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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사람 CRF1 수용체에서 매우 선택적인 부분적인 작용제 또는 길항제로서, 우울증, 두통 및 불안
감 뿐만 아니라 후-외상성 스트레스와 같은 스트레스 관련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에 유용한 하기 
화학식(1)의 화합물에 관한 것이다: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CRF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신규한 치환된 데아자푸린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  더욱 구
체적으로, 본 발명은 피롤로[3,2-d]피리미딘-4-아민, 피롤로[3,2-b]피리딘-4-아민 및 피롤로[3,2-b]피리
딘-4-아민, 및 여러 질병의 치료에서 코르티코트로핀-방출 인자(Corticotropin-Releasing Factor)의 길항
제로서의 그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코르티코트로핀-방출 인자(CRF) 길항제는 각각의 펩티드 및 피라졸린 유도체와 관련하여 미합중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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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05,642호 및 제 5,063,245 호에 언급되어 있다.  CRF 길항제의 중요성은 예를 들어, 본원에서 참고
문헌으로 인용된 미합중국 특허 제 5,063,245호에 기술되어 있다.  CRF 길항제는 스트레스성 우울증, 불
안감 및 두통과 같은 스트레스 관련 질환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질병의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CRF  길항제로  치료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타  질병은  미합중국  특허  제  5,063,245  및  문헌[Pharm. 
Rev., 43: 425-473(1991)]에 기술되어 있다.

국제 출원 WO 9413676 A1 호는 코르티코트로핀-방출 인자 길항제 활성을 갖는 것으로서 피롤로[2,3-d]피
리미딘이 기술되어 있다.  문헌[J. Het. Chem. 9, 1077(1972)]에는 9-페닐-피롤로[3,2-d]피리미딘의 합성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CRF 수용체와 상호작용하는 하기 화학식(1)의 신규한 화합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하기 화학식(1)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약제학적 조성물을 제공한다.  또한, 우울증, 두통 및 불
안감 뿐만 아니라 후-외상성 스트레스 질병(PTSD)과 같은 스트레스 관련 질환의 치료에 상기 화합물을 사
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양태는 광범위하게 하기 화학식(1)의 화합물에 관한 것
이다:

화학식 1

상기 식에서,

Ar 은 페닐이고, 이 페닐기는 할로겐, 히드록시, 저급 알킬 또는 저급 알콕시로 일-, 이- 또는 삼치환되
고, 단, 페닐기의 오르토 위치중 하나 이상이 치환되거나,

Ar  은  2-,  3-  또는  4-피리딜,  2-  또는  3-티에닐,  4-  또는  5-피리미딜이며,  이들은  각각  할로겐, 
히드록시, 저급 알킬, 또는 저급 알콕시로 일-, 이- 또는 삼치환되고, 단, Ar 치환체의 오르토 위치중 하
나 이상이 치환되고;

X 는 CH 또는 질소이고;

R1 은 저급 알킬이고;

R2 는 수소, 할로겐, 저급 알킬 , 저급 알콕시 또는 티오알콕시이거나;

R1 및 R2 는 함께 -(CH2)n-A-(CH2)m-를 형성하고, 여기에서, n은 2, 3 또는 4이고, A 는 메틸렌, 산소, 황 

또는 NR6(R6은 저급 알킬)이고, m은 0, 1 또는 2이고;

R3 및 R4 는 동일하거나 상이하고, 수소 또는 저급 알킬; 할로겐, 히드록시, 저급 알킬, 또는 저급 알콕시

에 의해 임의로 일- 또는 이치환 페닐, 2-, 3- 또는 4-피리딜, 2- 또는 3-티에닐, 또는 2-, 4- 또는 5-피
리딜; 페닐 저급 알킬, 2-, 3- 또는 4-피리딜 저급 알킬, 2- 또는 3-티에닐 저급 알킬 또는 2-, 4- 또는 
5-피리미딜 저급 알킬; 3 내지 8개의 탄소원자를 갖는 시클로알킬 또는 시클로알킬 부분이 3 내지 8 개의 
탄소원자를 갖는 시클로알킬 저급 알킬; 치환되지 않거나 저급 알킬로 임의로 일- 또는 이치환된 2-히드
록시에틸 또는 3-히드록시프로필이며, 단, R3 및 R4 는 둘다 수소는 아니거나;

R3 및 R4 는 함께 -(CH2)n-A-(CH2)m-를 형성하고, 여기에서, n은 2 또는 3이고, A 는 메틸렌, 1,2 페닐렌, 

산소, 황 또는 NR6(R6은 저급 알킬, 페닐, 2-, 3- 또는 4-피리딜, 2- 또는 3-티에닐 또는 2-, 4- 또는 5-

피리미딜, 페닐 저급 알킬, 2-, 3- 또는 4-피리딜 저급 알킬, 2- 또는 3-티에닐 저급 알킬, 또는 2-, 4- 
또는 5-피리미딜 저급 알킬)이고, m은 1, 2 또는 3이고;

R5 는 수소, 할로겐, 저급 알킬, 저급 알콕시 또는 티오알콕시이다.

상기 화합물, 즉, 치환된 데아자푸린 유도체는 CRF 수용체에서 매우 높은 선택성을 갖는 부분적인 작용제 
또는 길항제이며, 우울증 및 불안감 뿐만 아니라 후-외상성 스트레스 질병(PTSD)과 같은 스트레스 관련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유용하다.

따라서, 본 발명은 화학식(1)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포함하는 화합물 및 코르티코트로핀-방출 
인자와 관련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약제학적 조성물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본 발
명의 화합물과 CRF 수용체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동물 모델을 포함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상호작용은 상기 화합물의 약리적 활성을 유발시킨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원에서, 온도는 모두 섭씨로 표기될 것이다.  양, 비, 농도, 비율등은 부피 단위인 용매의 비를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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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다르게 언급되지 않는 한, 중량 단위로 표기될 것이다.

