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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명세서

[발명의 명칭]

진통제 1,2-벤즈이소티아졸-3-일 피페라진 유도체의 제조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약물특성  및  생물학적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는  신규한  복소환식 탄소화합
물 및  이들의 제조방법 및  용도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하나의 치환체가 그의 벤조-환에서 
치환되거나  비치환된  1,2-벤즈이소티아졸-3-일이고  다른  하나는,  그중에서도  특히  알킬, 사이클로알
킬, 아랄킬 및 페녹시알킬인 1,4-이치환된 피페라진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

관련 기술은 다음 일반식(1)에 비추어 생각할 수 있다 :

상기 식에서, R 및 Z는 치환체이고 X는 헤테로환원자 또는 헤테로환원자그룹이다.

가장  밀접한  관련기술은  브리스톨  마이어스  앤드  캄파니에  양도된  두가지  등록  특허에  포함되어 있
는 기술인 것 같다.

템플  및  예비치에게  1983년  10월  25일자로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411,901호에는  다음 일반식
(2)의 신경이완체가 지재되어 있다 :

상기 식에서, Z는 수소 또는 할로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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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은 다음(a) 내지 (f)기중에서 선택된 하나의 기를 나타내며;

n은 3 또는 4이다.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R-치환체중  a  내지  d는  복소환식환인  반면,  일반식(2)의  화합물에  e와  f가 
붙으면  항정신병의  부티로페논  유도체가  생성된다.  합성  중간체  화합물(3)은  역시  공개되어  있고, 
1984년 6월 5일자 허여된 이건에 관련된 분할 미합중국 특허 제 4,452,799호에 청구되어 있다 :

1978년  8월  1일자  허여된  웨이드(Wade)  및  키씩크(Kissick)의  미합중국  특허제  4,104,388호에 소염
제로서 소개된 일련의 화합물은 다음 일반식(4)를 갖는다 :

상기 식에서, Y는 C이거나 N일 수 있고;

A는 단일결합이거나 탄소수 1 내지 4의 알킬렌쇄이며;

B는 수소, 하이드록실, 또는 최적조건으로 치환된 페닐이다.

이들 화합물은 이들이 벤즈이소티아졸의 1,1-디옥사이드환 유도체이므로 용이하게 구별된다.

관련성을  가진  다음  참조문헌들은  본  출원에  소개된  신규한  화합물과는  관련성이  적다.  1982년  10월 
19일자  허여된  스트릅쥬스키(Strupczewski)등의  미합중국  특허  제4,355,037호에는  일련의 벤즈이속
사졸릴 피페리딘 유도체(5)가 개시되어 있으며, 이는 진통제로서는 기재되어 있다 :

일반식(5)에서,  R은  수소,  알킬,  알케닐,  사이클로알킬-알킬,  펜알킬,  하이드록시,  아미노알킬, 시
아노, 시아노알킬, 알카노일 또는 카복실산 에스테르 잔기일 수 있다.

더욱 관련이 적은 것은 일반식(6)으로 표시된 일련의 벤즈이속사졸-피페리딘 화합물이다 :

이들  물질은  1983년  8월  2일자  허여된  데이비스와  클레인의  미합중국  특허제  4,396,770호에 항정신
병약 및 진통제로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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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화합물을  암시하거나  명백히  제조할  수  있는  관련기술에  관한 것
은 상기 참조문헌에는 전혀 없다.

다음  일반식(I)의  1-(1,2-벤즈이소티아졸-3-일)피페라진-4-일  유도체  계열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산부가염이 합성되었다 :

상기  식에서, R
1
은  수소, 저급(C1-6 )알킬,  직쇄  또는  측쇄의  저급알케닐,  저급사이클로알킬, 저급사이

클로알킬-저급알킬렌,  페닐-저급알킬렌,  페녹시-저급알킬렌,  페닐-저급사이클로알킬,  또는 벤조디옥
산-2-일-저급알킬렌이며 ;

R
2
는 저급알킬 또는 수소이고;

R
3
 와 R

4
 수소,  저급알킬,  저급아실옥시,  저급알콕시,  저급알킬티오,  할로겐  또는  하이드록실  또는 

트리플루오로메틸중에서 독립적으로 선택된다.

약리학적  시험에  의하여  이들  화합물들이  진통제  활성을  가진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외에도, 시험
관내에서  오피올로이드(opioloid)  수용체에  대해서는  친화력이  부족함을  나타내고  세로토닌성  및 아
드레날린성  수용체  형태에  대해서는  고유  친화력을  나타내는  것은  이들  화합물이  신규한   비-마취성 
진통제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가장  넓은  관점에서  볼  때,  본  발명은  일반식(I)의  화합물임을  특징으로  하는  진통제  특성을  갖는 
1,2-벤즈이소티아졸-3-일-피페라진  유도체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산부가염에  관한 것이
다 :

상기  식에서, R
1
은  수소, 저급(C1-6 )알킬,  직쇄  또는  측쇄의  저급알케닐,  저급사이클로알킬, 저급사이

클로알킬-저급알킬렌,  페닐-저급알킬렌,  페녹시-저급알킬렌,  페닐-저급사이클로알킬,  또는 벤조디옥
산-2-일-저급알킬렌이며;

R
2
는 저급알킬 또는 수소이고;

R
3
 와 R

4
는  수소,  저급알킬,  저급아실옥시,  저급알콕시,  저급알킬티오,  할로겐,  하이드록실  또는 트

리플루오로메틸중에서 독립적으로 선택된다.

R
1
은 R

2
, R

3
 및 R

4
가 모두 수소일때는 수소 이외의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할로겐은  불소,  염소,  브롬  또는  요오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일반식(I)의  바람직한  화합물은  탄소수가  4개이상인 R
1
그룹을  가지며,  가장  바람직한  화합물은 R

1
이 

사이클로알킬인 화합물이다.

본 발명은 화학기술에 숙련된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구조적 대칭의 결과로서 생길 수 있는 어
떤  것이든  모든  입체이성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입체  이성체가 
존재할  경우  이들  각  입체이성체의  분리는  화학실무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
시켜서 행할 수 있다.

의약용의  경우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산부가염,  즉,  음이온이  유기  양이온의  약물학적  활성에  대한 
독성에  현저하게  기여하지  않는  이들  염이면  바람직할  수  있다.  산부가염은  일반식(I)의  유기염기를 
유기산  또는  무기산과  바람직하게는  접촉  또는  용액에  의하여  반응시켜  얻거나  본  분야에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어떤  실무자도  입수할  수  있는  문헌에  상세히  설명된  어느  표준방법에  의해서도  얻는다. 
유용한  유기산의  예로는  말레인산,  초산,  주석산,  프로피온산,  푸말산,  이세티온산,  호박산, 파모인
산,  사이클라민산,  피발린산등과  같은  카복실산이  있으며;  유용한  무기산은  HCl,  HBr,  HI와  같은 할
로겐화 수소산; 황산; 인산등이다.

