 수율)를 오렌지색 고체로 얻었다. HPLC 체류 시

간:1.11a 분.; LC/MS: 대응하는 메틸 에스테르에 대해 236.11 (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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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D:

5-아미노-1-(2-플루오로페닐)-피라졸-4-카르복실산 클로라이드 2C(40 mg, 0.14 mmol)를 0 ℃에서 DCM(1.5 mL) 및

피리딘(100 ㎕) 중의 3-메틸카르복사미도-6-메틸아닐린(31 mg, 0.19 mmol)의 교반된 용액에 첨가하였다. 첨가 후 냉각

조를 제거하고, 용액을 rt에서 45 분 동안 교반하고, 반응 혼합물을 농축시키고, 잔류물을 0.5 N aq. HCl 용액(8 mL)으로

희석시켰다. 침전된 고체를 몇 분 동안 초음파 처리하고, 여과시켰다. 이 고체를 0.5 N aq. HCl 용액, satd. aq. NaHCO3

용액, 물로 세척하고, 진공에서 건조시켜 상기 실시예 2(33 mg, 65 % 수율)를 밝은 황갈색 분말로 얻었다. HPLC 체류 시

간: 1.20a 분 LC/MS: 368.16 (M+H)+.

실시예 3

단계 A: 5-아미노-1-페닐-4-카르보에톡시피라졸

페닐 히드라진(21.2 gm, 0.19 몰), 에틸 (에톡시메틸렌)시아노아세테이트(35 gm 0.21 몰), 및 무수 EtOH(200 ml)를 1 hr

동안 환류시켰다. 반응 부피를 반으로 감소시키고, 얼음 중에서 냉각시키고, 원하는 생성물을 여과에 의해 수집하였다. 여

액 부피를 추가로 120 ml로 감소시키고, 냉각시킨 다음, 여과시켜 추가의 고체를 수집하였다. 상기 황색 고체를 합쳐 화합

물 3A(41.6 gm, 94 % 수율)를 제공하였다.

단계 B: 5-아미노-페닐피라졸-4-카르복실산

화합물 3A(41 gm), THF(50 ml), MeOH(150 ml) 및 3N NaOH(100 ml)를 합치고, 4 hr 동안 환류시켰다. 대부분의 용매

를 증발에 의해 제거하고, 잔여부를 1 N HCl(300 ml)로 중화시켰다. 크림색의 고체 생성물을 여과에 의해 수집하고, 세척

하고, 건조시켜 화합물 3B(38 gm, 정량적 수득량)를 얻었다.

단계 C: 실시예 3

화합물 3B(7.42 gm, 36.8 mmole), 티오닐 클로라이드(5.22 gm, 1.2 eq), THF(50 ml) 및 DMF(10 방울)를 잠시 동안 환

류시켰다. 흐린 반응 용액을 매질 유리 프릿을 통해 여과하고, 증발시키고, 잔류물을 9:1 헥산:디에틸 에테르(30 ml)를 사

용하여 배산시켜 황색 고체 생성물을 얻었다. 이를 THF(100 ml)에 재용해시키고, 0 ℃에서 THF 중의 3-아미노-4-메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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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벤즈아미드(6.0 gm) 및 피리딘(5.78 gm, 2 eq)을 함유하는 제 2 반응 용액에 천천히 첨가하였다. 반응을 밤새 교반하

고, 이 시간 동안 이는 rt에 도달하였다. 반응물을 증발시키고, 고체 잔류물을 1 N HCl(2 X 50 ml), 1 N NaOH(2 X 50 ml)

로 세척하고, 건조시켜 상기 실시예 3(10.2 gm, 79.8 % 수율)을 제공하였다. (M+H)+ 350.13, HPLC 체류 시간 = 1.24a.

실시예 4

단계 A:

에틸(에톡시메틸렌)시아노아세테이트(17.2 g, 101 mmol) 및 4-플루오로페닐히드라진 히드로클로라이드(15 g, 92

mmol)를 무수 EtOH(150 mL) 중에서 RT에서 혼합시키고, 트리에틸아민(13 mL, 92 mmol)을 주사기를 통해 적가하여 도

입시켰다. 혼합물을 밤새 교반하고, 에테르로 희석시키고, 여과시켰다. 여액을 EtOAc(500 mL)로 희석시키고, 물(100 mL

× 3), 염수로 세척하고, Na2SO4로 건조시키고, 여과시키고, 감압 하에서 농축시켜 22.5 g(98 %)의 화합물 4A를 갈색 오

일로 얻었다. HPLC 체류 시간: 2.73 분.(광역). LC/MS: 250.48 (M+H)+.

단계 B:

무수 EtOH(200 mL) 및 3 N aq. NaOH 용액(75 mL, 226 mmol) 중의 화합물 4A(22.5 g, 90.4 mmol)의 용액을 2 h 동안

환류시켰다. 혼합물을 감압 하에서 농축시키고, 물(200 mL) 중에서 취하고, DCM(100 mL × 3)으로 세척하였다. 수층을

6 N aq. HCl 용액으로 산화시키고, 침전된 고체를 여과에 의해 수집하고, 물로 세척하고, 건조시켜서 산 4B(11.6 g, 58 %

)를 얻었다. HPLC 체류 시간: 1.92 분 LC/MS: 222.08 (M+H)+.

단계 C: 실시예 4

DCM 중의 카르복실산(5.5 g, 24.9 mmol)의 슬러리에 티오닐 클로라이드(2.35 mL, 32.3 mmol)를 첨가하였다. 10 분 후,

DMF(3 방울)를 첨가한 다음, 용액을 RT에서 2 h 동안 교반하였다. 혼합물을 감압 하에서 농축시켜 황색 고체를 얻었다.

고체를 DCM(50 mL) 중에서 슬러리화하고, 0 ℃로 냉각시키고, 여기에 3-메틸카르복사미도-6-메틸아닐린(5.11 g, 31.1

mmol)를 고체로 첨가한 후, 15 분 동안 DCM(25 mL) 중의 피리딘(6.0 mL, 74.7 mmol)의 용액을 적가하였다. 첨가가 완

결된 후에 냉각조를 제거하고, 용액을 rt에서 30 분 동안 교반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농축시키고, 잔류물을 물(20 mL) 및

1N aq. HCl(50 mL)로 처리하였다. 생성되는 슬러리를 몇 분 동안 초음파처리하고, 여과시키고, 1 N aq. HCl 용액, 물로

세척하고, 진공에서 건조시켜 대략 9 g의 a 황색 고체를 얻었다. 상기 고체를 고온 EtOAc, 고온 에테르를 사용하여 배산시

공개특허 10-2006-0022649

- 28 -



킨 다음, 아세토니트릴로 세척하고, 목탄을 사용하여 MeOH 중에서 탈색시켰다. 여액을 농축시키고, 생성되는 고체를

MeOH/아세토니트릴로 재결정화하여 상기 실시예 4를 백색 고체로 얻었다(6.27 g, 69 % 수율). HPLC 체류 시간: 2.58

분. LC/MS: 368.24 (M+H)+.