상기 기술된 화학식(1)의 화합물 이외에, 본 발명은 하기 화학식(1a)의 화합물을 포함한다:

화학식 1a

상기 식에서, 

Ar 은 페닐, 2-, 3- 또는 4-피리딜, 2- 또는 3-티에닐, 4- 또는 5-피리미딜이고, 이들은 각각 할로겐, 히
드록시, 저급 알킬, 또는 저급 알콕시로 일-, 이- 또는 삼치환되고, 단, Ar 치환체의 오르토 위치중 하나 
이상이 치환되고;

X 는 CH 또는 질소이고;

R1 은 저급 알킬이고;

R2 는 수소, 할로겐, 저급 알킬, 저급 알콕시 또는 티오알콕시이거나;

R1 및 R2 는 함께 -(CH2)n-A-(CH2)m-를 형성하고, 여기에서, n은 2, 3 또는 4이고, A 는 메틸렌, 산소, 황 

또는 NR6(R6은 저급 알킬)이고, m은 0, 1 또는 2이고;

R3 및 R4 는 동일하거나 상이하고, 수소 또는 저급 알킬; 각각 할로겐, 히드록시, 저급 알킬, 또는 저급 

알콕시에 의해 일- 또는 이치환된 페닐, 2-, 3- 또는 4-피리딜, 2- 또는 3-티에닐, 2-, 4- 또는 5-피리미
딜; 페닐 저급 알킬, 2-, 3- 또는 4-피리딜 저급 알킬, 2- 또는 3-티에닐 저급 알킬 또는 2-, 4- 또는 5-
피리미딜 저급 알킬; 3 내지 8개의 탄소원자를 갖는 시클로알킬 또는 시클로알킬 부분이 3 내지 8 개의 
탄소원자를 갖는 시클로알킬 저급 알킬; 치환되지 않거나 저급 알킬로 임의로 일- 또는 이치환된 2-히드
록시에틸 또는 3-히드록시프로필이며, 단, R3 및 R4 는 둘다 수소는 아니거나;

R3 및 R4 는 함께 -(CH2)n-A-(CH2)m-를 형성하고, 여기에서, n은 2 또는 3이고, A 는 메틸렌, 1,2 페닐렌, 

산소, 황 또는 NR6(R6은 저급 알킬, 페닐, 2-, 3- 또는 4-피리딜, 2- 또는 3-티에닐 또는 2-, 4- 또는 5-

피리미딜, 페닐 저급 알킬, 2-, 3- 또는 4-피리딜 저급 알킬, 2- 또는 3-티에닐 저급 알킬 또는 2-, 4- 
또는 5-피리미딜 저급 알킬)이고, m은 1, 2 또는 3이고;

R5 는 수소, 할로겐, 저급 알킬, 저급 알콕시 또는 티오알콕시이다.

본 발명의 화합물에서, 바람직한 NR3R4 기에는

이 포함된다.

화학식(1)의 바람직한 화합물은 R1 이 메틸, 에틸, 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이고, R2 가 저급 알킬, 할로겐 

또는 티오 저급 알킬이고, R5 가 저급 알킬 또는 할로겐이고, R7, R8 및 R9 가 메틸, 에틸, 프로필 또는 이

소프로필인 화합물이다.

본 발명은 하기 화학식(2)의 화합물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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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2

상기 식에서,

R4 는 수소 또는 저급 알킬이고;

R1, R7, R8 및 R9 는 저급 알킬이고;

R3 는 저급 알킬 또는 시클로알킬 저급 알킬이다.

화학식(2)의 바람직한 화합물은 R1 이 메틸, 에틸, 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이고, R7, R8 및 R9 이 메틸, 에

틸, 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인 화합물이다.  화학식(2)의 특히 바람직한 화합물은 R1 이 메틸이고, R7, R8 

및 R9 이 메틸인 화합물이다.

본 발명은 하기 화학식(3)의 화합물을 제공한다:

화학식 3

상기 식에서,

R4 는 수소 또는 저급 알킬이고;

R1, R7, R8 및 R9 는 저급 알킬이고;

R3 는 저급 알킬 또는 시클로알킬 저급 알킬이고;

R5 는 저급 알킬, 할로겐 또는 티오 저급 알킬이다.

화학식(3)의 바람직한 화합물은 R1 이 메틸, 에틸, 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이고, R5 가 할로겐 또는 티오 

저급 알킬이고, R7, R8 및 R9 이 메틸, 에틸, 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인 화합물이다.  화학식(3)의 특히 

바람직한 화합물은 R1 이 메틸이고, R5 가 할로겐, 티오메틸이고, R7, R8 및 R9 이 메틸, 에틸, 프로필 또

는 이소프로필인 화합물이다.

본 발명은 하기 화학식(4)의 화합물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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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4

상기 식에서,

R4 는 수소 또는 저급 알킬이고;

R1, R7, R8 및 R9 는 저급 알킬이고;

R3 는 저급 알킬 또는 시클로알킬 저급 알킬이고;

R5 는 저급 알킬, 할로겐 또는 티오 저급 알킬이다.

화학식(4)의 바람직한 화합물은 R1 이 메틸, 에틸, 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이고, R5 가 할로겐 또는 티오 

저급 알킬이고, R7, R8 및 R9 이 메틸, 에틸, 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인 화합물이다.  화학식(4)의 특히 

바람직한 화합물은 R1 이 메틸이고, R5 가 할로겐, 티오메틸이고, R7, R8 및 R9 이 메틸, 에틸, 프로필 또

는 이소프로필인 화합물이다.

본 발명은 하기 화학식(5)의 화합물을 제공한다:

화학식 5

상기 식에서,

R4 는 수소 또는 저급 알킬이고;

R1, R7, R8 및 R9 는 저급 알킬이고;

R3 는 저급 알킬 또는 시클로알킬 저급 알킬이다.

화학식(5)의 바람직한 화합물은 R1 이 메틸, 에틸, 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이고, R7, R8 및 R9 이 메틸, 에

틸, 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인 화합물이다.  화학식(5)의 특히 바람직한 화합물은 R1 이 메틸이고, R7, R8 

및 R9 이 메틸인 화합물이다.