본 발명의 화합물은 반응도식 1에 표시된 공정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제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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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도식 1]

일반식(I) 화합물의 제조공정

이  반응도식에서, R
1
 내지 R

4
는  일반식(I)에서  앞서  이것들에  관하여  부여된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부호A는  수소이거나  t-부틸일  수  있고,  B는  수소이거나  t-부틸옥시카보닐  잔기일  수  있다. 
A에  대한  잔기의  선택은  A가  (V)를  (IV)으로  전화하는  중에  없어지기  때문에  공정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B가  t-부틸옥시카보닐  잔기(차단그룹)일  경우,  그것은  분해되어  B가  수소인  적합한 일반식

(IV)  또는  (II)의  화합물이  수득되며,  그후  추가의  반응,  예를  들면 R
1
X와의  반응에  의하여 생성물

(I)을 수득한다.

반응도식 1에서 표시된 합성공정은 다음과 같은 1) 내지 3)의 공정이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

1)  1,2-벤즈이소티아졸-3-(2H)-온(V)을  강  염소화제,  예로서, POCl3 나 PCl5 로  처리하면 3-클로로-

1,2-벤즈이소티아졸(IV)이  수득된다.  여러  가지  할로겐화제를  사용하여  (V)를  (IV)로  전화시키는 방
법은  화학문헌[N.Davis,  ＂Benzisothiazoles＂in  Advances  is  Heterocyclic  Chemistry,  Vo1.  14, 
Edited  by  A.R.Katritzky  and  A.J.Boulton  및  본  명세서내의  여러  가지  문헌]에  충분히  기재되어 있
다.

2)  3-클로로-1,2-벤즈이소티아졸(IV)을  적합한 피페라진 중간체(III)와 반응시키면 
3-(1-피페라지닐)-1,2-벤즈이소티아졸이  수득된다.  이  단계에서  사용되는  반응조건은  이런  형태의 
친핵성  치환반응에  대하여  보통  사용되는  것들이다.  화합물(III)이  액체라면,  이들  반응은  가끔 순
조롭게  진행된다.  일반식(IV)의  특정한  중간체  화합물의  경우에는  수율이  최적화  될  수  있고, 중간
체(II)의  분리는  (III)의  N-t-부틸옥시카보닐  피페라진  중간체(여기에서  B는 t-부틸옥시카보닐이
다)를  사용함으로써  더욱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들  반응의  경우에,  차단용 N-t-부틸옥시카보닐
그롭은  다음  단계에서  그것을  사용하기전에  산가수분해시켜서  (II)로부터  제거한다.  이  차단용 t-부
틸옥시카보닐그룹의 제거반응은 에타놀성 HCI로 처리하면 쉽게 일어난다.

3)  3-(1-피페라지닐)-1,2-벤즈이소티아졸(II)을 R
1
X로  알킬화시키면  목적하는  일반식(I)의  생성물이 

수득된다. 이 반응 단계에서, 중간체(II)를 불활성용매, 바람직하게는 아세토니트릴중에 
용해시키고,  1당량의  보호된  염기,  바람직하게는  N,N-디이소프로필에틸아민으로  처리하고,  이어서 X

가  할라이드,  토실레이트,  메실레이트  등과  같은  전형적인  이탈그룹인 R
1
X로  처리한다.  이  반응은 

통상 수시간동안 환류하면서 가열시키면 완료된다.

단순한  알킬화  반응외에도,  (II)에서  (I)로의  동일한  구조적  전화를  효과적으로  성취하는  다른 합성
방법들이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의  예로는  일반식(II)(B=H)의  화합물을  카보닐  화합물로 환원
적  아민화  반응시켜서  일반식(I)의  생성물을  얻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선택적인  합성방법의  한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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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표시되어 있다 :

특정한  일반식(V)의  중간체  1,2-벤즈이소티아졸론을  용이하게  구입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을  제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합성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들  방법중  몇가지는  아래의  반응도식  2에 표시되
어 있다 :

[반응도식 2]

일반식(V) 중간체의 제조방법

대부분의  경우에,  반응도식  2에  표시된  방법중  어느방법이든지  목적하는  중간체  화합물(V)의  제조에 
이용할  수  있다.  방법이  바람직한지  여부는  출발물질의  이용  가능성과  각각의  방법에  특이한  여러 
가지  중간체  화합물의  분리  용이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방법1은  다음에  염화티오닐을  사용하여 고
수율의  상응하는  산염화물(IV)로  전환되는  적합하게  치환된  디티오살리실산(VII)을  필요로  한다. 중
간체(VI)를  염소와  반응시키고,  이어서  암모니아와  연속적으로  반응시키면  목적하는  중간체 생성물

16-5

특1992-0008820



(V)이 수득된다.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인  방법2는  염화티오닐로  처리하고  이어서 t-
부틸아민으로  처리하면  t-부틸벤조아미드(IX)로  전화되는  적절하게  치환된  벤조산(X)을  출발물질로 
한다.  이  벤즈아미드(IX)는  n-부틸리튬으로  오르토-금속화하고,  이어서  이황화메틸로  설핀화 반응시
키면  화합물(VIII)이  생성된다.  s-메틸  중간체(VIII)를  메타-클로로과벤존산  또는 과요오드산나트륨
으로  산화시키면  상응하는  설폭시드가  생성되며,  이는  트리클로로메틸클로로포르메이트로  처리하면 
목적하는 중간체 생성물(V)로 전화된다.

방법3은  방법2의  변형으로서,  벤즈아미드  중간체(IX),  예로서,  5-메톡시벤조산이  목적하는  국부 화
학적인  오르토-방향의  금속화  반응되지  않을  경우에  이들(V)의  화합물을  제조하는데  이용된다.  이 
경우에,  오르토-브로모  벤조산(VIII)을  t-부틸리튬으로  처리하고  금속-할로겐  교환반응시키면 오르
코-음이온(XII)이  수득되면,  그다음  이를  디메틸디슬파이드와  반응시키면  중간체(XI)가  생성된다. 
그  다음  이  오르토-메틸테오벤조산은  반응도식  2에  표시된  바와  같이  이  시점에서  중간체 화합물
(VIII)로 전화된 다음 최종 중간체(V)로 전화된다.

방법1  내지  3의  여러가지  변형과  개량은  화학기술분야에  숙련된  사람들에게는  명백할  것이다. 적절
한 중간체의 합성을 포함하는 방법1 내지 3의 예는 본 명세서에 후술할 것이다.

본  발명  화합물은  포유동물에  대하여  진통제  활성을  나타내는  유용한  약제이다.  다음의  생체내 시험
(표 1)들을 본 계열의 화합물을 평가하고 분류하는데 이용된다.

[표 1]

일반식(I)의 화합물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생체내 시험

1.  조건부  회피반응(CAR)…독성이  증강된  단식  쥐에서  전기적  충격에  대한  회피반응을  감소시켜서 
결정한 약물의 정신안정화 활성의 측정.

