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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치환된 페닐-사이클로헥실 화합물로부터 유도된 신규한 에스테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요약

본 발명은 트라마돌(tramadol)로부터 유도된, 치환된 페닐-사이클로헥실 화합물로부터 유도된 신규한 에스테르, 이

의 제조방법 및 진통 특성을 갖는 약제를 제조하기 위한 이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당해 신규한 화학식 Ⅰ의 화합물은

트라마돌보다 진통 활성이 높고 독성이 낮으며 유효 기간이 길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Ο-탈메틸화 트라마돌(tramadol), 치환된 페닐-사이클로헥실 화합물, 진통 활성, 유효 기간, 축합 촉진제, 아편양제제

화합물(opioid compound),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약물(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NSAI)

명세서

설명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트라마돌(Tramadol)로부터 유도된, 치환된 페닐-사이클로헥실 화합물로부터 유도된 신규한 에스테르에 

관한 것이다. 수득한 화합물은 트라마돌보다 진통 활성이 높고 독성이 낮으며 유효 기간이 길다.

발명의 배경

통증 치료는 의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다. 현재, 통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리학적 제제는 주로 아편양제제 화

합물(opioid compound)과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약물(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NSAI)의 두 가지 대그룹

으로 분류될 수 있다. NSAI는 경미하거나 보통의 통증인 경우에만 유용하며, 심각한 통증인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아

편양제제 화합물로 치료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아편양제제 화합물은 변비, 호흡 억제증(respiratory depression), 

내성 및 중독 가능성 등의 몇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부작용을 갖는다.

미국 특허 제3,652,589호에는, 사이클로알킬 환에 염기성 아미노 그룹을 갖 는 치환된 사이클로알칸올 페놀 에스테

르 구조를 갖는 진통성 화합물의 유형이 기재되어 있다. 이들 중에서, 트라마돌로서 일반적으로 공지되어 있는 (1R, 2

R 또는 1S, 2S)-2-[(디메틸아미노)메틸]-1-(3-메톡시페닐)사이클로헥산올 화합물은 당해 특허에서 특별히 언급되

며 구체적으로 청구되어 있다.

사이클로알칸올 환에서의 탈수 반응이 페닐 환의 3번 위치에 있는 메톡실의 탈메틸화(demethylation)와 함께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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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트라마돌로부터 유도된 구조식 의 일련의 생성물은 네덜란드 특허 제6,610,022호에 기재되

어 있다.

당해 특허에는, 또한 페닐 환의 3번 위치에 있는 메톡실 그룹이 탈메틸화된, 위의 미국 특허의 생성물로부터 유도된 

구조식 의 생성물이 언급되어 있다.

Ο-탈메틸화 트라마돌은 트라마돌의 대사 산물들 중의 하나로서 언급되고 있는, 네덜란드 특허 제6610022호에 기재

되어 있는 생성물들 중에 포함된다[참조: Von W. Lintz et al., Arzneim-Forsch (Drug Res) 31 (Ⅱ); 1932-43 (19

81)]. 트라마돌의 진통 활성은 이의 (+) 이성체에 기인한다[참조: Lars Poulsen et al., Clin. Pharmacol. Ther (St. 

Louis) 1996, 60 (6), 636-644]. 그러나, Ο-탈메틸화 트라마돌 대사 물질의 임상적인 용도에 관한 자료는 없다.

보다 최근에, 유럽 특허공보 제753,506호에는, Ο-탈메틸화를 통해 치환되고 1번 위치가 할로겐화되고/되거나 3-사

이클로헥실 치환된 신규한 트라마돌 유도체가 기재되어 있다.

트라마돌은 아편양작용제 효과(opioid agonist effect)를 갖는다. 그러나, 트라마돌을 사용한 임상 실험에 의하면, 이

러한 아편양작용제 효과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편양작용제의 몇 가지 전형적인 부작용{예: 호흡 억제증[참

조: W. Vogel et al., Arzneim. Forsch (Drug Res) 28 (Ⅰ), 183 (1978)], 변비[참조: I. Arend et al., Arzneim. For

sch (Drug Res) 28 (Ⅰ), 199 (1978)], 내성[참조: L. Flohe et al., Arzneim. Forsch (Drug Res) 28 (Ⅰ), 213 (197

8)] 및 중독 가증성[참조: T. Yenagita et al., Arzneim. Forsch (Drug Res) 28 (Ⅰ), 158 (1978)]}을 나타내지 않는

다. 트라마돌에 대한 특이적인 몇 가지 부작용[예: 안면 홍조(hot flush) 및 발한(sweating)]은 신속하게 정맥내(i.v.) 