본 발명은 하기 화학식(6)의 화합물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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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6

상기 식에서,

R4 는 수소 또는 저급 알킬이고;

R1, R7, R8 및 R9 는 저급 알킬이고;

R3 는 저급 알킬 또는 시클로알킬 저급 알킬이고;

R5 는 저급 알킬, 할로겐 또는 티오 저급 알킬이다.

화학식(6)의 바람직한 화합물은 R1 이 메틸, 에틸, 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이고, R5 가 할로겐 또는 티오 

저급 알킬이고, R7, R8 및 R9 이 메틸, 에틸, 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인 화합물이다.  화학식(6)의 특히 

바람직한 화합물은 R1 이 메틸이고, R5 가 할로겐, 티오메틸이고, R7, R8 및 R9 이 메틸, 에틸, 프로필 또

는 이소프로필인 화합물이다.

본 발명은 하기 화학식(7)의 화합물을 제공한다:

화학식 7

상기 식에서,

R4 는 수소 또는 저급 알킬이고;

R1, R7, R8 및 R9 는 저급 알킬이고;

R3 는 저급 알킬 또는 시클로알킬 저급 알킬이고;

R5 는 저급 알킬, 할로겐 또는 티오 저급 알킬이다.

화학식(7)의 바람직한 화합물은 R1 이 메틸, 에틸, 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이고, R5 가 할로겐 또는 티오 

저급 알킬이고, R7, R8 및 R9 이 메틸, 에틸, 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인 화합물이다.  화학식(7)의 특히 

바람직한 화합물은 R1 이 메틸이고, R5 가 할로겐, 티오메틸이고, R7, R8 및 R9 이 메틸, 에틸, 프로필 또

는 이소프로필인 화합물이다.

각각의 화학식(2) 내지 (7)에서, NR3R4 가 임의로 -(CH2)n-A-(CH2)m(여기에서, m, n 및 A 는 상기 화학식

(1)에서 정의된 바와 동일하다)을 나타낸다.

또한, 본 발명은 하기 화학식(8)의 화합물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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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8

상기 식에서,

Ar 은 페닐, 2-, 3- 또는 4-피리딜, 2- 또는 3-티에닐, 4- 또는 5-피리미딜이며, 이들은 각각 할로겐, 히
드록시, 저급 알킬 또는 저급 알콕시로 일-, 이- 또는 삼치환되고, 단, Ar 치환체의 오르토 위치중 하나 
이상이 치환되고;

X 는 CH 또는 질소이고;

R1 은 저급 알킬이고;

R2 는 수소, 할로겐, 저급 알킬, 저급 알콕시 또는 티오알콕시이거나;

R3 및 R4 는 동일하거나 상이하고, 수소 또는 저급 알킬; 할로겐, 히드록시, 저급 알킬, 또는 저급 알콕시

에 의해 일- 또는 이치환된 페닐, 2-, 3- 또는 4-피리딜, 2- 또는 3-티에닐, 또는 2-, 4- 또는 5-피리미
딜; 페닐 저급 알킬, 2-, 3- 또는 4-피리딜 저급 알킬, 2- 또는 3-티에닐 저급 알킬 또는 2-, 4- 또는 5-
피리미딜 저급 알킬; 3 내지 8개의 탄소원자를 갖는 시클로알킬 또는 시클로알킬 부분이 3 내지 8 개의 
탄소원자를 갖는 시클로알킬 저급 알킬; 치환되지 않거나 저급 알킬로 임의로 일- 또는 이치환된 2-히드
록시에틸 또는 3-히드록시프로필이며, 단, R3 및 R4 는 둘다 수소는 아니거나;

R3 및 R4 는 함께 -(CH2)n-A-(CH2)m-를 형성하고, 여기에서, n은 2 또는 3이고, A 는 메틸렌, 1,2 페닐렌, 

산소, 황 또는 NR6(R6은 저급 알킬)이고, m은 1, 2 또는 3이고,

R5 는 수소, 할로겐, 저급 알킬, 저급 알콕시 또는 티오알콕시이다.

또한, 본 발명은 하기 화학식(9)의 화합물을 제공한다:

화학식 9

상기 식에서,

Ar 은 할로겐, 히드록시, 저급 알킬 또는 저급 알콕시로 일-, 이- 또는 삼치환된 페닐이고, 단, Ar 치환
체의 오르토 위치중 하나 이상이 치환되고;

X 는 질소이고;

R1 은 저급 알킬이고;

R2 는 수소, 할로겐, 저급 알킬, 저급 알콕시 또는 티오알콕시이거나;

R3 및 R4 는 동일하거나 상이하고, 수소 또는 저급 알킬; 3 내지 8개의 탄소원자를 갖는 시클로알킬 또는 

시클로알킬 부분이 3 내지 8 개의 탄소원자를 갖는 시클로알킬 저급 알킬; 치환되지 않거나 저급 알킬로 
임의로 일- 또는 이치환된 2-히드록시에틸 또는 3-히드록시프로필이며, 단, R3 및 R4 는 둘다 수소는 아니

거나;

R3 및 R4 는 함께 -(CH2)n-A-(CH2)m-를 형성하고, 여기에서, n은 2 또는 3이고, A 는 메틸렌, 1,2 페닐렌, 

산소, 황 또는 NR6(R6은 저급 알킬)이고, m은 1, 2 또는 3이고,

R5 는 수소, 할로겐, 저급 알킬, 저급 알콕시 또는 티오알콕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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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하기 화학식(10)의 화합물을 제공한다:

화학식 10

상기 식에서,

Ar 은 할로겐, 히드록시, 저급 알킬 또는 저급 알콕시로 일-, 이- 또는 삼치환된 페닐이고, 단, Ar 치환
체의 오르토 위치중 하나 이상이 치환되고;

R1 은 저급 알킬이고;

R2 는 수소, 할로겐, 저급 알킬, 저급 알콕시 또는 티오알콕시이거나;

R3 및 R4 는 동일하거나 상이하고, 수소 또는 저급 알킬; 3 내지 8개의 탄소원자를 갖는 시클로알킬 또는 

시클로알킬 부분이 3 내지 8 개의 탄소원자를 갖는 시클로알킬 저급 알킬; 치환되지 않거나 저급 알킬로 
임의로 일- 또는 이치환된 2-히드록시에틸 또는 3-히드록시프로필이며, 단, R3 및 R4 는 둘다 수소는 아니

거나;

R3 및 R4 는 함께 -(CH2)n-A-(CH2)m-를 형성하고, 여기에서, n은 2 또는 3이고, A 는 메틸렌, 1,2 페닐렌, 

산소, 황 또는 NR6(R6은 저급 알킬)이고, m은 1, 2 또는 3이고;

R5 는 수소, 할로겐, 저급 알킬, 저급 알콕시 또는 티오알콕시이다.