2.  노르에피네프린  치사유의  억제…노르아드레나린성  제제의  노르에피네프린의  치사율에  대한 약물
억제작용은 아드레나린 차단을 가리킨다.

3.  발성한계치…전기적  충격에  의해  유발된  쥐의  발성을  억제하는  능력에  의해서  측정되는  약물의 
진통제활성의 측정.

4.  페닐퀴논  몸부림…생쥐의  페닐퀴논에  의해  유발된  몸부림  증후군을  막는  능력에  의해서  측정되는 
약물의 진통제활성의 측정.

또한,  다음의 시험관내의 방사능 수용체 결합 검정이 특정 결합 부위에 대한 본  계열 화합물의 고유 
친화력을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

1.[
3
H]스피페론에 대한 선조직에서의 도파민 결합.

2.[
3
H]WB-4101에 대한 WB-아드레나린성 결합.

3.[
3
H]스피페론에 대한 수피조직에서의 세로토닌형 2 결합.

앞서  언급한  시험에  의해서  수립된  약리학적  윤곽에  따라  본  일반식(I)의  화합물은  이  계열의 화합
물을  비-마취성  진통제로서  유력한  후보물이  되게하는데  충분한  잠재력이  있는  진통작용을  가진다. 
상기  나열된  시험관내의  결합  연구결과는  아드레나린  및  세로토닌  기전이  이  계열에  대한 무통조정
에 포함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생체내  시험자료에  관하여는,  페닐퀴논  몸부림과  발성한계치  측정이  진통제활성의  전조로서  이용된 
중요한  스크린  시험이었다.  본  계열  화합물의  대부분은  발성한계치  시험에서는  10mg/kg이하이고 페
닐퀴논  몸부림  시험에서는  100mg/kg미만인  성능을  가졌었다.  조건부  회피반응과  노르에피네프린 치
사율 억제시험은 더  많은 항정신병 작용과 진정작용 각각의 전조가 된다.  이들 시험의 결과는 본 발
명  화합물들이  이들  시험에서  부작용에  대한  부담의  감소를  나타낼  수도  있는  낮은  수준의  활성을 
가짐을 나타낸다.

요약하여,  본  발명  화합물은  비-마취성  진통제로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약리학적  특성을  갖는다. 그
래서,  본  발명의  또다른  관점은  유효한  진통제  용량의  일반식(I)의  화합물이나  이들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산부가염을  포유동물에  전시투여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그와  같은  치료를  필요로  하는 동물
에  무통을  유발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식(I)의  화합물의  투여  및  적량  양생법은  대조 화합
물  네포팜[참조예  :  힐  등의  Drugs,  19권,  249-267페이지(1980년판)]에  관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행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투여량  및  적량  양생법은  각각의  경우에  조절되어야만  하지만  소리의 전
문적인  판단을  이용하여  수용자의  나이,  체중  및  상태,  투여경로와  질병의  성질  및  비중을  고려하여 
주의  깊게  조절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일  복용량은  약  30  내지  600mg을  1-3번/일  투여하게 된
다.  투여량은  비경구로  투여할  경우  이  범위이하의  량으로  하고  경구투여의  경우에는  이  범위  바로 
위의  량으로  투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복용량으로도  충분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다른 경우에는, 더 많은 복용량을 필요로 하게 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전신투여＂란  용어는  경구,  직장  및  비경구(즉,  근육내,  정맥내  및 피하
의)의  경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  화합물이  바람직한  경로인  경구로  투여될  경우,  보다 
적은  량을  비경구로  투여했을  때와  동일한  효과를  내도록  더  많은  량의  활성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된다.  우수한  임상실시에  의하여,  어떤  유해하거나  곤란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유효한 진
통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농도수준으로  본  발명  화합물을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 화합물
은  비-마취성  진통제이므로,  전형적인  마취  부작용을  우회시킬뿐  아니라  이들  제제와  마취성 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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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동시에 진통제로서 사용하기 위한 잠재력이 존재한다.

치료적으로,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유효한  진통제  량의  일반식(I)의  화합물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산부가염과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로  구성된  약제학적  조성물로서  투여된다.  이러한 
치료를  하기위한  약제학적  조성물은  95  내지  0.5%의  본  발명  화합물중  적어도  하나를  약제학적 담체
와의  배합물로  대량이나  소량으로  함유하며,  그  담체는  비독성이며  불활성이고  약제학적으로 허용되
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고체,  반고체  혹은  액체의  희석제,  충전제  및  제제  보조제를  포함한다. 이
들  약제학적  조성물은  투여  단위  형태,  즉,  목적하는  치료적  반응을  일으키게끔  계산된  분획용량 또
는  배수용량에  상응하는  예정된  량의  약물을  함유하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단위인  것이  바람직하다. 
투여단위는  하나나  그  이상의  단일  복용량,  또는  단일  복용량의  2분의  1이나  3분의  1  또는  그 이하
를 함유할 수도 있다. 단일 복용량은 보통 1일 투여량의 전부나 반 또는 3분의 1을 하루에 1회 내지 
3회  투여하는  예정된  투여량  양생법에  따라  하나  또는  그이상의  투여단위를  한번에  투여하므로서 목
적하는  치료효과를  나타내는데  충분한  량을  함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치료약제도  존재할  수 
있다.  단위  복용량  당  활성성분  약  30  내지  600mg을  제공하는  약제학적  조성물이  바람직하고 통상적
으로는  정제,  로젠지제,  캅셀제,  분말제,  수성  또는  오일현탁제,  시럽제,  엘릭시르제  및 수용액제로
서  제조된다.  바람직한  경구용  조성물은  정제나  캅셀제의  형태이고  결합제(예:시럽,  아카시아, 젤라
틴,  솔비톨,  트라가칸트  또는  폴리비닐피롤리돈)와  충전제(예:락토스,  설탕,  옥수수전분,  인산칼슘, 
솔비톨이나  글리신),  윤활제(예:스테아린산마그네슘,  활석,  폴리에틸렌글리콜  또는  실리카), 봉해제
(예:전분)  및  습윤제(예:라우릴황산나트륨)과  같은  통상적인  부형제를  함유할  수도  있다. 일반식
(I)의  화합물과  통상적인  약제학적  비히클과의  용액이나  현탁액은  정맥내  주사용  수용액이나  근육내 
주사용 오일 현탁액과 같은 비경구용 조성물용으로 사용된다.

투명성,  안정성  및  적응성을  갖는  이러한  비경구용  조성물은  글리세린,  플로필렌글리콜  및 폴리에틸
렌글리콜과  같은  다가  지방족알콜  또는  이의  혼합물로  구성되는  비히클  또는  물중에  0.1  내지 10중
량%의  활성  화합물을  용해시켜  수득한다.  폴리에틸렌글리콜은  물과  유기액체에  용해성이고  약  200 
내지 1500의 분자량을 갖는 비-휘발성이며, 보통 액체인 폴리에틸렌글리콜의 혼합물로 구성된다.