주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트라마돌과 관련된 또 다른 단점은 이의 유효 기간이 짧다는 점이다[참조: T. Matthiesen, T. Wohrmann, T. P. Coo

gan, H. Uragg, 'The experimental toxicology of tramadol: an overview', Toxicology Letters 95, 63-71, (1998

)]. 미국 특허 제5,733,936호에는, 진통 활성 및 낮은 독성과 관련한 설명 부분에 있는 화학식의 6-디메틸아미노메틸

-1-페닐-사이클로헥산의 몇 가지 에스테르가 기재되어 있다. 당해 미국 특허 제5,733,936호의 목적은 6-디메틸아

미노메틸-1-페닐-사이클로헥산의 사이클로헥실의 5번 위치가 (청구의 범위의 R 2 및 R 3 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치환될 수 있는 유도체의 에스테르, 포스포네이트, 에테르, 페놀, 카보네이트, 카바메이트 등 및 이들의 탈하이드록실

화되고 염화되며 불화된 유사 화합물들을 수득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 특허 제5,733,936호에는 6-디메틸아미노메틸

-1-페닐-사이클로헥산의 몇 가지 에스테르가 언급되어 있지만, 당해 미국 특허 제5,733,936호의 어느 실시예에도 

Ο-탈메틸화 트라마돌의 에스테르가 언급되지 않았다. 이들 실시예 중의 어디에도 Ο-탈메틸화 트라마돌의 3급 OH 

특성을 갖는 화합물이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본원과 가장 유사한 실시예 13에는, 아세틸 살리실산과의 Ο-탈메틸화

트라마돌의 동족체의 에스테르가 기재되어 있으나 Ο-탈메틸화 트라마돌의 에스테르는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당

해 미국 특허 제5,733,936호에는, 1번 위치에 특징적인 하이드록실 그룹을 갖는 Ο-탈메틸화 트라마돌의 에스테르가

언급되지 않았다. 당해 미국 특허 제5,733,936호에는, Ο-탈메틸화 트라마돌의 에스테르에 대한 실시예가 기재되지 

않았다. 예시되는 세 가지의 다른 에스테르(실시예 14, 실시예 15, 실시예 16)도 3급 하이드록실 그룹이 결핍되어 있

다. 따라서, 안정성, 활성 및 부작용 데이타는 예견되지도 않았고 제안되지도 않았다. 본 발명에 따라, 화학식 Ⅰ의 화

합물에 의해 놀라운 효과가 달성되었다.

본 발명의 위에서 언급한 배경에 기초하여, 진통 활성이 트라마돌의 진통 활성과 유사하거나 이보다 높고 독성이 낮

으며 유효 기간이 긴 화합물이 여전히 요망된다.

발명에 대한 설명

본 발명은 Ο-탈메틸화 트라마돌의 신규한 에스테르 또는 이의 1,2-탈수화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

당해 화합물은 진통 활성이 트라마돌의 진통 활성보다 높고 독성이 낮으며 경구 투여시에 유효 기간이 긴 것으로 밝

혀졌다(도 1 참조).

특히, 본 발명은 화학식 Ⅰ의 화합물, 이의 염, 이의 광학 이성체 및 이의 제조방법을 언급하고 청구한다.

본 발명의 화합물은 다음 화학식 Ⅰ로 나타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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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Ⅰ

*는 비대칭 탄소원자의 가능성을 나타낸다.

R 1 은 [여기서, R 4 는 H 또는 C 1 -C 3 알킬이고, R 5 는 H, NH 2 , NH-R 11 또는 O-R 11

이며, R 6 은 H, CO-R 11 , O-R 11 또는 할로겐이고 R 7 은 H, C 1 -C 5 알킬, C 2 -C 5 O-알케닐 또는 페닐이거