실시예 5 내지 9

상기 화학식(여기서, 변수 Q 및 R6은 표 1에 나타낸 값들을 가짐)을 갖는 실시예 5 내지 9를 실시예 1 내지 4의 제조에 기

재된 절차를 따라 제조하였다. 출발 물질은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하거나, 본 명세서의 반응식에 따라 또는 당 분야에 공지

된 절차를 사용하여 제조될 수 있다.

[표 1]

실시예 10

단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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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 아세토아세테이트(100 g, 769 mmol)에 p-TsOH(333 mg, 1.75 mmol) 및 DMF-DMA(153 mL, 1150 mmol)를 첨

가하였다. 용액을 100 ℃에서 2.5 hr 동안 가열한 다음, RT로 냉각시켰다. 증류 장치를 장착하고, 생성물을 진공 하에서

분별 증류에 의해 정제하여 (10A)(92.7 g, 66 %)를 황색 오일로 얻었다.

단계 B:

EtOH(5 mL) 중의 (10A)(0.424 g, 2.3 mmol)의 용액에 피리딘-2-일-히드라진(0.25 g, 2.3 mmol)을 첨가하였다. 용액

을 3h 동안 65 ℃로 가열한 다음, aq NaOH(1 N, 6.9 mL, 6.9 mmol)를 첨가하고, 반응을 밤새 RT로 냉각시켰다. EtOH를

증발시키고, 생성되는 수용액을 대략 pH 3으로 산화시켰다. 생성되는 침전물을 여과에 의해 수집하고, 공기 건조시켜

(10B)를 밝은 황갈색 고체(0.38 g, 81 %)로 얻었다. HPLC 체류 시간 (분): 1.92, MW: 203.2, LCMS [M+H]+= 204.0.

단계 C:

NMP(1.0 mL) 중의 (10B)(0.041 g, 0.201 mmol)의 용액에 BOP(0.117 g, 0.265 mmol), DIPEA(0.115 mL, 0.66 mmol)

및 3-아미노-N-시클로프로필-4-메틸-벤즈아미드 히드로클로라이드(0.050 g, 0.22 mmol)를 첨가하였다. 용액을 50 ℃

로 가열하고, 밤새 교반하였다. 반응을 추가의 4hr 동안 80 ℃로 가열하였다. 용액을 RT로 냉각시키고, 물(2 mL)을 첨가

하였다. 생성물을 EtOAc로 추출하여 조 잔류물을 얻고, 이를 분취용 HPLC에 의해 추가 정제하여 (10)을 회백색 고체

(0.032 g, 42 %)로 얻었다. HPLC 체류 시간 (분): 3.02, MW: 375.4, LCMS [M+H]+= 376.1.

실시예 10A: 실시예 10의 화합물에 대한 별법의 제조

1-(2-피리딜)-5-메틸피라졸-4-카르복실산(1.6 gm, 7.9 mmol) 및 티오닐 클로라이드(10 ml)를 RT에서 1 hr 동안 교반

하였다. 반응물을 증발시키고, 잔류물을 THF(75 ml)에 재용해시켰다. 이에 3-아미노-4-메틸시클로프로필벤즈아미드

(1.64 gm, 1.1 eq.) 및 THF(25 ml)를 함유하는 용액을 첨가하고, 반응을 밤새 RT에서 교반하였다. 반응물을 증발시키고,

9:1 메틸렌 클로라이드:MeOH(100 ml) 및 1 N NaOH(2 X 50 ml) 사이에, 그 다음, 1 N HCl(2 X 50 ml)에 분배시키고, 황

산나트륨으로 건조시키고, 여과하고, 증발시키고, 크로마토그래피(실리카 겔, 97.5 메틸렌 클로라이드:2.5 MeOH)하여 실

시예 10의 순수 생성물을 백색 고체(233 mg)로 얻었다.

실시예 11

단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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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메틸-1-페닐-1H-피라졸-4-카르복실산(0.10 g, 0.495 mmol)[(10B)의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조함]을 RT에서

SOCl2(2 mL)에 용해시켰다. RT에서 30 분. 동안 교반한 후, SOCl2를 증발시키고, 백색 고체로서 남은 생성물(11A)을 추

가 정제 없이 바로 사용하였다.

단계 B:

DCM(2 mL) 중의 화합물(11A)의 용액에 DIPEA(0.345 mL, 1.98 mmol) 및 3-아미노-N-시클로프로필-4-메틸-벤즈아

미드 히드로클로라이드(0.123 g, 0.544 mmol)를 첨가하였다. 반응을 RT에서 밤새 교반하였다. 물(4 mL)을 첨가하여 반

응을 켄칭시키고, 수상을 DCM(3×3 mL)으로 추출하였다. 증발시킨 후, 유기 잔류물을 분취용 HPLC에 의해 정제하여 상

기 실시예(11)를 백색 고체(0.139 g, 75 %)로 얻었다. HPLC 체류 시간 (분): 2.87, MW: 374.5, LCMS [M+H]+= 375.2.

실시예 11A- 실시예 11 제조의 별법의 절차

단계 A: 소듐 5-메틸-1-페닐-1H-피라졸-4-카르복실레이트

EtOH(200 mL) 중의 에틸 3-옥소부타노에이트(130.14 g, 1 mol) 및 디메톡시-N,N-디메틸메탄아민(119.16 g, 1 mol)의

용액을 60 ℃에서 1 h 동안 교반한 다음, RT로 냉각시켰다. 페닐히드라진(98.33 mL, 1 mol)을 용액에 첨가하고, 온도를

60 ℃ 아래로 유지시켰다. 첨가를 완결한 후, 혼합물을 60 ℃에서 1 h 동안 교반하였다. EtOH를 감압 하에서 제거하고, 잔

류물을 EtOAc(1 L) 중에 용해시킨 다음, 1N HCl(50 mL), NaHCO3(100 mL), H2O 및 염수로 세척하였다. 유기 용매를 감

압 하에서 제거하고, 잔류물을 EtOH(460 mL) 중에 용해시켰다. NaOH(80 g)의 수용액(100 mL)을 첨가하고, 혼합물을

65 ℃에서 2h 동안 교반하였다. 용액을 RT로 냉각시킨 후, 침전물을 여과를 사용하여 수집하고, 이소프로필 알코올로 세

척하여 상기 백색 나트륨염을 얻었다. 수율 81 %.