본  발명을  구성하는  화합물들과  이들의  제조방법은  다음의  실시예들을  고찰하므로서  더욱  충분하게 
이해가게  될  것이며,  이들  실시예는  단지  예시할  목적으로  주어졌으며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모든 온도는 특히 언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섭씨온도이다.

핵자기공명(NMR) 스펙트럼 특성은 대조되는 표준물로서 테트라메틸실란(TMS)에 대한 백만분의 
1(ppm)로  표시되는  화학적  변위(δ)에  관한  것이다.  프로톤(NMR)  스펙트럼  자료에서  여러가지 변위
에  대하여  보고된  관련영역은  분자중에  특수  기능형의  수소원자수에  상당하는  것이다.  다양성에 관
한  변위의  성질은  넓은  단일선(bs),  단일선(s),  다중선(m),  이중선(d),  이중선의  이중선(dd),  또는 
4중선(q)으로서 표시되어 있다. 사용되는 약어는 DMSO-d6(제2디메틸슬폭시드) CDCl3(제 2 

클로로포름)이고  다른  것들은  통상적인  것이다.  적외선(IR)  스펙트럼  설명은  기능  그룹  확인값을 갖
는  흡수 파장수(cm-1 )만을  포함한다.  희석제로서  브로화칼륨(KBr)을  사용하여  IR측정을  한다. 원소분

석은 중량%로 표시한다.

[중간체의 합성]

A. 일반식(V)의 화합물

[실시예 1]

1,2-벤즈이소티아졸-3(2H)-온 (방법 1)

2,2-디티오살리실산,  염화티오닐(1645g,  13.826몰),  톨루엔(10리터)  및 N,N-디메틸포름아미드(40m
l)의  슬러리를  약  75°에서  18시간동안  가열한다.  이  시점에서  모든  고체는  용해되고,  생성된  진한 
용액을  8°로  냉각시킨다.   반응  생성물을  결정화하고  여과시켜  분리하고  약  1ℓ의  냉각  스켈리 에
프(Skelly  F.)를  사용하여  여과지상에서  세척한다.  건조시키면  융점  154-156도인  1619g(71%)의 
2,2'-디티오-비스-벤조일클로라이드가  수득된다[문헌상  융점  155-156°;  참조  :  아이.알.  다글라스 
및 비.에스. 파라, J. Org. Chem. 26권, 351-354면(1961년 판)].

염소(239g,  3137몰)로  염화  2,2,'-디티오-비스벤조일(1157g,  3.37몰)  및  염화메틸렌(8.46ℓ)의 교반
된  현탁액에서  기포를  발생시킨다.  생성된  용액을  격렬하게  교반하면서 농-NH4 OH(2.89ℓ)에  가한다. 

그  혼합물을  첨가가  완료된  후  1시간동안  교반한다.  여과하면  습윤  고체가  수득되며,  이를  약  7ℓ의 
물에  현탁시키고,  격렬하게  교반하면서  농염산을  가하여  산성화  시킨다.  고체를  여과하여  분리하고 
약  3ℓ의  물로  여과지상에서  세척한다.  30°에서  진공  건조시키면  융점  155.5-157°인 902g(88.5%)
의 생성물이 수득된다.

[실시예 2]

일반적 제법(방법 2)

적절한  벤조산  클로로포름(1ml의 CHCL3 /1g의  산)과  두방울의  DMF중에  현탁시킨다.  단일부의 염화티

오닐(4몰  당량)을  실온에서  가하고  생성된  혼합물을  교반하면서  서서히  환류하에  가온한다.  이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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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전형적으로  2  내지  4시간  범위의  환류시간으로  반응이  진행되면  투명해진다.  반응이  완료되면 
실온으로  냉각시키고  진공  농축시켜  염화벤조산  화합물에  상응하는  조화합물을  약  95%의  수율로 수
득한다.  중간체산염화물의  염화메틸렌  용액(50ml의 CH2Cl1 /0.01몰의  산염화물)을  0°에서 염화메틸렌

중의  트리에틸아민과  t-부틸아민의  용액에  첨가한다.  반응물을  실온으로  가온시키고  약  18시간동안 
방치한다.  그  다음  이  혼합물을  1.5N  HCl로  세척한  다음  0.5N  NaOH용액으로  세척하고,  마지막으로 
염수로  세척한다.  세척한  다음  반응  혼합물을 건조시키고(MGSO4 로),  여과하고  진공중에서  농축하여 

조아미드를  약  95%의  수율로  수득한다.  이  아미드  중간체  (IX)를  재결정화나  쿠겔로르  증류에 의해
서 정제하면 71 내지 76%의 정제된 생성물이 수득될 수 있다.

벤즈아미드  중간체(IX;  0.025  내지  0.40몰)을  무수  THF(500ml)중에  용해하여  얼음/아세톤/염  욕으로 
-10°  냉각하면서  질소  분위기하에  교반시킨다.  이  냉각,  교반된  반응  용액에  약  -10°의  온도를 유
지하는  적정속도로  n-부틸리늄(2.5몰  당량)을  가한다.  첨가가  완료된  다음,  반응  혼합물을  15  내지 
30분간  -78°(드라이아이스/아세톤욕)로  냉각한다.  각  증류된  디메틸디슬파이드(3몰  당량)을 -70°
이하의  온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속도로  적가한다.  냉각  반응액을  1시간  교반한  다음  천천히 가온시
키고,  0에서  15%의 NH4 Cl차  수용액(2.75몰  당량)을  사용하여  반응을  억제한다.  이  혼합물을 진공농

축하고  염화메틸렌-몰  사이에  분할시킨다.  수층을  다시  염화메틸렌으로  추출하고  이들  유기부분을 
합하여 건조시키고(MgSO4 ),  여과시키고,  진공  농축하여  조티오메틸벤즈아미드  중간체(VIII)를 수득

한다.  약  90%  수율로  얻어진  조물질을  다시  정제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섬광 크로마토그라피(헥산/에
틸아세테이트 혹은 헥산/염화메틸렌)로 정제할 수 있다.

티오메틸벤즈아미드(VIII;0.02-0.15몰)을  메타놀(200-500ml)중에  용해하고  교반하면서  질소 분위기
하에서  수성  0.05N NaIO4 에  가한다.  20시간  후  반응이  완료되면  메타놀을  감압하에  제거한다. 생성

된  수성상을  염화메틸렌으로  추출하고  이들  유기  추출물을  합하여 건조시키고(MgSO4 ),  여과하고, 진

공  농축시킨다.  생성된  고체를  섬광  크로마토그라피(에틸  아세테이트)로  정제한  다음 디클로로에탄
(0.002몰/8ml)  중에  용해시키고  질소  분위기하에  교반하면서  0°로  냉각시킨다.  그  용액을  약 1시간
동안  실온에서  교반시키면서  트리클로로메틸글로로포르메이트(1몰  당량)을  단일  부분으로  가한다. 
10%의  가성소다  용액(5몰  당량)을  2시간이하  동안  계속하여  격렬히  교반하면서  반응  혼합물에 가한
다.  그  다음  이  혼합물을  염화메틸렌으로  추출하고  그추출물을  합하여 건조시키고(MgSO4 ),  여과  및 

진공 농축하여 조생성물(V)를 얻고, 이는 재결정화시켜 정제할 수 있다.