나, R 6 과 R 7 은 치환될 수 있는 축합 방향족 환을 형성하는 -CH=CR 12 -CR 13 =CH-(여기서, R 12 및 R 13 은 

동일하거나 상이하며, H 또는 C 1 -C 3 O-알킬이다)이다], [여기서, R 8 은 OH, -O-CO-N(CH 3 ) 2

또는 NH-R 11 이다] 또는 [여기서, R 9 및 R 10 은 동일하거나 상이하며, H 또는 C 1 -C 4

알킬이거나, 함께 -CH 2 -CH 2 - 그룹을 형성하며, R 11 은 페닐이거나, 할로겐(Cl, Br, I), NO 2 , C 1 -C 6 알킬,

C 2 -C 6 알케닐, OH 및 NH 2 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1개 이상의 치환체로 치환될 수 있는 페닐이다]이

고,

R 2 는 OH이고, R 3 은 H이거나,

R 2 와 R 3 은 함께 이중결합을 형성한다.

R 1 이 A인 경우, 바람직하게는 R 4 는 메틸 또는 H이고, R 5 는 NH 2 , 2,5-디클로로페닐아미노 또는 H이며, R 6

은 치환된 CO-페닐 또는 H이고, R 7 은 이소부틸 또는 H이거나, R 6 과 R 7 은 치환된 축합 방향족 환을 형성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R 1 이 A인 경우, 생성물들은 다음과 같다:

- 3-(2-디메틸아미노메틸-1-하이드록시-사이클로헥실)-페닐 2-(4-이소부틸-페닐)-프로피오네이트,

- 3-(2-디메틸아미노메틸-1-하이드록시-사이클로헥실)-페닐 2-(6-메톡시-나프탈렌-2-일)-프로피오네이트,

- 3-(2-디메틸아미노메틸-사이클로헥스-1-에닐)-페닐 2-(4-이소부틸-페닐)-프로피오네이트 및

- 3-(2-디메틸아미노메틸-사이클로헥스-1-에닐)-페닐 2-(6-메톡시-나프탈렌-2-일)-프로피오네이트.

R 1 이 B인 경우, 바람직하게는 R 8 은 OH 또는 -O-CO-N(CH 3 ) 2 이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R 1 이 B인 경우, 생성물들은 다음과 같다:

- 3-(2-디메틸아미노메틸-1-하이드록시-사이클로헥실)-페닐 2-하이드록시벤조에이트,

- 3-(2-디메틸아미노메틸-사이클로헥스-1-에닐)-페닐 2-하이드록시벤조에이트,

- 3-(2-디메틸아미노메틸-1-하이드록시-사이클로헥실)-페닐 2-디메틸카바모일옥시-벤조에이트 및

- 3-(2-디메틸아미노메틸-사이클로헥스-1-에닐)-페닐 2-디메틸카바모일옥시-벤조에이트.

R 1 이 C인 경우, 바람직하게는 R 9 는 메틸 또는 H이거나, R 10 과 함께 -CH 2 -CH 2 - 그룹을 형성한다. 보다 바

람직하게는, R 1 이 C인 경우, 생성물은 다음과 같다:

- 3-(2-디메틸아미노메틸-1-하이드록시-사이클로헥실)-페닐 5-벤조일-2,3-디하이드로-1H-피롤리진-1-카복실

레이트.

본 발명의 방법에 대한 설명

화학식 Ⅱ의 화합물을 화학식 Ⅲ의 상응하는 산 또는 산 유도체와 반응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본 

발명의 화학식 Ⅰ의 화합물을 제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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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식 1

화학식 I

화학식 Ⅱ

화학식 Ⅲ

위의 화학식 I, 화학식 Ⅱ 및 화학식 Ⅲ에서,

R 1 , R 2 및 R 3 은 위에서 정의한 바와 같고,

X는 OH, 할로겐, , O-R 14 (여기서, R 14 는 C 1-6 알킬, 치환되거나 치환되지 않은 페닐이다) 또는 -CO-

R 15 (여기서, R 15 는 알킬, 하나 이상의 치환체로 치환될 수 있는 페닐 환, 또는 하나 이상의 치환체로 치환될 수 있

는 헤테로사이클릭 환이다)이다.

바람직하게는, L은 OH 또는 할로겐이다.

바람직하게는 디클로로메탄, 테트라하이드로푸란 등의 불활성 용매 속에서 -20 내지 120℃, 바람직하게는 0 내지 3

5℃의 온도 범위에서, 바람직하게는 카보닐디이미다졸, 디사이클로헥실카보-디이미드 등의 축합 촉진제의 존재하에 

반응을 수행한다.