단계 B: 5-메틸-1-페닐-1H-피라졸-4-카르복실산

단계 A(11A-2)로부터의 염을 1N HCl(500 ml) 용액 중에서 20 분 동안 교반하였다. 침전물을 여과를 사용하여 수집하고,

건조시켜 상기 산을 백색 고체(162 g, 98 % 수율)로 얻었다.

단계 C: 5-메틸-1-페닐-1H-피라졸-4-카르보닐 클로라이드

공개특허 10-2006-0022649

- 31 -



DCM(200 mL) 및 DMF(730 mg, 0.01 mol) 중의 단계 B(11B-2)로부터의 5-메틸-1-페닐-1H-피라졸-4-카르복실산

(20.2 g, 0.1 mol)의 용액에 RT에서 술퍼릴 디클로라이드(8.73 mL, 0.12 mol)를 첨가하였다. 혼합물을 36 ℃에서 2h 동

안 교반하였다. 용액을 감압 하에서 농축시키고, DCM(200 mL)을 백색 고체 잔류물에 첨가하여 상기 대응하는 아실 클로

라이드의 현탁액을 형성하였다. 수율: 98 %.

단계 D: N-(5-(시클로프로필카르바모일)-2-메틸페닐)-5-메틸-1-페닐-1H-피라졸-4-카르복사미드(실시예 11)

DCM(300 mL) 중의 3-아미노-N-시클로프로필-4-메틸벤즈아미드 히드로클로라이드(22.6 g, 0.1 mol)의 용액에

DIPEA(41.9 mL, 0.24 mol)를 첨가하였다. 용액을 5 분. 동안 교반한 다음, 0 ℃로 냉각시키고, 단계 B로부터의 현탁액을

첨가하였다. 혼합물을 2h 동안 RT에서 교반하고, 물(200 mL)을 사용하여 켄칭하였다. 침전물을 수집하고, 물 및 DCM으

로 세척한 다음, EtOH(100 mL) 및 물(100 mol) 중에서 교반하였다. 고체를 수집하고, 수중 50 % EtOH로 세척하고, 95 %

EtOH 중에서 재결정화에 의해 추가 정제하여 실시예 11을 백색 고체(95 % 수율)로 얻었다.

실시예 11B- 실시예 11 제조의 별법의 절차

DCM(200 mL) 중의 3-아미노-N-시클로프로필-4-메틸벤즈아미드 히드로클로라이드(22.6 g, 0.1 mmol) 및 DIPEA

(19.2 mL, 0.11 mmol)의 혼합물에 디케텐(11.6 mL, 0.15 mmol)을 첨가하고, 생성되는 용액을 RT에서 30 분 동안 교반

하였다. DMF-DMA(20 mL, 0.15 mol)를 첨가하고, 용액을 RT에서 5분 동안 교반하였다. DCM을 감압 하에서 제거하였

다. 잔류물을 EtOH(100 mL) 중에 용해시키고, 페닐히드라진(11.8 mL, 0.12 mol)을 첨가하였다. 용액을 1.2 시간 동안 환

류시켰다. 침전물을 RT에서 수집하고, EtOH(100 mL) 중에서 재결정화에 의해 정제하여 실시예 11(28 g)을 76 % 수율의

백색 결정으로 얻었다.

실시예 12

단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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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OH(250 mL) 중의 화합물 10A(64.26 g, 0.347 mmol)(상기 실시예 10 참조)의 용액에 RT에서 1,5-디플루오로페닐히

드라진(50 g, 0.347 mmol)을 수회 조금씩 첨가하였다. 내부 온도가 55 ℃에 도달하게 하면서 발열 반응을 모니터링하여

용액이 비등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그 다음, 반응물을 유조에서 65 ℃의 내부 온도로 가열하고, 밤새 교반하였다. RT로 냉

각시킨 후, EtOH를 증발시키고, 생성되는 갈색 고체를 EtOAc(300 mL) 중에서 취하고, 1 N HCl(150 mL) 및 포화 aq.

NaHCO3(150 mL)로 세척하였다. 두 수상을 순차적으로 EtOAc(50 mL)로 역추출하였다. 합한 유기상을 염수(150 mL)로

세척하고, Na2SO4로 건조시키고, 여과시키고, 농축시켜 에스테르 12A를 황갈색 고체로 얻었다.

단계 B:

에스테르 12A를 EtOH(160 mL) 중에서 취하고, 수(35 mL) 중 NaOH(28 g, 0.694 mmol)의 용액을 첨가하였다. 이 용액

을 RT에서 4 일 동안 교반하였다. HPLC 분석에 의해 반응이 미완결되었음을 알게 되어, 2-3 h 동안 온도를 환류 바로 아

래(65-70 ℃)로 하였다. 반응을 0 ℃로 냉각시키고, 생성되는 고체를 여과에 의해 수집하였다. 고체를 더 이상 색이 용출

되지 않을 때까지 차가운 얼음 IPA로 세척하였다. 나트륨염 12B를 회백색 고체(76.14 g, 2 단계에 걸쳐 84.4 %)로 얻었

다. 이를 공기 건조시킨 다음, 다음 단계에서 바로 사용하였다.

단계 C: 1-(2,5-디플루오로-페닐)-5-메틸-1H-피라졸-4-카르복실산

나트륨염 12B(76.1 g)을 1N HCl(500 mL)의 교반된 용액에 조금씩 첨가하였다. 1-2 h 후, 생성물을 여과에 의해 수집하

고, 차가운 얼음 묽은 HCl(0.1 N)로 세척하여 1-(2,5-디플루오로-페닐)-5-메틸-1H-피라졸-4-카르복실산(12C)을 백

색 고체(69.3 g, 99.4 %)로 얻었다. HPLC 체류 시간: 2.10 분; LCMS MH+ = 239.09.