[실시예 3]

N-t-부틸-4-메톡시-1,2-벤즈이소티아졸론

0-아니스산(0.38몰)을  60ml의 CHCl3 와  3방울의  DMF중에  현탁시킨다.  단일용적의 SOCl2 (4몰  당량)을 

실온에서  격렬하게  교반하면서  가한  다음  그  반응  혼합물을  환류시킨다.  반응물을 1740cm
-1
에서의 카

복실산  카보닐  신장(stretch)의  소실  및 1780cm
-1
에서의  아실카보닐  신장의  출현에  대하여  IR로 탐지

한다.  반응이  24시간  후  완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용매와  과잉  시약을  진공증류(86mmHg)를  통하여 
제거하면 오일상의 조염화 0-아니소일이 95%보다 큰 수율로 수득된다.

산염화물을  냉각시키고  50ml의 CHCl3 로  희석하고,  100ml의 CHCl 3  중에  TEA  및  t-부틸아민(1.2몰 

당량,  각각)을  용해시킨  냉각용액(얼음/물)에  적가한다.  일단  첨가가  완료되면  냉각욕을  제거하고 
혼합물을  주위  온도하에  방치한다.  혼합물을  3×1.5N  HCl,  2×0.5N  NaOH,  및  1×염수로  세척한다. 
클로로포름을 MgSO4 로  건조시키고,  여과시키고  진공  농축하여  거의  93g의  오일을  얻어서  이를 쿠겔

로르로 증류(110°10.3mmHg)시킨다. N-t-부틸-O-아니스아미드가 95% 수율로 황색 오일로서 
수득된다.

벤즈아미드(0.05몰)을  500ml  무수  THF중에  용해시키고 N2 하에  -10°(MeOH/얼음)로  냉각시킨다. 온도

를  -10°와  0°  사이로  유지하기  위한  속도로  n-BuLi(2.5몰  당량)을  적가한다.  그  용액을  -10°에서 
30분간  교반한  다음 -75°(CO2 /아세톤)로  냉각시키고,  증류된  메틸  디슬파이드(3.0몰  당량)을 -75°

와  -70°사이의  온도를  유지하는  속도로  가한다.  냉각  반응액을  서서히  가온시키고  -65°에서 NH4 Cl 

수용액(2.75몰  당량)을  가한다.   용액을  진공  농축하고;  잔사를 CH2Cl 2  및  몰  사이에  분할시키고 

CH2Cl2 로  3회  추출한다.   합한  유기부분을 MgSO4 로  건조시키고,  여과하고,  진공  농축하면  황색고체가 

수득된다.   94%의  조수율의  조물질이  TLC에  의해서  허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추가로  정제하지 
않고 사용한다.

티오메틸벤즈아미드(0.14몰)을  200ml의 CH2Cl2 중에  용해시키고 N2 하에 -78°(CO2 /아세톤)에서 교반한

다.  mCPBA(1.2몰  당량)의  700ml CH2Cl2 용액을 신속히 적가한다.  1시간  후  TLC에  의해서 그  반응이 완

료된 것으로 판단되면 주위 온도로 가온시킨다.  혼합물을 진공 농축한 다음 CH2Cl2 와  물  사이에 분할

시킨다   이  혼합물을 3×H2 O와  3×10%의  수성 K2CO3 로  추출한다.  유기층을 K2CO3 로  건조시키고 여과하

여  진공중에서  농축하여  조물질을  얻고  이를  섬광  크로마토그라피(3％,  MeOHOl CH2Cl2 용액)한다. 고

체를  10%  EtOAC의  헥산용액으로  재  결정화시켜  결정성  슬폭시드를  75%수율로  수득한다.   슬폭시드
(0.08몰)를  160ml의  이염화에탄에  용해시키고 N2 하에  40°로  가온시킨다.  트리클로로메틸 클로로포

르메이트(1몰  당량)을  순수하게  적가한다.  반응이  격렬해지면  가온을  중단하고  남아있는 클로로포르
메이트를  실온에서  첨가한다.  그  다음  혼합물을  70°로  다시  가온한다.  반응은  1/2시간  후  TLC에 의
해서  완료됐음이  판단된다.  반응액을  냉각시키고  170ml의  10%  NaOH(수성)중에  부어  1/2시간동안 격
렬하게  교반시킨다.  이염화에탄층을  제거하고  수성상을 3×CH2Cl2 로  추출한다.   합한  유기상을 MgSO4

로  건조시키고,  여과하고  진공  농축시킨다.   조물질을  섬광  크로마토그라피하면(40％ EtOAC/60％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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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N-t-부틸-4-메톡시-1,2-벤즈이소티아졸론이 80%의 수율로 수득된다.

[실시예 4]

5-메톡시-N-t-부틸-1,2-벤즈이소티아졸-3(2H)-온 (방법 3)

2-브로모-5-메톡시벤조산(0.005몰)을  50ml은  무수테트라하이드로푸란중에  용해시키고  교반하면서 질
소하에  -78°로  냉각시킨다.  n-부틸리튬(1.1몰  당량)을  -70°미만의  온도를  유지하는  속도로 적가한
다.   그  다음  황색  불용성  음이온을  -115°로  냉각(액체질소-에틸에테르욕)하고  t-부틸리튬(1.4몰 
당량)을  -85°미만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속도로  가한다.  첨가가  완료되었을  때,  불용성  이중 음
이온을  -75°로  가온하여  그것이  용해되게  한다.  증류된  이황화메틸을  -70°미만의  반응  온도를 유
지할 수 있는 속도로 가한다.

밝은 황색 용액이 거의 무색으로 변하다. 반응액을 서서히 가온시키고 -40°에서 15%의 수성 
NH4 Cl(2.75몰  당량)로  반응을  중지시킨다.  테트라하이드로푸란을  진공중에서  제거하고  수성상을 염

화메틸렌으로  세  번  세척한  다음  6N  HCl로  산성화시키고,  그  다음  염화메틸렌으로  세번  추출하여, 
건조(MgSO4 ),  여과  및  진공농축하여  백색  고체를  얻는다.  NMR  스펙트럼에  의하면,  백색고체는 5-메

톡시-1,2-티오메틸벤조산과 m-아니스산 각각의 65:35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5-메톡시-1,2-티오메틸벤조산/m-아니스산  혼합물(S-메틸  물질로  계산하여  0.095몰)을  80ml의 클로로
포름과  두방울의  DMF중에  용해시킨다.  염화티오닐(4몰  당량)을  한번에  가하고  용액을  환류하면서 가
열한다.  세시간  동안  환류후  반응  혼합물을  실온으로  냉각시키고  진공  농축시켜서  조벤조산염화물 
혼합물을 얻으며, 이는 실시예 2에서와 같이 t-부틸아민으로 처리하면 벤즈아미드혼합물로 
전환된다. 이 시점에서 NMR은 s-메틸아니스아미드 대 아니스아미드의 비가 약 9:2임을 나타낸다.