문헌[참조: 네덜란드 특허 제6,610,022호 또는 Flick et al., Arzneim. Forsch/Drug Res. (1978), 28 (Ⅰ), 107-113

]에 기재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화학식 Ⅱ의 화합물을 수득한다.

약리학적 방법에 대한 설명

진통 활성 시험

본 발명의 생성물의 약리학적 활성을 몇몇 실험 모델들의 생체내에서 시험하며, 진통 활성 시험은 동물들의 진통을 

평가하는 것으로 공지되어 있다.

(a) 가열판법(hot plate method)

사용하고자 하는 방법은 에디 엔. 비.(Eddy N. B.)와 라임바흐 디.(Leimbach D.)[참조: J. Pharm. Exp. Ther. 107; 3

85-393, 1953]가 설명한다. 당해 생성물의 진통 효과는 55±1℃의 고온 표면에서 동물들의 거동을 분석하여 평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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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중이 20 내지 25g인 스위스산 수컷 생쥐를 사용한다. 시험을 시작하기 각각 1시간 전과 30분 전에 시험하고자 하

는 화합물을 경구 투여하거나 복강내 투여한다.

당해 방법은, 가열판 위에 동물들을 위치시키는 단계와 이들을 플렉시글라스 실린더(Plexiglas cylinder)의 25cm 높

이와 21cm 높이에 유지시키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동물들이 고온 표면에서 점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다. 점

프하는 데 10초 이상 걸리는 동물들이 치료받는 그룹에 포함되지 않도록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동물들을 선택한다.

시험하고자 하는 생성물을 투여한지 30분 후, 시험을 반복하고, 동물들이 점프하는 데 걸리는 최대 시간을 다시 기록

한다. 60초 후에 점프하지 않은 동물들을 가열판으로부터 제거하여 가능한 손상을 방지하고, 100%의 보호율로서 기

록한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점프 시간 증가율(%)로서 나타낸다:

수학식 1

경구 투여한 생성물의 진통 효과 지속 기간을 측정하기 위해, 당해 생성물과 단지 부형제만을 사용하여 치료받은 대

조군을 투여한지 1, 3, 6, 8 및 24시간 후에 가열판 위에서 진통 활성을 평가한다. 생성물을 투여하기 30분 전과 5분 

전에 기본 반응을 평가한다.

(b) 생성물에서의 DL50의 측정

(EUDRA/S/87/011, Single Dose Toxicity, European Directive 75/318/EEC)(ICH S4, Toxicity Studies, single 

dose and repeated dose, CPMP vol. Ⅲ Feb. 87, Single dose toxicity)

체중이 20 내지 25g인 동일 배치의 스위스산 수컷 생쥐를 사용하여 생성물들의 급성 독성을 평가한다.

생성물들을 투여하기 전에, 식품은 섭취하지 않으나 물은 접근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동물들을 12시간 동안 단식시킨

다. 10마리의 동물들 중의 몇몇 아군을 무작위로 선택하고, 단일 투여시에 생성물의 용량을 증가시키면서 경구 투여

한 다음, 물과 식품에의 접근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14일의 기간 동안 유지시켜 관찰한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아군의 

죽은 동물들의 수를 정량하고, DL50 값을 계산한다(1-2).

도면에 대한 설명

도 1은 시간 측면에서 생쥐를 사용하여 가열판 시험에서의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성물을 투여한 후에 경과

한 시간(h)에 대한 반응 시간 증가율(%)로서 나타내었다. 트라마돌에 대한 결과는 회색으로, 실시예 6의 화학식 Ⅰ의 

화합물에 대한 결과는 줄무늬로, 실시예 1의 화학식 I의 화합물에 대한 결과는 검은색으로 나타냈다.

실험편

1.1. 합성예

실시예 1

3-(2-디메틸아미노메틸-1-하이드록시-사이클로헥실)-페닐 2-(4-이소부틸-페닐)-프로피오네이트의 합성

카보닐디이미다졸 0.76g(4.8mmol)을 무수 THF 60㎖ 중의 (±)-이부프로펜 1g(4.8mmol)에 가한다. 반응물을 실온

에서 2시간 동안 유지시킨 후, 광유 중의 수산화나트륨 0.1g(2.5mmol)으로 예비처리한 (RR,SS)-3-(2-디메틸아미노

메틸-1-하이드록시-사이클로헥실)-페놀 0.59g(2.4mmol)의 60% 용액을 가한다.