단계 D:

DCM(700 mL) 중의 화합물 12C(68 g, 0.285 mmol) 및 DMF(2.1 mL)의 용액에 SOCl2(24.9 mL, 0.343 mmol)를 천천히

10-15 분 동안 첨가하였다. 반응을 RT에서 밤새 교반한 다음, 1-2 h 동안 환류시켰다. 추가의 SOCl2(5 mL)를 첨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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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 동안 계속 가열하였다. HPLC 분석 결과 약간의 s.m.이 잔류함을 알 수 있었다. 추가의 SOCl2(5 mL) 및 DMF(1 mL)

를 첨가하고, 2-3 h 동안 계속 가열하였다. 반응물을 농축시켜 화합물 12D를 회백색 고체로 얻어 다음 반응에 바로 사용

하였다.

단계 E: 실시예 12

화합물 12D를 DCM(1 L) 중에서 현탁시키고, 3-아미노-N-시클로프로필-4-메틸-벤즈아미드 히드로클로라이드염

(70.94 g, 0.343 mmol) 및 DIPEA(119.1 mL, 0.654 mmol)를 첨가하였다. 반응은 초기에는 발열성이어서 용액을 비등시

켰다. RT에서 밤새 교반한 후, 백색 침전물이 형성되었다. 물(400 ml)을 첨가하고, 혼합물을 격렬하게 진탕시켰다. 고체를

수집하고, 물(300 mL) 및 DCM으로 세척하여 회백색 고체를 얻었다. 고체를 비등하는 EtOH(600 mL) 중에 용해시키고,

고온수(400 mL)를 포화 aq. NaHCO3(100 mL)와 함께 첨가하였다. 냉각시킨 후, 생성되는 침전물을 여과에 의해 수집하

고, 차가운 얼음 1:1 EtOH:물로 세척하여 실시예 12의 생성물을 백색 결정성 고체(93.36 g, 2 단계에 걸쳐 79.8 %)로 얻

었다. HPLC 체류 시간: 2.63 분; LCMS MH+= 411.13; HRMS 관측 질량 411.1641 계산 질량 411.1633 원소 분석:

C22H20N4O2F2에 대한 이론치: C 64.38, H 4.91, N 13.65, F 9.25 KF: < 0.1 %, Cl: < 0.05 % 시험으로부터의 관측/실험

값: C 64.17, H 4.77, N 13.64, F 9.37.

실시예 13-38

상기 화학식(여기서, 변수 Q, R2 및 R6은 표 2에 나타낸 값들을 가짐)을 갖는 실시예 13-38을 실시예 10 내지 12의 제조

에 기재된 절차를 따라 제조하였다. 출발 물질은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하거나, 본 명세서의 반응식에 따라 또는 당 분야에

공지된 절차를 사용하여 제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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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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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39

단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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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F(1 mL) 중의 리튬 아세토아세테이트(90 %, 0.066 g, 0.611 mmol), BOP(0.270 g, 0.611 mmol) 및 DIPEA(0.106

mL, 0.611 mmol)의 용액에 3-아미노-N-시클로프로필-4-메틸-벤즈아미드 히드로클로라이드(0.115 g, 0.51 mmol)를

첨가하였다. 용액을 RT에서 밤새 교반하고, 물(4 mL)을 첨가하고, 생성물을 EtOAc로 추출하였다. 증발시킨 후, 유기 잔

류물을 플레시 크로마토그래피(실리카 겔, 헥산 중 50-100 % EtOAC)에 의해 정제하여 (39A)를 백색 반고형물(0.049 g,

35 %)로 얻었다. HPLC 체류 시간 (분): 1.69, MW: 274.3, LCMS [M+H]+= 275.1.

단계 B:

DMF(0.5 mL) 중의 (39A)(0.050 g, 0.18 mmol)의 용액에 DMF-DMA(2 mL) 및 p-TsOH(0.005 g)를 첨가하였다. 반응

을 RT에서 2 hr 동안 교반한 다음, 과량의 DMF-DMA를 감압 하에서 증발시켰다. (39B)의 생성되는 DMF 용액을 추가 정

제 없이 후속 반응에 사용하였다.

단계 C:

(39B)의 조 DMF 용액에 EtOH(1 mL) 및 2-메톡시페닐히드라진(0.377 g, 2.73 mmol)을 첨가하였다. 용액을 RT에서 45

분 동안 교반한 다음, 60 ℃로 1.5 hr 동안 교반하였다. 분취용 HPLC에 의해 정제하여 상기 실시예 39를 밝은 황갈색 고체

(0.0085 g, 12 %)로 얻었다. HPLC 체류 시간 (분): 2.79, MW: 404.5, LCMS [M+H]+= 405.2.

실시예 40-51

상기 화학식(여기서, 변수 Q는 하기 표 3에 나타낸 값을 가짐)을 갖는 실시예 40-51을 실시예 39의 제조에 기재된 절차를

따라 제조하였다. 출발 물질은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하거나, 본 명세서의 반응식에 따라 또는 당 분야에 공지된 절차를 사

용하여 제조될 수 있다.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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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52

단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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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토니트릴(2 mL) 중의 5-아미노-1-페닐-1H-피라졸-4-카르복실산 에틸 에스테르(0.25 g, 1.05 mmol) 및 브롬화구

리(II)(0.281 g, 1.26 mmol)의 용액에 0 ℃에서 tert-부틸니트리트(0.167 mL, 1.26 mmol)를 적가하였다. 반응물을 RT로

2 hr에 걸쳐 가온한 다음, 밤새 RT에서 교반하였다. EtOAC(8 mL)를 사용하여 반응물이 층을 형성하게 하고, 1N aq. HCl

(2×3 mL), 물(1×3 mL), 염수(1×3 mL)로 세척하였다. 유기 상을 MgSO4로 건조시키고, 여과시키고, 증발시켜 (52A)를

황색 고체(0.304 g, 98 %, 85 % AP HPLC)로 얻었다. HPLC 체류 시간 (분): 3.62, MW: 295.13, LCMS [M+H]+=

295.3.

단계 B:

THF(1 mL) 중의 화합물(52A)(0.025 g, 0.085 mmol)의 용액에 0 ℃에서 aq. NaOH(1 N, 0.25 mL, 0.25 mmol)를 첨가

하였다. 용액을 RT로 밤새 가온시킨 다음, 3-4 hr 동안 50 ℃로 가열하였다. THF를 증발시키고, 수용액을 대략 pH 3으로

산화시켰다. 생성되는 침전물을 여과에 의해 수집하고, 공기 건조시켜 (52B)를 회백색 고체(0.015 g, 64 %)로 얻었다.

HPLC 체류 시간 (분): 2.54, LCMS [M+H]+= 267.1, 269.1.