N-t-부틸-5-메톡시-2-s-메틸벤즈아미드/N-t-부틸아니스아미드  혼합물(s-메틸  물질로서  계산하여 
0.04몰)을  더  이상  정제하지  않고  사용하여,  450ml의  메타놀중에  용해시키고  420ml의  0.05M 수성
(NaIO4 와  질서하에  혼합한다.  5시간이나  지나  반응이  완결되면  메타놀을  감압하에  제거한다.  생성된 

수성상을  염화메틸렌으로  추출하고,  이들  유기  추출물을  혼합하여, 건조(MgSO4 )하고,  여과하고, 진

공농축시킨다.  생성된  고체를  섬광  크로마토그라피(에틸  아세테이트)시켜  정제하면  약  76%수율의 고
체 슬폭시드 중간체가 수득된다.

그  다음  N-t-부틸-5-메톡시-2-s-메틸슬폭시드  벤즈아미드를  실시예  2에서  주어진  절차를  사용하여 
트리클로로포르메이트로 처리하면 융점이 92-94°인 5-메톡시-N-t-부틸-1,2-벤즈이소티아졸-
3(2H)-온이 수득된다.

방법 2의 일반 합성법에 의해 제조될 수 있는 다른 치환된 벤즈이소티아졸론을 표 2에 표시한다.

[표 2]

치환된 벤즈 이소티아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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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일반식(IV)의 화합물

[실시예 19]

3-클로로-1,2-벤즈이소티아졸

1,2-벤즈이소티아졸-3(2H)-온(실시예  1,  818g,  5.414몰)과 POCl3 의  혼합물을  약  2시간에  걸쳐 120°

로  가열한다.  약  70°에서  HCl발생이  시작된다.  다시  1.5시간  동안  120°로  가열을  계속한다. 뜨거
운  용액을  8ℓ의 H2 O중에  25°에서  붓는다.  온도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한다.  30분후,  혼합물을 

25°로  냉각(얼음  첨가)하고  염화메틸렌(4ℓ)으로  추출한다.  진한  오일을  진공중에서  염화메틸렌의 
증발에  의해서  수득한다.   이  오일을  스켈리비(3×1ℓ와  2×500ml)로  추출한다.  진한  추출액을 여과
하기  전에  다르코  G-60(30g)과  셀라이트  A-545(20g)으로  처리한다.  여액을  진공  증발시키면  쉽게 결
정화되는  743.9g(81%)의  황색오일이  수득된다.  감압하에  오일을  증류시키면,  쉽게  결정화되는 융점
이 39 내지 41°이고 0.75토르에서 비점이 80 내지 85°인 707g(77％)의 무색 증류에 수득된다.

[실시예 20]

치환된 3-클로로-1,2-벤즈이소티아졸(일반적 방법)

벤즈이소티아졸론을  디클로로에탄(0.04몰/100ml)중에  용해시키고 PCl5 를  가한다.  TLC로  반응과정을 

감지하면서  그  혼합물을  환류시킨다.  반응이  환류한지  1시간  후  완결된  것으로  판단되면,  추가로 
0.1  내지  0.5몰  당량이 PCl5 를  가하고  출발물질이  소모  될  때까지  환류를  계속한다.  반응  혼합물을 

냉각시키고  용매와  과량의  시약을  감압하에  증류시켜  제거gks다.  잔사를  섬광 크로마토그라피(헥산/
염화에틸렌)시키면 생성물이 고체로서 수득된다.

[실시예 21]

3-클로로-4-메톡시-1,2-벤즈이소티아졸

4-메톡시벤즈이소티아졸론(0.065몰)을  200ml의  디클로로에탄중에  용해시키고 PCl5 (1.05몰  당량)을 

순수하게  가한다.  그  반응액을  환류하면서  TLC로  탐지한다.  반응이  TCL에  의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
기  전에  추가로  0.25몰  당량과  2×0.10몰  당량의 PCl5 를  1시간,  2-1/2시간  및  3시간  후에  가한다. 

반응액을  냉각하고  용매와  과량의  시약을  실내  진공증류에  의해서  제거한다.  잔사를  섬광 크로마토
그라피(30％CH2Cl2 /70％  헥산)시키면  3-클로로-4-메톡시-1,2-벤즈이소티아졸이  60%의  수율로 수득된

다.

실시예  20의  일반적인  방법을  통하여  제조할  수  있는  치환된  3-클로로-1,2-벤즈이소티아졸의  몇 가
지 다른 예들이 표 3에 표시되어 있다.

[표 3]

치환된 3-클로로벤즈이소티아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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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일반식(III)의 화합물

[실시예 31]

t-부틸옥시카보닐피페라진

벤질피페라진(0.15몰)과  분쇄된 K2CO3 (0.62몰  당량을  1:1의  디옥산/몰  200ml에  혼합하여  0°로 냉각

하면서  기계적으로  교반한다.  피로카보네이트(1.12몰  당량)을  가하고  반응물을  냉각  상태에서 1시간
동안  교반한  다음  주위  온도에서  18시간동안  교반한다.  디옥산을  진공에서  제거하고  수성상을 추출
(3×염화메틸)시키고, 건조(MgSO4 ),  여과  및  진공  농축하여  약  95%의  조생성물인  오일을  얻는다.  그 

오일을  두  개의  동일  부분으로  나누고  각각  따뜻한  순수  에타놀(150ml)과  빙초산(2.1몰  당량)  중에 
용해시키고  파르  수소화  반응병중에서  탄소  피복  팔라듐촉매  4.1g과  혼합한다.  그  혼합물을 이론량
의  탄소  피복  팔라듐  촉매  4.1g과  혼합한다.  그  혼합물을  이론량의  수소가  소비해버릴때까지  약 
55psi의  최초 H 2  압력에서  수소화  반응  시킨다.  혼합물을  셀라이에  통과시켜서  여과하고  충분한 량

의 무수 에타놀로 세척한 다음 농축하여 84% 수율의 고체 생성물을 얻는다.

피페라진환이  적합하게  치환된  벤질피페라진을  사용하는  이  절차를  이용하면 R
2
가  수소가  아닌 목적

하는 t-부틸옥시카보닐 피페라진이 생성된다.