반응물을 실온에서 16시간 동안 정치시킨다. 이를 무수 상태로 되도록 농축시키고, 잔사를 디클로로메탄 100㎖로 처

리한 다음, NaOH 1N 50㎖로 2회 세척하고, H 2 O 100㎖로 세척한다.

유기상을 건조시키고, 농축시킨 다음, 잔사를 실리카 겔로 크로마토그라피한다. CH 2 Cl 2 /EtOH(98/2 내지 96/4)

로 용출시켜 순수한 생성물을 무색 오일로서 0.65g(62%) 수득한다.
1 H-NMR (CDCl 3 ): 0.90 (d, 6H); 1.20-2.20 [m, 1.6 (d, 3H) 및 2.05 (s, 6H)를 포함하여 21H]; 2.32-2.44 (d.d,

1H); 2.47 (d, 2H); 3.92 (c, 1H); 6.78-6.86 (m, 1H); 7.12 (d, 2H); 7.18 (s.a., 1H); 7.22-7.34 (m, 4H).

실시예 2

3-(2-디메틸아미노메틸-1-하이드록시-사이클로헥실)-페닐 2-(6-메톡시-나프탈렌-2-일)-프로피오네이트의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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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에서 언급한 공정을 수행하되 (±)-이부프로펜을 (+)-6-메톡시-α-메틸-2-나프틸아세트산(나프록센)으로

대체하여 표제 생성물을 오일로서 40%의 수 율로 수득한다.
1 H-NMR (CDCl 3 ): 1.20-2.20 [m, 1.67 (d, 3H) 및 2.06 (s, 6H)를 포함하여 20H]; 2.35 (dd, 1H); 3.91 (s, 3H);

4.09 (c, 1H); 6.75-6.85 (m, 1H); 7.00 (s.a., 1H); 7.15-7.35 (m, 4H); 7.50 (d.d, 1H); 7.70-7.80 (m, 3H).

실시예 3

3-(2-디메틸아미노메틸-1-하이드록시-사이클로헥실)-페닐 5-벤조일-2,3-디하이드로-1H-피롤리진-1-카복실레

이트의 합성

실시예 1에서 언급한 공정을 수행하되 (±)-이부프로펜을 (±) 케토롤락 (5-벤조일-1,2-디하이드로-1H-피롤리진-

1-카복실산)으로 대체하여 표제 생성물을 오일로서 수득한다.
1 H-NMR (CDCl 3 ): 1.20-2.20 (m, 17H); 2.40 (d.d, 1H); 2.80-3.10 (m, 2H); 4.28-4.72 (m, 3H); 6.26 (d, 1H);

6.87 (d, 1H); 6.90-6.98 (m, 1H); 7.30-7.60 (m, 6H); 7.78-7.88 (m, 2H)

실시예 4

3-(2-디메틸아미노메틸-사이클로헥스-1-에닐)-페닐 2-(4-이소부틸-페닐)-프로피오네이트의 합성

실시예 1에서 언급한 공정을 수행하되 (RR,SS)-3-(2-디메틸아미노메틸-1-하이드록시-사이클로헥실)-페놀을 3-(

2-디메틸아미노메틸-1-사이클로헥스-1-에닐)-페놀로 대체하여 표제 생성물을 오일로서 수득한다.
1 H-NMR (CDCl 3 ): 0.90 (d, 6H); 1.60 (d, 3H); 1.62-1.98 (m, 4H); 2.02 (s, 6H); 2.10-2.25 (m, 4H); 2.45 (d, 

2H); 2.70 (s.a., 2H); 3.92 (c, 1H); 6.70 (d, 1H); 6.82-6.90 (m, 2H); 7.12 (d, 2H); 7.20-7.32 (m, 3H).