단계 C:

DMF(2 mL) 중의 (52B)(0.109 g, 0.41 mmol)의 용액에 HATU(0.233 g, 0.613 mmol), DIPEA(0.276 mL, 1.52 mmol)

및 3-아미노-N-시클로프로필-4-메틸-벤즈아미드 히드로클로라이드(0.12 g, 0.530 mmol)를 첨가하였다. 용액을 65 ℃

에서 4 hr 동안 교반하였다. RT로 냉각시킨 후, 물(8 mL)을 첨가하고, 생성되는 침전물을 여과에 의해 수집하고, 공기 건

조시켜 52C를 황갈색 고체(0.112 g, 63 %)로 얻었다. HPLC 체류 시간 (분): 2.92, MW: 439.3, LCMS [M+H]+= 439.1.

단계 D:

EtOH(1 mL) 중의 (52C)(0.020 g, 0.455 mmol)의 용액에 과량의 에틸아민(H20 중의 70 중량%, 1 mL)을 첨가하였다. 용

액을 압력 마개로 캡핑된 퍼스널 케미스트리 스미스 신테사이즈 마이크로웨이브(Smith Synthesize Microwavw) 반응기

바이알에 위치시키고, 자동화 마이크로파 반응기에서 150 ℃에서 2h 동안 가열하였다. 용매를 증발시키고, 잔류물을 분취

용 HPLC에 의해 정제하여 실시예 52(0.0098 g, 53 %)을 회백색 고체로 얻었다. HPLC 체류 시간 (분): 3.59, MW:

403.5, LCMS [M+H]+= 404.2.

실시예 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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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화학식(여기서, 변수 R2는 하기 표 4에 나타낸 값을 가짐)을 갖는 실시예 53-74를 실시예 52의 제조에 기재된 절차

를 따라 제조하였다. 출발 물질은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하거나, 본 명세서의 반응식에 따라 또는 당 분야에 공지된 절차를

사용하여 제조될 수 있다.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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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75

단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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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OH(30 mL) 중의 피리딘-2-일-히드라진(5.0 g, 45.9 mmol)의 용액에 RT에서2-에톡시메틸렌-말로노니트릴(5.5 g,

50.5 mmol)을 수회 조금씩 첨가하였다. 혼합물을 3h 동안 가열하여 환류시킨 다음, -20 ℃로 냉각시키고, 밤새 저장하였

다. 생성되는 침전물을 여과에 의해 수집하고, 공기 건조시켜 (75A)를 황색 고체(7.16 g, 84 %)로 얻었다. HPLC 체류 시

간 (분): 2.24, MW:185.2, LCMS [M+H]+= 186.1.

단계 B:

DMF(10 mL) 중의 화합물(75A)(2.0 g, 10.7 mmol)의 용액에 0 ℃에서 NaH(60 %, 11.9 g, 11.9 mmol)를 조금씩 첨가하

였다. 기체 방출이 멈출 때까지 계속 교반하고, 이 때 EtBr(0.888 mL, 11.9 mmol)을 적가하였다. 1 hr 동안 0 ℃에서 계속

교반한 다음, 반응물을 rt로 가온하고, 물을 사용하여 켄칭하였다. 생성되는 침전물을 여과에 의해 수집하고, 공기 건조시

켜 (75B)를 황색 고체(1.47 g, 64 %)로 얻었다. HPLC 체류 시간 (분): 2.97, MW 213.2, LCMS [M+H]+= 214.1.

단계 C:

(75B)(1.47 g, 6.9 mmol), MeOH(15 mL), 물(10 mL) 및 aq. NaOH(30N, 35 mL)의 용액을 밤새 가열하며 환류시켰다.

MeOH를 산성화하고, 생성되는 용액의 pH를 3-6으로 조정하였다. 생성되는 침전물을 여과에 의해 수집하고, 공기 건조시

켜(75C)를 연한 황색 고체(1.19 g, 69 %)로 얻었다. HPLC 체류 시간 (분): 2.25, MW: 204.2, LCMS [M+H]+= 205.2.

단계 D:

DMF(0.5 mL) 중의 (75C)(0.05 g, 0.22 mmol)의 용액에 HATU(0.11 g, 0.29 mmol) 및 DIPEA(0.122 mL, 0.7 mmol)를

첨가하였다. RT에서 45 분 동안 교반한 후, 3-아미노-N-시클로프로필-4-메틸-벤즈아미드 히드로클로라이드(0.059 g,

0.26 mmol)를 첨가하였다. 용액을 65 ℃로 가열하고, 밤새 교반하였다. 반응물을 추가의 2 hr 동안 85 ℃로 가열하였다.

물(2 mL)을 첨가하고, 생성물을 EtOAc로 추출하여 조 잔류물을 얻었고, 이를 분취용 HPLC에 의해 추가 정제하여 (75)를

연한 황색 고체(0.023 g, 26 %)로 얻었다. HPLC 체류 시간 (분): 2.90, MW: 404.5, LCMS [M+H]+= 405.1.

실시예 76

단계 A: 에틸 5-(메틸아미노)-1-페닐-1H-피라졸-4-카르복실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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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에서 DMF(100 mL) 중의 에틸 5-아미노-1-페닐-1H-피라졸-4-카르복실레이트(15 g, 65 mmol)의 용액에 NaH

(60 %, 2.85 g, 71.5 mmol)를 수회 조금씩 첨가하였다. 0 ℃에서 1 h 동안 교반한 후, 요오도메탄(4.45 mL, 71.5 mmol)

을 적가하였다. 용액을 추가의 2 h 동안 0 ℃에서 교반한 다음, 점진적으로 RT로 가온시켰다. 반응을 물을 사용하여 켄칭

하여 백색 침전물을 형성시키고, 이를 여과에 의해 수집하고, 공기 건조시켰다. 화합물 76A를 얻고(11.8 g), 추가 정제없

이 사용하였다. HPLC 체류 시간 (분): 2.70, MW: 245.3, LCMS [M+H]+ = 246.3

단계 B: 5-(메틸아미노)-1-페닐-1H-피라졸-4-카르복실산

(76A)(11.8 g, 48.2 mmol), EtOH(50 mL), 물(50 mL) 및 aq. NaOH(3N, 48 mL)의 용액을 밤새 가열하여 환류시켰다.