화학식(1)에 포함되는 본 발명의 대표적인 화합물은 화학식(1)의 화합물 및 그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
한 염을 포함하지만, 이들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비독성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은 염산, 인산, 
브롬화수소산, 황산, 아황산, 포름산, 톨루엔 술폰산, 요오드화수소산, 아세트산 등과 같은 산의 염을 포
함한다.  당업자들은 매우 다양한 비독성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부가염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화학식(1)의 화합물의 아실화된 전구약제를 포함한다.  당업자들은 화학식(1)에 포함되는 
화합물의 비독성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부가염 및 아실화된 프로드러그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다
양한 합성 방법론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아릴 또는 "Ar"은 단일 고리(예를 들어, 페닐), 다중 고리(예를 들어, 비페닐), 또는 하나 이상이 방향족
인 다중 축합 고리(예를 들어, 1,2,3,4-테트라히드로나프틸, 나프틸, 안트릴 또는 페난트릴)을 갖는, 예
를 들어, 할로겐, 저급 알킬, 저급 알콕시, 저급 알킬티오, 트리플루오로메틸, 저급 아실옥시, 아릴, 헤
테로아릴 및 히드록시로 임의로 일-, 이- 또는 삼치환된 방향족 탄소고리기를 의미한다. 

또한, 아릴 또는 "Ar"은 헤테로아릴이 질소, 산소 및 황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헤
테로 원자를 갖는  5, 6 또는 7 원 방향족 고리계로 정의된 헤테로아릴기를 의미한다.  헤테로아릴기의 
예로는 예를 들어, 할로겐, 저급 알킬, 저급 알콕시, 저급 알킬티오, 트리플루오로메틸, 저급 아실옥시, 
아릴, 헤테로아릴 및 히드록시로 임의로 치환될 수 있는 피리딜, 피리미딜, 피롤릴, 피라졸릴, 피라지닐, 
피리다지닐, 옥사졸릴, 푸라닐, 퀴놀린, 이소퀴놀리닐, 티아졸릴 및 티에닐이 있다.

알킬 및 저급 알킬은 1 내지 6 개의 탄소원자를 갖는 직쇄 및 측쇄 알킬기를 의미한다.  알킬기의 특정예
로는 메틸, 에틸, 프로필, 이소프로필, n-부틸, 이소부틸, 3급-부틸, 2급-부틸, 네오펜틸 및 n-펜틸이 있
다.

저급 알콕시 및 알콕시는 1 내지 6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직쇄 및 측쇄 알콕시기를 의미한다.

티오알콕시는 1 내지 6개의 탄소 원자 및 말단 술프히드릴기, 즉 -SH 기를 갖는 직쇄 및 측쇄 알콕시기를 
의미한다.

본원에서 사용된 티오 저급 알킬은 말단 술프히드릴기, 즉 -SH 기를 갖는 저급 알킬기를 의미한다.

할로겐은 불소, 염소, 브롬 및 요오드를 의미한다.

본 발명에 따른 피롤로[3,2-d]피리미딘의 대표적인 예는 하기 표 1에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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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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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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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c]

[표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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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화합물의 아래의 번호는 그 화합물의 번호이다.

본 발명의 화합물의 약제학적 유용성은 CRF 수용체 활성에 대한 하기의 검정에 의해 설명된다.

CRF 수용체 결합 활성에 대한 검정

CRF 수용체 결합은 그리고리아디스(Grigoriadis)와 디 소우자(De Souza)의 문헌[Biochemical, 
Pharmacological,  and  Autoradiographic  Methods  to  Study  Corticotropin-Releasing  Factor  Receptors.   
Methods in Neurosciences, Vol. 5, 1991]에 기술된 검정법의 변형된 형태를 사용하여 수행한다.  CRF 수
용체를 함유하는 막 팰릿을 10mM MgCl2 및 2mM EGTA를 함유하는 50mM 트리스 완충액(pH 7.7)중에서 재현탁

시키고, 48000g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시킨다.  막을 다시 세척하고,  최종 농도가 결합 완충액(0.1% 
BSA, 0,15mM 박시트라신 및 0.01 ㎎/㎖를 함유하는 상기 트리스 완충액)중에서 1500㎍/㎖가 되게 한다.   

결합 검정을 위해,  100㎕의 막 제조물을 100㎕의 
125
I-CRF(SA 2200 Ci/mmol,  최종 농도 100pM) 및 50㎕

의 약제를 함유하는 96 웰 마이크로튜브 플레이트에 부가한다.   결합은 2시간 동안 실온에서 
수행시킨다.  그 후, 플레이트를 브랜델(Brandel) 96 웰 셀 수집기상에서 수집하고, 필터를 월락(Wallac) 
1205 베타플레이트 액체 섬광 계수기상에서 감마선 방출로 계수한다.   비특이적 결합은 1μM의 냉각된 
CRF에 의해 정의하다.  IC50 값을 비선형 곡선 조정 프로그램 RS/1(BBN 소프트웨어 프로덕트 코포레이션, 

캠브리지, MA)으로 계산한다.  본 출원의 실시예에 대한 결합 특성은 하기 표 2에 기재된다

[표 2]

화합물 번호
2   IC50(uM)

1 0.110

5 0.500

2
화합물 번호는 상기 표 1에 기재된 화합물에 관련된 것이다.