실시예 5

3-(2-디메틸아미노메틸-사이클로헥스-1-에닐)-페닐 2-(6-메톡시-나프탈렌-2- 일)-프로피오네이트의 합성

실시예 1에서 언급한 공정을 수행하되 (±)-이부프로펜을 (+)-6-메톡시-α-메틸-2-나프탈렌아세트산(나프록센)

으로 대체하고 (RR,SS)-3-(2-디메틸아미노메틸-1-하이드록시-사이클로헥실)-페놀을 3-(2-디메틸아미노메틸-사

이클로헥스-1-에닐)-페놀로 대체하여 표제 생성물을 오일로서 수득한다.
1 H-NMR (CDCl 3 ): 1.60-1.76 (m, 4H); 1.68 (d, 3H); 2.02 (s, 6H); 2.10-2.24 (m, 4H); 2.66 (s, 2H); 3.92 (s, 

3H); 4.09 (c, 1H); 6.70 (d, 1H); 2.82-2.92 (m, 2H); 7.12-7.28 (m, 3H); 7.50 (dd, 1H); 7.70-7.78 (m, 3H).

실시예 6

3-(2-디메틸아미노메틸-1-하이드록시-사이클로헥실)-페닐 (RR-SS)-2-하이드록시벤조에이트의 합성

CH 2 Cl 2 50㎖ 중의 피리딘 2.6g(32.5mmol)과 (RR-SS)-3-(2-디메틸아미노메틸-1-하이드록시사이클로헥실)-

페놀 7.3g(29.3mmol)과의 용액에 CH 2 Cl 2 50㎖ 중의 아세틸살리실로일 클로라이드 용액 5.8g(29.3mmol)을 0℃

에서 적가한다. 혼합물을 0℃에서 10시간 동안 유지시키고, 메탄올 100㎖와 HCl 1N 100㎖를 가한 다음, 25℃에서 4

일 동안 유지시킨다. 메탄올을 증발시키고 Na 2 CO 3 를 사용하여 pH가 8.5로 되도록 염기성화한 후, EtOAc로 (3 x

50㎖) 추출한다. 합한 유기 추출물을 (MgSO 4 로) 건조시키고, 증발시킨 다음, 잔사를 CH 2 Cl 2 /MeOH/NH 4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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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30:3)로 용출시킴으로써 실리카 겔 크로마토그라피로 정제하여 표제 화합물을 황색 오일로서 1.7g(16%) 수득

한다.
1 H-NMR (CDCl 3 ): 2.11 (s, 6H)를 포함하여 1.20-2.25 (m, 16H); 2.45 (dd, 1H); 6.90-7.15 (m, 3H); 7.30-7.4

8 (m, 3H); 7.48-7.62 (m, 1H); 8.08 (dd, 1H); 10.55 (s, 1H, D 2 O로 교체).  실시예 7

3-(2-디메틸아미노메틸-사이클로헥스-1-에닐)-페닐 2-하이드록시벤조에이트의 합성

3-(2-디메틸아미노메틸-사이클로헥스-1-에닐)-페놀로부터 출발하고 실시예 6에서 언급한 공정을 수행하여 표제 

화합물을 황색 오일로서 수득한다.
1 H-NMR (CDCl 3 ): 1.60-1.80 (m, 4H); 2.10 (s, 6H); 2.15-2.35 (m, 4H); 2.75 (s, 2H); 6.90-7.10 (m, 5H); 7.

40 (t, 1H); 7.55 (t, 1H); 8.10 (d, 1H); 10.50 (sa, 1H, D 2 O로 교체).

실시예 8

3-(2-디메틸아미노메틸-1-하이드록시-사이클로헥실)-페닐 (RR-SS)-2-디메틸카바모일옥시-벤조에이트의 합성

CH 2 Cl 2 25㎖ 중의 2-디메틸카바모일옥시벤조일 클로라이드 용액 1.82g(8.0nmol)을 CH 2 Cl 2 50㎖ 중의 피리

딘 0.73g(9.2nmol)과 (RR-SS)-3-(2-디메틸아미노메틸-1-하이드록시사이클로헥실)-페놀 1.9g(7.7nmol)과의 용

액에 0℃에서 적가한다. 혼합물을 0℃에서 10시간 동안 유지시키고, 냉수를 부은 다음, 상을 분리시키고, 수성상을 C

H 2 Cl 2 100㎖로 추출한다. 유기상을 (MgSO 4 로) 건조시키고, 증발시킨다. 잔사를 CH 2 Cl 2 /아세톤(80:20)으

로 용출시킴으로써 실리카 겔로 크로마토그라피하여 표제 화합물을 오렌지색 오일로서 570mg(48%) 수득한다.
1 H-NMR (CDCl 3 ): 1.30-1.90 (m, 9H); 2.05 (m, 1H); 2.10 (s, 6H); 2.45 (dd, 1H); 2.95 (s, 3H); 3.05 (s, 3H); 

7.00-7.10 (m, 1H); 7.20 (d, 1H); 7.30-7.40 (m, 4H); 7.60 (t, 1H); 8.15 (d, 1H).