0 ℃로 냉각시킨 후, 용액을 1N HCl로 조심스럽게 산화시켰다. 생성되는 침전물을 여과에 의해 수집하고, 공기 건조시켜

화합물(76B)을 백색 고체(10.4 g, 69 %)로 얻었다. HPLC 체류 시간 (분):1.99, MW: 217.2, LCMS [M+H]+ = 218.3

단계 D: 실시예 76

RT에서 티오닐 클로라이드(40 mL)에 (76B)(0.970 g, 4.47 mmol)를 수회 조금씩 첨가하였다. RT에서 30 분 동안 교반한

후, 티오닐 클로라이드를 증발시켜 건조시켰다. 잔류물을 DCE(8 mL) 중에 용해시키고, 3-아미노-N-시클로프로필-4-메

틸벤즈아미드 히드로클로라이드(1.11 g, 4.91 mmol)에 용해시킨 후, DIPEA(2.33 mL, 13.4 mmol)를 첨가하였다. 반응물

을 RT에서 2 일 동안 교반한 다음, 물(2 mL) 및 aq. NaOH(1 N, 2 mL)를 첨가하여 켄칭시켜 침전물을 형성하였다. 용액

을 원심분리하고, 수층을 피펫을 사용하여 제거하였다. 물의 추가의 엘리콧(aliquot)(5 mL)을 첨가하고, 슬러리를 몇 분 동

안 교반하고, 또다시 원심분리하였다. 수층을 제거한 후, 초기 고체를 여과에 의해 수집하였다. RT에서 2-3 h 동안 이 고

체를 10 % EtOH/90 % 수 중에서 슬러리화한 다음, 여과에 의해 수집하고, 공기 건조시켜 실시예 76을 백색 고체(0.753

g)로 얻었다. HPLC 체류 시간 (분): 2.68, MW: 389.5, LCMS [M+H]+= 390.2

실시예 77-80

상기 화학식(여기서, 변수 Q, R6 및 R8은 하기 표 5에 나타낸 값을 가짐)을 갖는 실시예 77-80을 실시예 75 및 76의 제조

에 기재된 절차를 따라 제조하였다. 출발 물질은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하거나, 본 명세서의 반응식에 따라 또는 당 분야에

공지된 절차를 사용하여 제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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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실시예 81

단계 A:

2-클로로-3-트리플루오로메틸피리딘(21 g, 116 mmol), 히드라진 일수화물(70 mL), 및 EtOH(40 mL)의 용액을 천천히

90 ℃로 가열하고, 이 온도에서 3 h 동안 유지시켰다. rt로 냉각시킨 후, 혼합물을 회전 증발기에서 농축시켜 진한 슬러리

를 제공하였다. 이 물질을 DCM(350 mL) 중에 용해시키고, 생성되는 층을 분리하였다. 수층을 추가의 DCM(2 × 75 mL)

으로 추출하고, 합한 유기 추출물을 물(4 x 100 mL) 및 염수(100 mL)로 세척하였다. 무수 황산나트륨으로 건조시킨 후,

추출물을 여과하고, 진공에서 농축시켜 16.6 g(81 %)의 밝은 회색 고체를 얻었다. 이 물질을 임의의 추가 정제 없이 사용

하였다. HPLC 체류 시간: 0.29 분.

단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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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아세토아세테이트(100 mL), DMF-DMA(130 mL) 및 p-톨루엔 술폰산(350 mg)의 혼합물을 100 ℃에서 4 h 동안 교

반한 다음, RT에서 3 일 동안 정치시켰다. 진공에서 증류하여 107 g의 황색 액체를 얻었다. (bp = 110-120 ℃/6 mm Hg)

. bp(문헌값 = 265 ℃/720 mm Hg).

단계 C:

EtOH(250 mL) 중의 화합물 81A(16.6 g, 94 mmol) 및 화합물 81B(19.1 g, 103 mmol)의 용액을 5 h 동안 환류 하에 가

열한 다음, rt로 냉각시켰다. 이 혼합물에 3 N aq NaOH(55 mL)를 첨가하고, 생성되는 용액을 85 ℃에서 추가의 3.5 h 동

안 가열하였다. RT로 냉각시킨 후, EtOH를 회전 증발기에서 제거하고, 혼합물을 물로 희석시켜 ~350 mL의 총 부피를 얻

었다. 이 혼합물을 DCM/메탄올(4 × 100 mL)의 9:1 혼합물로 추출하고, 합한 추출물을 염수(150 mL)로 세척한 다음, 무

수 황산나트륨으로 건조시켰다. 진공에서 여과 및 농축시켜 ~ 24 g의 회백색 고체를 얻었다. 고체를 가온된 디에틸 에테르

(~350 mL) 중에 용해시키고, ~75 mL로 농축시켰다. 잔여 디에틸 에테르를 고체로부터 따라내었다. 이 방법을 2 회 더 반

복하고, 생성되는 고체를 진공에서 건조시켜 20.5 g(81 %)의 화합물 81C를 회백색 고체로 얻었다. HPLC 체류 시간: 2.13

분 LCMS [M+H]+ = 272.5.

단계 D: 실시예 81

rt에서 DCM(70 mL) 중의 화합물 81C(10.0 g, 37 mmol)의 혼합물에 DMF(0.29 mL, 3.7 mmol) 및 티오닐 클로라이드

(3.5 mL, 48 mmol)를 연속적으로 첨가하고, 생성되는 용액을 RT에서 3 h 동안 교반하였다. 진공에서 농축시켜 10.7 g의

투명한 황색 오일을 얻었다. 이 물질을 DCM(32 mL) 중에 용해시키고, DCM(70 mL) 중의 3-아미노-N-시클로프로필-4-

메틸벤즈아미드 히드로클로라이드(10.0 g, 44 mmol) 및 디이소프로필아민(16 mL, 92 mmol)의 균질한 혼합물에 0 ℃에

서 천천히 첨가하였다. 생성되는 혼합물을 rt로 가온하고, 16 h 동안 교반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DCM(250 mL)으로 희석

시키고, 용액을 0.25 N aq HCl(4 x 200 mL), 물(150 mL) 및 염수(150 mL)로 연속적으로 세척한 다음, 무수 황산나트륨

으로 건조시키고, 여과시키고, 진공에서 농축시켜 연한 황색 고체를 얻었다. 고체를 고온 디에틸 에테르(250 mL)를 사용

하여 3 회 배산시키고, 생성되는 고체를 진공에서 건조시켜 14 g의 회백색 고체를 얻었다. 고온 MeOH/물(1:1, 200 mL)

로부터 재결정화하여 12.6 g(77 %)의 실시예 81을 회백색 고체로 얻었다. HPLC 체류 시간: 2.76 분 LCMS [M+H]+ =

476.4.