화학식(1)의 화합물은 종래의 비독성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 보조제 및 부형제를 함유하는 투
여 단위 제형으로 흡입 또는 분무에 의해 경구적으로, 국부적으로, 비경구적으로 또는 직장주입으로 투여
될 수 있다.  본원에서 사용된 비경구적이라는 용어는 피하주입, 정맥내, 근육내, 흉골내 주사 또는 주입
법을 포함한다.  또한, 본원에는 화학식(1)의 화합물 및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를 함유하는 약제
학적 제형이 제공된다.  화학식(1)의 하나 이상의 화합물은 하나 이상의 비독성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
한 담체 및/또는 희석제 및/또는 보조제 및 경우에 따라, 기타 활성 성분과 조합하여 존재할 수 있다.  
화학식(1)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상기 약제학적 조성물은 경구 사용에 적합한 형태, 예를 들어, 정제, 정, 
마름모꼴 정제, 수성 또는 오일 현탁액, 분산성 분말 또는 과립, 유탁액, 경질 또는 연질 캅셀, 또는 시
럽 또는 일릭서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경구 사용을 위한 조성물은 약제학적 조성물의 제조에 대해 당 분야에 공지된 방법에 따라 제조할 수 있
으며, 이러한 조성물은 감미제, 향미료, 착색제 및 방부제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제
제를 함유하여 약제학적 품질과 맛이 있는 제조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정제는 정제 제조에 적합한 비독성
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부형제와 혼합하여 활성 성분을 함유한다.  상기 부형제는 예를 들어, 탄산칼
슘, 탄산나트륨, 락토오스, 인산칼슘 또는 인산나트륨과 같은 불활성 희석제; 예를 들어, 옥수수 전분 또
는 알긴산과 같은 과립제 및 붕해제; 예를 들어, 전분, 젤라틴 또는 아카시아와 같은 결합제, 및 예를 들
어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스테아르산 또는 탈크와 같은 윤활제일 수 있다.  상기 정제는 피복시키지 않
거나 공지된 기술에 의해 피복시켜 위장관내에서의 붕괴 및 흡수를 지연시키고, 이에 따라 보다 긴 기간 
동안 지속된 작용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글리세릴 모노스테아레이트 또는 글리세릴 디스테아레
이트와 같은 시간 지연 물질이 사용될 수 있다.

경구 사용을 위한 제형은 또한 활성 성분을 불활성 고체 희석제, 예를 들어, 탄산칼슘, 인산칼슘 또는 카
올린과 혼합한 경질의 젤라틴 캡슐로서 또는 활성 성분을 물 또는 오일 매질, 예를 들어, 땅콩기름, 액체 
파라핀 또는 올리브 기름으로 혼합한 연질 젤라틴 캡슐로서 제공될 수 있다. 

수성 현탁액은 수성 현탁액의 제조에 적합한 부형제와 혼합하여 활성 물질을 함유할 수 있다.  이러한 부
형제는 현탁제, 예를 들어, 나트륨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메틸셀룰로오스,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
오스, 나트륨 알기네이트, 폴리비닐피롤리돈, 트래거캔스검 및 아카시아 검이며, 분산제 또는 습윤제는 
천연인지질, 예를 들어, 렉시틴, 또는 산화알킬렌과 지방산과의 축합 생성물(예를 들어, 폴리옥시에틸렌 
스테아레이트),  산화에틸렌과 장쇄 지방족 알코올과의 축합 생성물(예를 들어, 
헵타데카에틸렌옥시세타놀), 산화에틸렌과 지방산으로부터 유도된 부분 에스테르 및 헥시톨과의 축합 생
성물(예를 들어, 폴리옥시에틸렌 소르비톨 모노올레에이트),  또는 산화에틸렌과 지방산으로부터 유도된 
부분  에스테르  및  무수헥시톨의  축합  생성물(예를  들어,  폴리에틸렌  소르비탄  모노올레에이트)일  수 
있다.  상기 수성 현탁액은 또한 하나 이상의 방부제, 예를 들어, 에틸, 또는 n-프로필 p-히드록시벤조에
이트, 하나 이상의 착색제, 하나 이상의 향미제, 및 수크로오스 또는 사카린과 같은 하나 이상의 감미제
를 함유할 수 있다.

오일성 현탁액은 예를 들어, 아라키스 오일, 올리브 오일, 세삼 오일, 코코넛 오일과 같은 야채유, 또는 
액체 파라핀과 같은 광물 오일중에서 활성 성분을 현탁시키므로써 제형화시킬 수 있다.  상기 오일성 현
탁액은 비후제, 예를 들어, 비스왁스, 경질 파라핀 또는 세틸 알코올을 함유할 수 있다.  상기 언급된 것
과 같은 감미제 및 향미료가 첨가되어 맛이 있는 경구적 제조물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성물은 아
스코르브산과 같은 산화방지제의 첨가에 의해 보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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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첨가에 의한 수성 현탁액의 제조에 적합한 분산성 분말 및 과립은 분산 또는 습윤제, 현탁화제 및 
하나 이상의 방부제와 혼합하여 활성 성분을 제공한다.  적합한 분산 또는 습윤제 및 현탁화제는 상기 이
미 언급된 것으로 예시된다.  예를 들어, 감미제, 향미료 및 착색제와 같은 추가의 부형제가 존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약제학적 조성물은 또한 수중유 유탁액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상기 오일상은 야채유, 예
를 들어, 올리브 오일 또는 아라키스 오일 또는 광물 오일, 예를 들어, 액체 파라핀 또는 이들의 혼합물
일 수 있다.  적합한 유화제는 천연 검, 예를 들어, 아카시아 검 또는 트래거칸스 검, 천연 인지질, 예를 
들어, 대두, 렉시틴, 및 지방산 및 헥시톨부터 유도된 에스테르 또는 부분적 에스테르, 무수화물, 예를 
들어, 소르비탄 모노올레에이트, 및 상기 부분적 에스테르와 산화에틸렌과의 축합 생성물, 예를 들어 폴
리옥시에틸렌 소르비탄 모노올레이트일 수 있다.  상기 유탁액은 또한 감미제 및 향미료를 함유할 수 있
다.