실시예 9

3-(2-디메틸아미노메틸-사이클로헥스-1-에닐)-페닐 2-디메틸카바모일옥시-벤조에이트의 합성

3-(2-디메틸아미노메틸-사이클로헥스-1-에닐)-페놀 925mg(4.0mmol)으로부터 출발하고 실시예 8에서 언급한 공

정을 수행하여 표제 화합물을 황색 오일로서 190mg(32%) 수득한다.
1 H-NMR (CDCl 3 ): 1.70 (m, 4H); 2.07 (s, 6H); 2.10-2.30 (m, 4H); 2.75 (s, 2H); 2.95 (s, 3H); 3.10 (s, 2H); 6

.90 (s, 1H); 6.95 (d, 1H); 7.05 (d, 1H); 7.20 (d, 1H); 7.30-7.45 (m, 2h); 7.65 (t, 1H); 8.20 (d, 1H).

약리학적 결과에 대한 실시예

표 1은 아래에 몇 가지의 예시적인 본 발명의 생성물과 트라마돌에 대한 약리학적 활성 결과를 나타낸다. 결과는 가

열판 시험에서의 반응 시간 증가율(%)로서 나타내었다.

표 2는 예시적인 본 발명의 생성물과 트라마돌에 대한 급성 독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 발명의 생성물의 낮은 독

성이 관찰될 수 있다.

가열판에서의 생쥐에 대한 본 발명 생성물에 의한 진통 활성

[표 1]

생성물(15mg/kg, 복강내 투여) 반응 시간 증가율(%)(n = 20)

트라마돌 218±98

실시예 1 568±100



등록특허  10-0453613

- 9 -

실시예 2 539±50

실시예 3 416±146

실시예 4 333±134

실시예 5 356±151

실시예 6 546±63

실시예 7 634±42

실시예 8 327±65

실시예 9 465±13

[표 2]

생성물

(20μmol/kg, 경구 투여)

가열판에서의 반응 시간

증가율(%)(n = 20-40)

DL50 근사치(mg/kg)

경구 투여

트라마돌 87±23 350

실시예 6 248±72 550

실시예 1 210±88 900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화학식 Ⅰ의 화합물, 이의 염 및 이의 광학 이성체.

화학식 Ⅰ

위의 화학식 I에서,

R 1 은 [여기서, R 4 는 H 또는 C 1 -C 3 알킬이고, R 5 는 H, NH 2 , NH-R 11 또는 O-R 11

이며, R 6 은 H, CO-R 11 , O-R 11 또는 할로겐이고 R 7 은 H, C 1 -C 5 알킬, C 2 -C 5 O-알케닐 또는 페닐이거

나, R 6 과 R 7 은 치환될 수 있는 축합 방향족 환을 형성하는 -CH=CR 12 -CR 13 =CH-(여기서, R 12 및 R 13 은 

동일하거나 상이하며, H 또는 C 1 -C 3 O-알킬이다)이다], [여기서, R 8 은 OH, -O-CO-N(CH 3 ) 2

또는 NH-R 11 이다] 또는 [여기서, R 9 및 R 10 은 동일하거나 상이하며, H 또는 C 1 -C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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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킬이거나, 함께 -CH 2 -CH 2 - 그룹을 형성하며, R 11 은 페닐이거나, Cl, Br, I, NO 2 , C 1 -C 6 알킬, C 2 -C 

6 알케닐, OH 및 NH 2 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1개 이상의 치환체로 치환될 수 있는 페닐이다]이고,

R 2 는 OH이고, R 3 은 H이거나,

R 2 와 R 3 은 함께 이중결합을 형성한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R 1 이 A이고, R 4 가 메틸 또는 H이며, R 5 가 NH 2 , 2,5-디클로로페닐아미노 또는 H이고, R 6

이 치환된 CO-페닐 또는 H이고, R 7 이 이소부틸 또는 H이거나, R 6 과 R 7 이 치환된 축합 방향족 환을 형성하는 

화학식 Ⅰ의 화합물.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R 1 이 B이고 R 8 이 OH 또는 -O-CO-N(CH 3 ) 2 인 화학식 Ⅰ의 화합물.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R 1 이 C이고, R 9 가 메틸 또는 H이거나, R 9 가 R 10 과 함께 -CH 2 -CH 2 - 결합을 형성하며, 