실시예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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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A:

DCE(100 mL) 중의 tert-부틸 카르바제이트(2.6 g, 20 mmol) 및 트리에틸아민(3.1 mL, 22 mmol)의 rt 용액에 DCE(25

mL) 중의 4-메틸-3-니트로벤조일 클로라이드의 용액을 30 분 동안 첨가하였다. 첨가를 완결한 후 생성되는 흐린 혼합물

을 rt에서 2h 동안 교반한 다음, 혼합물을 10 % 수성 시트르산(2 × 75 mL) 및 염수(100 mL)로 연속적으로 세척한 다음,

무수 황산나트륨으로 건조시켰다. 용액을 EtOAc(100 mL)로 희석시키고, 여과시키고, 진공에서 농축시켜 대략 50 mL의

부피를 얻었다. 혼합물을 헥산(50 mL)으로 희석시키고, 수 분 동안 초음파 처리하고, 생성되는 침전된 고체를 진공 여과에

의해 수집하고, 진공에서 건조시켜 4.7 g(74 %)의 화합물(82A)을 백색 고체로 얻었다. HPLC tR = 2.54 분

단계 B:

0 ℃에서 화합물 82A(4.4 g, 15 mmol)를 고체로서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45 mL)에 조금씩 첨가하고, 혼합물을 이 온도

에서 30 분 동안 교반하고, rt에서 추가의 30 분 동안 교반하였다. 그 다음, 혼합물을 진공에서 농축시키고, 생성되는 백색

고체를 2N aq 탄산나트륨(200 mL) 및 EtOAc(200 mL) 사이에 분배시켰다. 층을 분리하고, 수성부를 추가의 EtOAc(5 ×

100 mL)로 추출하고, 합한 추출물을 염수(100 mL)로 세척하고, 무수 황산나트륨으로 건조시키고, 여과시키고, 진공에서

농축시켜 2.96 g(99 %)의 화합물(82B)을 백색 고체로 얻었다. HPLC tR = 1.05 분

단계 C:

트리에틸 오르토아세테이트(50 mL) 중의 화합물 82B(2.9 g, 15 mmol)의 현탁액을 100 ℃로 가열하여 투명한 용액을 생

성하였다. 이 온도에서 2 h 동안 가열시킨 후, 혼합물을 추가의 시간 동안 130 ℃로 가열한 다음, RT로 냉각시키고, 이질

적으로 진공에서 농축시켰다. 생성되는 잔류물을 EtOAc(250 mL) 중에 용해시키고, 물(100 mL) 및 염수(75 mL)로 세척

한 다음, 무수 황산나트륨으로 건조시키고, 여과시키고, 진공에서 농축시켜 3.2 g의 화합물 82C를 밝은 황색 고체로 얻었

다. HPLC tR = 2.45 분

단계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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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OH(40 mL) 중의 화합물 82C(0.37 g)의 현탁액에 5 % Pd/C(35 mg)를 첨가하고, 수소 분위기 하에서 RT에서 2h 동안

혼합물을 교반하였다. 셀라이트(Celite)를 통해 혼합물을 여과하고, 생성되는 투명한 여액을 진공에서 농축시키고, 잔류물

을 메탄올을 사용하여 배산시켰다. 수집된 고체를 여과시키고 건조시켜 220 mg의 화합물 82D를 회백색 고체로 얻었다.

HPLC tR = 1.19분

단계 E: 실시예 82

무수 DMF(0.4 mL) 중의 5-메틸-1-페닐-1H-피라졸-4-카르복실산(28 mg, 0.14 mmol), 1-[3-(디메틸아미노)프로필]

-3-에틸카르보디이미드 히드로클로라이드(33 mg, 0.17 mmol) 및 1-히드록시벤조트리아졸(23 mg, 0.17 mmol)의 혼합

물을 RT에서 1.5 h 동안 반응시켰다. 이 때, 아닐린(82D)을 고체로 첨가한 후, DIPEA(36 ㎕, 0.20 mmol)를 첨가하였다.

그 다음, 생성되는 혼합물을 60 ℃에서 16 h 동안 가열한 다음, 용액을 물(0.4 mL)로 희석시키고, RT로 냉각시켰다. 생성

되는 고체를 진공 여과에 의해 수집하고, 진공에서 건조시켜 33 mg의 표제의 화합물을 황갈색 고체로 얻었다. HPLC 체류

시간: 2.78 분 LCMS MH+(m/z) 374.

실시예 83-88

상기 화학식(여기서, 변수 Q 및 R2는 하기 표 6에 나타낸 값을 가짐)을 갖는 실시예 83-88을 실시예 82의 제조에 기재된

절차를 따라 제조하였다. 출발 물질은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하거나, 본 명세서의 반응식에 따라 또는 당 분야에 공지된 절

차를 사용하여 제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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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기 화학식 I을 갖는 화합물,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 전구약(prodrug), 용매화물, 이성체 및(또는) 수화물.

<화학식 I>

상기 식 중, Q는 임의적으로 치환된 페닐, 피리딜, 피리다지닐, 피리미디닐 또는 피라지닐 고리이고;

산소 원자 O*와 인접한 탄소 원자 C1 사이의 결합은, (i) 이중 결합이 되어 카르보닐기 [C(=O)]를 형성하며, 여기서 R6은

C1-6알킬 또는 시클로프로필이거나; 또는 (ii) 단일 결합이며, 단일 결합인 경우에는 상기 산소 원자 O*가 기 R6에 추가로

결합하며, R6 및 인접한 질소 원자와 함께, C1 및 인접한 질소 원자 사이의 결합이 이중 결합인 임의적으로 치환된 옥사디

아졸릴 고리를 형성하며;

R2는 C1-6알킬, 아미노, 알킬아미노, 치환된 알킬아미노, 시클로아미노, 치환된 시클로아미노; 및 아미노, 알킬아미노, 치

환된 알킬아미노, 시클로아미노 및(또는) 치환된 시클로아미노 중 하나 또는 2 개로 치환된 C1-6알킬로부터 선택된다.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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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R2가 C1-6알킬, NR7R8, 및 기 NR7R8로 치환된 C1-6알킬로부터 선택되며,

R7 및 R8이 독립적으로 수소, C1-6알킬, 및 C3-6시클로알킬로부터 선택되고, 상기 기 R7 및 R8 각각은 또한 임의적으로

OH, O(C1-4알킬), 이미다졸릴, 피리딜, 페닐, 테트라히드로푸릴, NH2, NH(C1-4알킬), N(C1-4알킬)2 및 N-모르폴리닐 중

하나 또는 2 개로 치환되거나, 또는 R7 및 R8은 부착된 질소 원자와 함께 모르폴리닐, 피페리디닐 또는 피페라지닐 고리를

형성하는 화합물; 및(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 전구약, 용매화물, 이성체 및(또는) 수화물.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하기 화학식을 갖는 화합물 및(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 전구약, 용매화물, 이성체 및(또는) 수화

물.