시럽 및 일릭서는 예를 들어, 글리세롤, 프로필렌 글리콜, 소르비톨 또는 수크로오스와 같은 감미제로 제
형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제형은 또한 점활제, 방부제, 향미료 및 착색제를 함유할 수 있다.  상기 약
제학적 조성물은 무균의 주사가능한 수성 또는 유성 현탁액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상기 현탁액은 적
합한 분산 또는 습윤제 및 상기 언급된 현탁화제를 사용하여 공지된 방법에 따라 제형화시킬 수 있다.  
무균 주사가능한 제조물은 또한 예를 들어 1,3-부탄디올중의 용액으로서, 무균의 주사가능한 용액 또는 
비독성의 비경구적으로 허용가능한 희석제 또는 용매중에서의 현탁액일 수 있다.  사용될 수 있는 허용되
는 비히클 및 용매중에는 물, 링거 용액 및 등장성 염화나트륨 용액이 있다.  또한, 무균의 비휘발성 오
일은 용매 또는 현탁 매질로서 통상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무자극성 비휘발성 오일이 합
성 모노- 또는 디글리세라이드를 포함하여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올레산과 같은 지방산은 주사제의 제
조물중에 사용될 수 있다.

화학식(1)의 화합물은 또한 약제를 직장 투여하기 위한 좌약의 형태로 투여될 수 있다.  이러한 조성물은 
약제를 일반온도에서는 고체이나 직장 온도에서는 액체여서, 직장내에서 용융되어 약제를 방출할 수 있는 
적합한 비자극 부형제와 혼합하므로써 제조할 수 있다.  이러한 물질은 코코아 버터 및 폴리에틸렌 글리
콜이 있다.

화학식(1)의 화합물은 무균 매질중에서 비경구적으로 투여될 수 있다.  사용된 비히클 및 농도에 따라 상
기 약제는 비히클중에서 현탁되거나 용해될 수 있다.  유리하게는 국부 마취제, 방부제 및 완충제와 같은 
보조제를 비히클중에서 용해시킬 수 있다.

일당 체중 ㎏ 당 약 0.1㎎ 내지 약 140㎎의 규정 투여량이 상기에 언급된 상태를 치료하는데 유용하다(일
당 환자당 약 0.5㎎ 내지 7g).  담체 물질과 조합하여 단일의 투여 형태를 생성하도록 조합될 수 있는 활
성 성분의 양은 치료받는 대상1 및 투여의 특정 형태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투여 단위 형태는 약 1㎎ 
내지 약 500㎎의 활성 성분을 함유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러나, 특정 환자에 대한 특정 투여량은 사용된 특정 화합물의 활성도, 연령, 체중, 전반적인 건강상태, 
성, 식이요법, 투여 기간, 투여 경로 및 배설율, 약제 조합율 및 치료받는 특정 질병의 심각도에 따라 다
양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본 발명의 화합물의 제조에 적합한 방법의 대표적인 예시가 반응식(1) 및 (2)에 나타난다.  당업이 기술
자들은 출발 물질이 다양할 수 있으며, 본 발명에 포함되는 화합물을 생성하기 위한 추가의 단계가 사용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반응식 1

상기 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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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R1, R2, R3, R4 및 R5은 화학식(1)에서 정의된 바와 동일하다.

반응식 2

상기식에서,

Ar, n, m 및 A는 화학식(1)에서 정의된 바와 동일하다.

본 출원에서 특허를 포함하는 모든 문헌 및 참고문헌에 대한 설명은 본원에서 참고문헌으로 포함된다.

본 발명은 기술된 특정 방법 및 화합물에 대한 범주 또는 내용에 있어서 본 발명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하기의 실시예에 의해 추가로 설명된다.

실시예

실시예 IA

100㎖의 벤젠중의 나트륨 메톡사이드(2.78g,  51mmol)과 포름산에틸(4.0g,  54mmol)의 교반된 혼합물에 5 
분 동안 2,4,6 트리메틸페닐아세토니트릴(8.0g, 50mmol)을 첨가한다.  생성된 혼합물을 1 시간 동안 더 
교반시킨 후, 물(100mL)로 처리하고, 생성된 층을 분리시킨다.  수성층을 분리하고, 10% HCl로 산성화시
키고, 에틸 아세테이트로 추출한다.  건조시킨 후, 용매를 진공하에 제거하면 120 내지 122℃에서 용융하
는 무색의 결정으로서 a-포르밀-2,4,6-트리메틸페닐아세토니트릴이 수득된다.

실시예 IB

100㎖의 벤젠중의 a-포름-2,4,6 트리메틸페닐아세토니트릴(4.5g, 24mmol)과 사르코신 에틸 에스테르 히드
로클로라이드(3.7g,  24mmol)의  혼합물을 데안-스타크(Dean-Stark)  장치에서 16  시간  동안 환류시킨다.   
용매를 진공하에 제거하면 연황색 오일로서 N-메틸-N-[2-(2,4,6-트리메틸페닐)-2-시아노비닐]-글리신 에
틸 에스테르가 수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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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IC

0.28M  에탄올성  나트륨  에톡사이드(100㎖)중의  N-메틸-N-[2-(2,4,6-트리메틸페닐)-2-시아노비닐]-글리신 
에틸 에스테르(6.8g, 2.4mmol)를 6 시간 동안 70℃에서 가열한다.  상기 반응물을 냉각시키고, 진공하에
서 증발시킨다.  잔류물을 물로 처리하고 아세트산으로 중화시키고, 생성물을 아세트산에틸로 추출한다.  
건조시킨 후, 용매를 진공하에서 제거하면 황색 오일로서 3-아미노-2-에톡시카르보닐-1-메틸-4-(2,4,6-트
리메틸페닐)-1H-피롤이 수득된다.

실시예 ID

20㎖의  포름아미드중의  3-아미노-2-에톡시카르보닐-1-메틸-4-(2,4,6-트리메틸페닐)-1H-피롤(2.0g,  7 
mmol)의 용액을 12 시간 동안 140℃로 가열한다.  상기 혼합물을 냉각시킨 후, 물에 붓고 생성된 고체를 
수집하고, 보다 많은 물로 세척하고 건조시키면 230 내지 232℃에서 용융하는 황갈색 고체로서 5-메틸-7-
(2,4,6-트리메틸페닐)-5H-피롤[3,2-d]피리미딘-4-올이 수득된다.