D. 일반식(II)의 화합물

[실시예 32]

1-(1,2-벤즈이소티아졸-3-일) 피페라진

4ℓ의  흡입  플라스크를  무수  피페라진(1582g,  18.36몰)으로  충전시키고,  이어서  용융 3-클로로-1,2-
벤즈이소티아졸(실시예  8,  622g,  3.672몰)로  충전시킨다.  철선이  달린  고무마개로  플라스크를  막고 
짧은  길이의  압력관을  옆관에  철선으로  고정한다.  플라스크를  비우고(실내진공)  옆쪽의  압력관을 꺽
쇠로  죄어  닫는다.  그후,  용융이  진행될  때  그  장치를  가끔  휘저으면서  125°로  오븐으로 가열시킨
다.  이  온도로 24시간 가열한 후  오렌지색 용융물을 부서진 얼음과 물  4.8ℓ에 넣고 식힌다. 일당량
의  50%  NaOH(293g,  3.672몰)을  일부씩  가한다.   혼합물을  염화메틸렌으로  추출하고  이  추출물을 물
로  세척한다.   진공  농축하여  734g의  조생성물을  얻고  이를  1800ml의  끓는  에틸  아세테이트로 재결
정시키면 융점이 88 내지 90°인 548g(68％)이 수득된다.

[실시예 33]

치환된 3-(1-피페라지닐)-1,2-벤즈이소티아졸

이  합성은  t-BOC  보호그룹을  후속  제거하여  3-(t-부틸옥시카보닐피페라진)-벤즈이소티아졸  중간체를 
거쳐 진행한다.

t-부틸옥시카보닐피페라진(실시예  15,  2.5몰  당량)을  무수 테트라하이드로푸란(0.01-.02몰/90ml)중
에  용해시키고,  교반하면서  질소하에  -78°로  냉각시킨다.  n-부틸리튬(2.5몰  당량)을  -70°미만의 
온도를  유지하는  속도로  가한다.  3-클로로-1,2-벤즈이소티아졸의  테트라하이드로푸란(1몰 당량

/60ml)  용액을  -70°미만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적가한다.  첨가가  완료될  때,  용액을  0°로 가온시킨
후  15%의  수성 NH4 Cl(2.75몰  당량)으로  침지시킨다.  진공  농축한  다음  잔사를  염화메틸렌으로 추출

하고 그추출액을 0.5N HCl로 세턱하고, 건조시키고(MgSO4), 여과 및 진공 농축하여 반고테를 

얻으며,  이를  섬광  크로마토그라피(헥산/에틸  아세테이트)한다.  이들  3-(t-BOC 피페라진)벤즈이소티
아졸  중간체는  일반적으로  73  내지  90%  수율로  수득된다.   t-BOC  보호그룹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절
한  t-BOC  피페라지닐  벤즈이소티아졸을  최소량의  따뜻한  무수에타놀중에  용해시키고  5N  에타놀성 
HCl(5몰  당량)으로  산성화시킨  다음,  1/2시간동안  90°로  가열한다.  냉각시켜  용매를  진공에서 제거
하고 조생성물을 무수에타놀로 재결정시키면 40-60% 범위의 수율로 수득된다.

[실시예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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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메톡시-1,2-벤즈이소티아졸-3-일 피페라진 염산염

t-부틸옥시카보닐  피페라진(0.04몰)을  150ml의  무수  테트라하이드로푸란중에  용해시키고  질소하에 
-78°로  냉각한다.  온도를  -65°미만으로  유지하는  속도로  n-BuLi(0.04몰)을  가한다.  10분후, 4-메
톡시-3-클로로-1,2-벤즈이소티아졸(0.016몰)의  60ml  테트라하이드로푸란  용액을  -70°미만으로 유지
하면서  적가한다.  그  반응은  TLC로  탐지하면  즉시  완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얼음욕을  제거하고  15% 
수성 NH4 Cl(0.044몰)을  가한다.  이  혼합물을  진공  농축하고  잔사를 CH2Cl2 중에  용해시키고 1×H2 O와 1

×냉  0.5N  HCl로  세척한다.  염화메틸렌을 MgSO4 로  건조하고  여과  및  진공농축하여  조생성물을  얻고 

이를 섬광 크로마토그라피(3:1 헥산/EtOAC)하면 목적 물질이 73%의 수율로 생성된다.

부틸옥시카보닐피페라진  벤즈이소티아졸(0.012몰)을  따뜻한  무수  에타놀중에  용해시키고  에타놀성 
HCl(5몰  당량)로  산성화  시킨다.  용액을  30분간  90°에서  교반한다.  혼합물을  냉각시키고  용매를 진
공하에  제거한다.   조고체를  무수  에타놀로  재결정화  시키면 4-메톡시-1,2-벤즈이소티아졸-3-일-피
레라진 염산염이 62%의 수율로 수득된다.

실시예 33의 절차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추가 생성물의 예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표 4]

치환된 일반식(I)의 3-(1-피페라지닐)-벤즈이소티아졸(HCl 염으로서)

생성물의 합성

[실시예 42]

3-(4-에틸-1-피페라지닐)-1,2-벤즈이소티아졸

3-(1-피페라지닐)-1,2-벤즈이소티아졸(5.0g,  0.023몰)의  25ml  아세토니트릴  용액에 N,N-디이소프로
필에틸아민(3.2g,  0.025)과  브로모에탄을(2.6g,  0.024몰)  20°에서  가한다.  이  혼합물을  약 3시간동
안  환류한  다음  진공하에  농축시키고;  5%의  수성 K2CO3 중에  용해시키고,  5%  메타놀/염화메틸렌으로 

섬광 크로마토그라피한다. 유분을 진공 농축시키면 오일상의 생성물 4.6g(0.02몰, 81％)이 
생성된다.  에타놀  용액을  에타놀성  HCl로  처리하여  오일상  생성물을  고체  염산염으로  전화시킨다. 
에타놀로 재결정화 시키면 융점이 230 내지 232°인 백색 고체가 수득된다.