상기 식 중, Q는 페닐, 피리딜, 피리다지닐, 피리미디닐 또는 피라지닐 고리이고,

R9, R10 및 R11은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C1-4알킬, O(C1-4알킬), 할로겐, 할로C1-4알킬, 시아노, SO2(C1-4알킬) 및(또는)

니트로로부터 선택되고;

R2는 C1-4알킬, NR7R8, 및 기 NR7R8로 치환된 C1-4알킬로부터 선택되고,

R7 및 R8은 독립적으로 수소, C1-6알킬, 및 C3-6시클로알킬로부터 선택되고, 상기 R7 및 R8 각각은 또한 임의적으로 OH,

O(C1-4알킬), 이미다졸릴, 피리딜, 페닐, 테트라히드로푸릴, NH2, NH(C1-4알킬), N(C1-4알킬)2 및 N-모르폴리닐 중 하나

또는 2 개로 치환되거나, 또는 R7 및 R8은 부착된 질소 원자와 함께 모르폴리닐, 피페리디닐 또는 피페라지닐 고리를 형성

한다.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고리 Q가 기 (여기서, R10은 할로겐 또는 트리플루오로메틸이고, X는 CH 또는 N이고;

R2는 NH2 또는 CH3임)인 화합물 및(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 전구약, 용매화물, 이성체 및(또는) 수화물.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하기 화학식을 갖는 화합물 및(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 전구약, 용매화물, 이성체 및(또는) 수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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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 중, R6은 C1-4알킬 또는 시클로프로필이고; Q는 페닐, 피리딜, 피리다지닐, 피리미디닐 또는 피라지닐 고리이고,

R9, R10 및 R11은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C1-4알킬, O(C1-4알킬), 할로겐, 할로C1-4알킬, 시아노, SO2(C1-4알킬) 및(또는)

니트로로부터 선택된다.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하기 화학식을 갖는 화합물 및(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 전구약, 용매화물, 이성체 및(또는) 수화

물.

상기 식 중, Q는 페닐, 피리딜, 피리다지닐, 피리미디닐 또는 피라지닐 고리이고, R9, R10 및 R11은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C1-4알킬, O(C1-4알킬), 할로겐, 할로C1-4알킬, 시아노, SO2(C1-4알킬) 및(또는) 니트로로부터 선택된다.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R2가 C1-4알킬 또는 NR7R8(여기서, R7은 수소 또는 C1-4알킬이고, R8은 수소, C1-4알킬, C3-6시

클로알킬, 또는 OH, 메톡시, 피리딜, 테트라히드로푸릴, NH2, NHC1-4알킬, N(C1-4알킬)2, 이미다졸릴 및 N-모르폴리닐

로 치환된 C1-4알킬이거나, 또는 R7 및 R8은 합쳐져 모르폴리닐, 피페리디닐 또는 피페라지닐을 형성함)인 화합물.

청구항 8.

제 1 항 내지 제 8 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하나 이상의 화합물 및 제약상 허용되는 담체 또는 희석제를 포함하는 제약 조

성물.

청구항 9.

제 1 항 내지 제 8 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화합물의 염증 장애 치료약 제조 용도.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염증 장애가 천식, 성인 호흡 곤란 증후군,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폐 염증 질환, 당뇨병, 염증성

장 질환, 골다공증, 건선, 이식체 대 숙주 거부 반응, 죽상동맥경화증, 통증, 및 류마티스성 관절염, 건성성 관절염, 외상성

관절염, 풍진 관절염, 통풍성 관절염 및 골관절염을 비롯한 관절염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것인 화합물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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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 1 항 내지 제 8 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화합물의 포유류의 p38 키나아제 활성 조절 약물 제조 용도.

청구항 12.

아세토아세테이트 화합물, 예를 들면 에틸 3-옥소부타노에이트를 용매 및 화학식 QNHNH2(여기서, Q는 제 1 항에 정의

된 바와 같음)를 갖는 적합한 히드라진의 존재 하에서 메탄아민, 예를 들면 디메톡시-N-N-디메틸메탄아민과 반응시킨

후, NaOH를 첨가하여 하기 화학식 7-4를 갖는 나트륨염 화합물을 제공하고, 상기 나트륨염(7-4)을 산과 반응시켜 하기

화학식 7-5를 갖는 카르복실산을 제공한 다음, 상기 카르복실산을 티오닐 클로라이드와의 반응으로 산 클로라이드로 전

환시켜 하기 화학식 7-6의 화합물을 제공한 다음, 상기 산 클로라이드를 하기 화학식 1-4를 갖는 벤즈아미드 히드로클로

라이드와 반응시켜 하기 화학식 Ie를 갖는 화합물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하기 화학식 Ie를 갖는 화합물 제조 방법.

화학식 Ie

상기 식 중, R6은 알킬 또는 시클로프로필이고, Q는 제 1 항에 정의된 바와 같고, R2는 알킬 또는 아미노알킬이다.

화학식 7-4

화학식 7-5

화학식 7-6

화학식 1-4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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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화학식 8-1을 갖는 디케텐을 하기 화학식 8-2를 갖는 벤즈아미드 히드로클로라이드 화합물과 DIPEA를 사용하여 용

매 중에서 반응시켜 하기 화학식 8-3을 갖는 화합물을 제공한 다음, DMF-DMA를 첨가하고, DCM을 제거하여 하기 화학

식 8-4를 갖는 화합물을 제공하고, 용매, 예를 들면 EtOH 중에서 히드라진(QNHNH2), 예를 들면 페닐히드라진과 반응시

켜 하기 화학식 Ih의 화합물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하기 화학식 Ih를 갖는 화합물 제조 방법.

화학식 Ih

상기 식 중, Q는 제 1 항에 정의된 바와 같고, R6은 알킬 또는 시클로프로필이고, R2a는 수소, 알킬, 시클로아미노 또는 아

미노알킬이다.

화학식 8-1

화학식 8-2

화학식 8-3

화학식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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