실시예 IE

5-메틸-7-(2,4,6-트리메틸페닐)-5H-피롤[3,2-d]피리미딘-4-올(100㎎) 및 옥시염화인(0.5㎖)의 혼합물을 3
시간 동안 환류하에서 가열한다.  과량의 시약을 진공하에서 제거하고, 잔류물인 4-클로로 화합물을 크실
렌(2㎖)중의 N-프로필시클로프로필메틸아민(100㎎)과 트리에틸아민(100㎎)으로 처리하고,  상기 혼합물을 
8시간 동안 환류시킨다. 

상기 반응 혼합물을 에틸 아세테이트로 희석하고 묽은 중탄산염 용액으로 세척한 후, 유기층을 건조시키
고, 용매를 진공하에서 제거한다.  잔류물을 실리카겔상에서 크로마토그래피하면 오일로서 N-시클로프로
필메틸-N-프로필-5-메틸-7-(2,4  ,6-트리메틸페닐)-5H-피롤로[3,2-d]피리미딘-4-아민(화합물  1)물이 수득
된다.  에틸 아세테이트/HCl로부터 상기 HCl 염은 205 내지 207℃에서 녹는다.

실시예 II

하기 화합물은 실질적으로 상기 실시예 IA-E에서 기술된 방법에 따라 제조된것이다.

a) 116 내지 118℃에서 용융하는 N,N-디프로필-5-메틸-7-(2,4,6-트리메틸페닐)-5H-피롤로[3,2-d]피리미딘
-4-아민(화합물 2).

b) N,N-디에틸-5-메틸-7-(2,4,6-트리메틸페닐)-5H-피롤로[3,2-d]피리미딘-4-아민(화합물 3).

c) N,N-디메틸-5-메틸-7-(2,4,6-트리메틸페닐)-5H-피롤로[3,2-d]피리미딘-4-아민(화합물 4).

d)  126  내지 128℃에서 용융하는 N-부틸-N-에틸-5-메틸-7-(2,4,6-트리메틸페닐)-5H-피롤로[3,2-d]피리미
딘-4-아민(화합물 5).

e)  N-(2-히드록시에틸)-N-에틸-5-메틸-7-(2,4,6-트리메틸페닐)-5H-피롤로[3,   2-d]피리미딘-4-아민(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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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6).

f)  140  내지  142℃에서  용융하는 4-(1-호모피페리디닐)-5-메틸-7-(2,4,6-트리메틸페닐)-5H-피롤로[3,2-
d]피리미딘(화합물 7).

g) N-(1-에틸프로필)-5-메틸-7-(2,4,6-트리메틸페닐)-5H-피롤로[3,2-d]피리미딘-4-아민(화합물 8).

h)  118  내지  120℃에서  용융하는 N-(1-히드록시메틸프로필)-5-메틸-7-(2,4,6-트리메틸페닐)-5H-피롤로
[3,2d]피리미딘-4-아민(화합물 9).

i) N,N-디프로필-5,6-디메틸-7-(2,4,6-트리메틸페닐)-5H-피롤로[3,2d]피리미딘-4-아민(화합물 10).

j) N-(1-히드록시메틸프로필)-5,6-디메틸-7-(2,4,6-트리메틸페닐)-5H-피롤로[3,2d]피리미딘-4-아민(화합
물 11).

k) N-(1-히드록시메틸프로필)-2,5-디메틸-7-(2,4,6-트리메틸페닐)-5H-피롤로[3,2d]피리미딘-4-아민(화합
물 12).

l) N,N-디프로필-2,5-디메틸-7-(2,4,6-트리메틸페닐)-5H-피롤로[3,2d]피리미딘-4-아민(화합물 13).

(m)N-시클로프로필메틸-N-프로필-6-클로로-5-메틸-7-(2,4,6-트리메틸페닐)- 5H-피롤로[3,2d]피리미딘-
4-아민(화합물 14).

n)  N-시클로프로필메틸-N-프로필-2-클로로-5-메틸-7-(2,4,6-트리메틸페닐)- 5H-피롤로[3,2-d]피리미딘-4-
아민(화합물 15).

o)  N-시클로프로필메틸-N-프로필-6-브로모-5-메틸-7-(2,4,6-트리메틸페닐)- 5H-피롤로[3,2-d]피리미딘-4-
아민(화합물 16).

p)  N-시클로프로필메틸-N-프로필-6-티오메틸-5-메틸-7-(2,4,6-트리메틸페닐) -5H-피롤로[3,2-d]피리미딘-
4-아민(화합물 17).

q)  N-시클로프로필메틸-N-프로필-2-티오메틸-5-메틸-7-(2,4,6-트리메틸페닐) -5H-피롤로[3,2-d]피리미딘-
4-아민(화합물 18).

r)  N-시클로프로필메틸-N-프로필-2-클로로-5-메틸-7-(2,4,6-트리메틸페닐) -5H-피롤로[3,2-b]피리딘-4-아
민(화합물 19).

s)  N-시클로프로필메틸-N-프로필-5-메틸-7-(2,4,6-트리메틸페닐)-5H-피롤로[3,2-b]피리딘-4-아민(화합물 
20).

t)  N-(1-히드록시메틸프로필)-5-메틸-7-(2,4,6-트리메틸페닐)-5H-피롤로[3,2  -b]피리딘-4-아민(화합물 
21).

u) N-시클로프로필메틸-N-프로필-5-아미노-9-(2,4,6-트리메틸페닐)-1,2-디히드로-3H-피리미도[5,4-e]피롤
리진(화합물 22).

v) N-(1-히드록시메틸프로필)-5-아미노-9-(2,4,6-트리메틸페닐)-1,2-디히드로-3H-피리미도[5,4-e]피롤리
진(화합물 23).

w)  N-시클로프로필메틸-N-프로필-5-아미노-7-메틸-9-(2,4,6-트리메틸페닐)-1 ,2-디히드로-3H-피리미도
[5,4-e]피롤리진(화합물 24).

x) N-시클로프로필메틸-N-프로필-5-아미노-9-(2,4-디클로로페닐)-1,2-디히드로-3H-피리미도[5,4-e]피롤리
진(화합물 25).

y) N,N-디프로필-5-메틸-7-(2,4-디클로로페닐)-5H-피롤로[3,2-d]피리미딘-4-아민(화합물 26).

z) N-시클로프로필메틸-N-프로필-5-아미노-9-(2,4,6-트리메틸페닐)-1,2-디히드로-3H-피리미도[2,3-e]피롤
리진(화합물 27).