R 11 이 페닐 또는 톨릴인 화학식 Ⅰ의 화합물.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3-(2-디메틸아미노메틸-1-하이드록시-사이클로헥실)-페닐 2-(4-이소부틸-페닐)-프로피오네이트,

3-(2-디메틸아미노메틸-1-하이드록시-사이클로헥실)-페닐 2-(6-메톡시-나프탈렌-2-일)-프로피오네이트,

3-(2-디메틸아미노메틸-사이클로헥스-1-에닐)-페닐 2-(4-이소부틸-페닐)-프로피오네이트 및

3-(2-디메틸아미노메틸-사이클로헥스-1-에닐)-페닐 2-(6-메톡시-나프탈렌-2-일)-프로피오네이트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화학식 Ⅰ의 화합물.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3-(2-디메틸아미노메틸-1-하이드록시-사이클로헥실)-페닐 2-하이드록시벤조에이트,

3-(2-디메틸아미노메틸-사이클로헥스-1-에닐)-페닐 2-하이드록시벤조에이트,

3-(2-디메틸아미노메틸-1-하이드록시-사이클로헥실)-페닐 2-디메틸카바모일옥시-벤조에이트 및

3-(2-디메틸아미노메틸-사이클로헥스-1-에닐)-페닐 2-디메틸카바모일옥시-벤조에이트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화학식 Ⅰ의 화합물.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3-(2-디메틸아미노메틸-1-하이드록시-사이클로헥실)-페닐 5-벤조일-2,3-디하이드로-1H-피롤

리진-1-카복실레이트인 화학식 Ⅰ의 화합물.

청구항 8.
화학식 Ⅱ의 화합물을 불활성 용매 속에서 -20 내지 120℃의 온도 범위에서 축합 촉진제의 존재 또는 부재하에 화학

식 Ⅲ의 화합물과 반응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제1항에서 청구한 바와 같은 화학식 Ⅰ의 화합물의 제조방법.

화학식 Ⅱ

화학식 Ⅲ

위의 화학식 Ⅱ 및 화학식 Ⅲ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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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1 은 [여기서, R 4 는 H 또는 C 1 -C 3 알킬이고, R 5 는 H, NH 2 , NH-R 11 또는 O-R 11

이며, R 6 은 H, CO-R 11 , O-R 11 또는 할로겐이고 R 7 은 H, C 1 -C 5 알킬, C 2 -C 5 O-알케닐 또는 페닐이거

나, R 6 과 R 7 은 치환될 수 있는 축합 방향족 환을 형성하는 -CH=CR 12 -CR 13 =CH-(여기서, R 12 및 R 13 은 

동일하거나 상이하며, H 또는 C 1 -C 3 O-알킬이다)이다], [여기서, R 8 은 OH, -O-CO-N(CH 3 ) 2

또는 NH-R 11 이다] 또는 [여기서, R 9 및 R 10 은 동일하거나 상이하며, H 또는 C 1 -C 4

알킬이거나, 함께 -CH 2 -CH 2 - 그룹을 형성하며, R 11 은 페닐이거나, Cl, Br, I, NO 2 , C 1 -C 6 알킬, C 2 -C 

6 알케닐, OH 및 NH 2 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1개 이상의 치환체로 치환될 수 있는 페닐이다]이고,

R 2 는 OH이고, R 3 은 H이거나,

R 2 와 R 3 은 함께 이중결합을 형성하고,

X는 OH, 할로겐, , O-R 14 (여기서, R 14 는 C 1-6 알킬, 치환되거나 치환되지 않은 페닐이다) 또는 -CO-

R 15 (여기서, R 15 는 알킬, 하나 이상의 치환체로 치환될 수 있는 페닐 환, 또는 하나 이상의 치환체로 치환될 수 있

는 헤테로사이클릭 환이다)이다.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불활성 용매가 디클로로메탄 또는 테트라하이드로푸란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축합 촉진제가 카보닐디이미다졸 또는 디사이클로헥실카보-디이미드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온도 범위가 0 내지 35℃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항 내지 제7항 중의 어느 한 항에서 청구한 바와 같은 화학식 Ⅰ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통증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

물.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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