원소분석 : C13H17N3S.HCl.H2O

계산치 : C ; 51.90, H : 6.37, N : 13.97

실측치 : C ; 51.65, H ; 6.60, N ; 14.15

실시예  22의  절차  또는  이의  적절한  변형법을  사용하면  일반식(I)의  각각의  화합물을  쉽게  제조할 
수 있다. 이들 화합물에 대한 추가의 예는 표 5에 나타나 있다.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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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I)의 화합물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1)  일반식(V)의  1,2-벤즈이소티아졸-3(2H)-온율 POCl 3  또는  PCl로  처리하여  일반식(IV)의 3-클로로

-1,2-벤즈이소티아졸  화합물을  생성시키고;  (2)  상기  일반식(IV)의  화합물을  일반식(III)의  적절한 
중간체  화합물과  반응시켜  일반식(II)의   3-(1-피페라지닐)-1,2-벤즈이소티아졸  중간체  화합물을 생
성시키고;  (3)  상기  일반식(II)의  화합물을  일반식(I)의  화합물로  전화시킴을  특징으로  하여, 일반
식(I)의 화합물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산부가염을 제조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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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에서, R
1
은  수소, 저급(C1-6 )알킬,  직쇄  또는  측쇄의  저급알케닐,  저급사이클로알킬, 저급사이

클로알킬-저급알킬렌,  페닐-저급알킬렌,  페녹시-저급알킬렌,  페닐-저급사이클로알킬,  또는 벤조디옥

산-2-일-저급알킬렌이며;  단 R
2
, R

3
 및 R

4
가  모두 수소일때 R

1
은  수소 또는 메틸이 아니어야 하고; R

2

는  저급알킬  또는  수소이며; R
3
 및 R

4
는  수소,  저급알킬,  저급아실옥시,  저급알콕시,  저급알킬티도, 

할로겐, 하이드록실, 또는 트리플루오로메틸중에서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A는 수소 또는 
t-부틸이며; B는 수소 또는 t-부틸옥시카보닐잔기이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일반식(II)의  화합물을 R
1
X  여기에서 R

1
은  제1항에서  정의한  바와  같고,  X는 전형적

인 이탈그룹이다 를 사용하여 알킬화 반응시킴으로서 단계 3의 전화반응을 수행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일반식(II)의  화합물을  일반식(XX)의  카보닐  화합물을  사용하여  환원적  아민화 반
응시킴으로써 단계 3의 전화반응을 수행하는 방법:

상기  식에서, R
4
는  수소,  알킬,  아르알킬  또는  아릴옥시알킬이고, R

6
는  알킬,  아르알킬  또는 아릴옥

시알킬이며, R
5
-CH-R

6
는 R

1
이다.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다음  (a)  내지  (s)의  화합물중에서  선택된  하나의  화합물을  제조하는  방법  :  (a) 
3-(4-메틸-1-피페라지닐)-1,2-벤즈이소티아졸,  (b) 3-(4-프로필-1-피페라지닐)-1, 
2-벤즈이소티아졸,  (c)  3-(4-부틸-1-피페라지닐)-1,2-벤즈이소티아졸,  (d) 3-(4-사이클로펜틸-3-메
틸-1-피페라지닐)-1,2-벤즈이소티아졸,  (e)  3-(4-펜틸-1-피페라지닐)-1,  2-벤즈이소티아졸,  (f) 3-

[4-(1-메틸에틸)-1-피페라지닐]-1,2-벤즈이소티아졸,  (g) 3-[4-(3-메틸부틸)-1-피페라지닐]-1,2-벤
즈이소티아졸,  (h)  3-[4-(2-프로페닐)-1-피페라지닐]-1,2-벤즈이소티아졸,  (i) 3-[4-(사이클로프로
필메틸)-[1-피페라지닐]-1,  2-벤즈이소티아졸,  (i)  3-(4-사이클로펜틸-1-피페라니질)-1, 2-벤즈이소
티아졸,  (k)  3-[4-(페닐메틸)-1-피페라지닐]-1,  2-벤즈이소티아졸,  (l) 3-[4-(2-페닐에틸)-1-피페라
지닐]-1,  2-벤즈이소티아졸,  (m)  3-[4-(2-페녹시에틸)-1-피페라지닐]-1,  2-벤즈이소티아졸,  (n) 3-
[4-(4-페녹시부틸)-1-피페라니질]-1,  2-벤즈이소티아졸,  (o)  3-{4-[(1, 4-벤조디옥산-2-일)메틸]-1-
피페라지닐}-1,  2-벤즈이소티아졸,  (p)  3-(4-사이클로헥실-1-피페라지닐)-1,  2-벤즈이소티아졸,  (q) 
3-[4-(2-인다닐)-1-피페라지닐]-1,  2-벤즈이소티아졸,  (r)  3-[4-(1,  2,  3, 4-테트라하이드로-2-나프
틸)-1-피페라지닐]-1,  2-벤즈이소티아졸,  및  (s)  3-[4-(2-메틸사이클로헥실)-1-피페라지닐]-1, 2-벤

즈이소티아졸.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기의 정의중 단서조항이 R
2
 및 R

3
가 수소이고 R

4
가 수소 또는 할로겐일 때 R

1
이 수소

가 아닌 경우인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R
1
이 4개이상의 탄소원자를 함유하는 방법.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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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R
1
의  저급알킬,  저급알케닐,  저급사이클로알킬  및  저급알킬렌그룹이  4  내지  6개의 

탄소원자를 함유하는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R
1
이 사이클로알킬인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R
1
이 (C3-6)사이클로알킬인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3-(4-에틸-1-피페라지닐)-1,2-벤즈이소티아졸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3-(4-메틸-1-피페라지닐)-1,2-벤즈이소티아졸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3-(4-프로필-1-피페라지닐)-1,2-벤즈이소티아졸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3-(4-부틸-1-피페라지닐)-1,2-벤즈이소티아졸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3-(4-사이클로펜틸-3-메틸-1-피페라지닐)-1,2-벤즈이소티아졸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3-(4-펜틸-1-피페라지닐)-1,2-벤즈이소티아졸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3-[4-(1-메틸에틸)-1-피페라지닐]-1,2-벤즈이소티아졸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3-[4-(3-메틸부틸)-1-피페라지닐]-1,2-벤즈이소티아졸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3-[4-(2-프로페닐)-1-피페라지닐]-1,2-벤즈이소티아졸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3-[4-(사이클로프로필메틸)-1-피페라지닐]-1,2-벤즈이소티아졸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항에 있어서, 3-(4-사이클로펜틸-1-피페라지닐)-1,2-벤즈이소티아졸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1항에 있어서, 3-[4-(페닐메틸)-1-피페라지닐]-1,2-벤즈이소티아졸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1항에 있어서, 3-[4-(2-페닐에틸)-1-피페라지닐]-1,2-벤즈이소티아졸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1항에 있어서, 3-[4-(2-페녹시에틸)-1-피페라지닐]-1,2-벤즈이소티아졸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1항에 있어서, 3-[4-(4-페녹시부틸)-1-피페라지닐]-1,2-벤즈이소티아졸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1항에  있어서,  3-{4-[1,4-벤조디옥산-2-일)메틸-1-피페라지닐}-1,2-벤즈이소티아졸을  제조하는 방
법.

청구항 26 

제1항에 있어서, 3-(4-사이클로헥실-1-피페라지닐)-1,2-벤즈이소티아졸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27 

16-15

특1992-0008820



제1항에 있어서, 3-[4-(2-인다닐)-1-피페라지닐]-1,2-벤즈이소티아졸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1항에  있어서,  3-[4-(1,2,3,4-테트라하이드로-2-나프틸)-1-피페라지닐]-1,2-벤즈이소티아졸을 제
조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1항에 있어서, 3-[4-(2-메틸사이클로헥실)-1-피페라지닐]-1,2-벤즈이소티아졸을 제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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