본 발명 및 본 발명의 제조 및 사용의 방식 및 방법은 상기와 같은 안전하고, 분명하고, 간결하고 정확한 
용어로 설명되어 당업의 기술자들이 본 발명의 화합물을 제조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상술된 설명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체예를 기술한 것이며, 청구범위에 언급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내용 또는 범주에
서 출발하지 않고 변형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본 발명으로 간주되는 요지를 특별히 지적하고 분명
하게 청구하도록, 하기 청구범위로 본 명세서를 결말짓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기 화학식의 화합물 또는 그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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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에서, 

Ar 은 페닐, 2-, 3- 또는 4-피리딜, 2- 또는 3-티에닐, 4- 또는 5-피리미딜이며, 이들은 각각 할로겐, 히
드록시, 저급 알킬, 또는 저급 알콕시로 일-, 이- 또는 삼치환되고, 단, Ar 치환체의 오르토 위치중 하나 
이상이 치환되고;

X 는 CH 또는 질소이고;

R1 은 저급 알킬이고;

R2 는 수소, 할로겐, 저급 알킬, 저급 알콕시 또는 티오알콕시이거나;

R1 및 R2 는 함께 -(CH2)n-A-(CH2)m-를 형성하고, 여기에서, n은 2, 3 또는 4이고, A 는 메틸렌, 산소, 황 

또는 NR6(R6은 저급 알킬)이고, m은 0, 1 또는 2이고;

R3 및 R4 는 동일하거나 상이하고, 수소 또는 저급 알킬; 할로겐, 히드록시, 저급 알킬, 또는 저급 알콕시

에 의해 각각 일- 또는 이치환된 페닐, 2-, 3- 또는 4-피리딜, 2- 또는 3-티에닐, 2-, 4- 또는 5-피리딜; 
페닐 저급 알킬, 2-, 3- 또는 4-피리딜 저급 알킬, 2- 또는 3-티에닐 저급 알킬 또는 2-, 4- 또는 5-피리
미딜 저급 알킬; 3 내지 8개의 탄소원자를 갖는 시클로알킬 또는 시클로알킬 부분이 3 내지 8 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시클로알킬 저급 알킬; 치환되지 않거나 저급 알킬로 일- 또는 이치환된 2-히드록시에틸 또
는 3-히드록시프로필이며, 단, R3 및 R4 는 둘다 수소는 아니거나;

R3 및 R4 는 함께 -(CH2)n-A-(CH2)m-를 형성하고, 여기에서, n은 2 또는 3이고, A 는 메틸렌, 1,2 페닐렌, 

산소, 황 또는 NR6(R6은 저급 알킬, 페닐, 2-, 3- 또는 4-피리딜, 2- 또는 3-티에닐 또는 2-, 4- 또는 5-

피리미딜, 페닐 저급 알킬, 2-, 3- 또는 4-피리딜 저급 알킬, 2- 또는 3-티에닐 저급 알킬 또는 2-, 4- 
또는 5-피리미딜 저급 알킬이고, m은 1, 2 또는 3이고;

R5 는 수소, 할로겐, 저급 알킬, 저급 알콕시 또는 티오알콕시이다.

청구항 2 

하기 화학식의 화합물 또는 그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상기 식에서, 

Ar 은 페닐, 2-, 3- 또는 4-피리딜, 2- 또는 3-티에닐, 4- 또는 5-피리미딜이며, 이들은 각각 할로겐, 히
드록시, 저급 알킬, 또는 저급 알콕시로 일-, 이- 또는 삼치환되며, 단, Ar 치환체의 오르토 위치중 하나 
이상이 치환되고;

X 는 CH 또는 질소이고;

R1 은 저급 알킬이고;

R2 는 수소, 할로겐, 저급 알킬, 저급 알콕시 또는 티오알콕시이거나;

R3 및 R4 는 동일하거나 상이하고, 수소 또는 저급 알킬; 할로겐, 히드록시, 저급 알킬, 또는 저급 알콕시

에 의해 각각 일- 또는 이치환된 페닐, 2-, 3- 또는 4-피리딜, 2- 또는 3-티에닐, 2-, 4- 또는 5-피리미
딜; 페닐 저급 알킬, 2-, 3- 또는 4-피리딜 저급 알킬, 2- 또는 3-티에닐 저급 알킬 또는 2-, 4- 또는 5-
피리미딜 저급 알킬; 3 내지 8개의 탄소원자를 갖는 시클로알킬 또는 시클로알킬 부분이 3 내지 8 개의 
탄소원자를 갖는 시클로알킬 저급 알킬; 치환되지 않거나 저급 알킬로 일- 또는 이치환된 2-히드록시에틸 
또는 3-히드록시프로필이며, 단, R3 및 R4 는 둘다 수소는 아니거나;

R3 및 R4 는 함께 -(CH2)n-A-(CH2)m-를 형성하고, 여기에서, n은 2 또는 3이고, A 는 메틸렌, 1,2 페닐렌, 

산소, 황 또는 NR6(R6은 저급 알킬)이고, m은 1, 2 또는 3이고;

R5 는 수소, 할로겐, 저급 알킬, 저급 알콕시 또는 티오알콕시이다.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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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화학식의 화합물 또는 그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상기 식에서,

Ar 은 할로겐, 히드록시, 저급 알킬 또는 저급 알콕시로 일-, 이- 또는 삼치환된 페닐이고, 단, Ar 치환
체의 오르토 위치중 하나 이상이 치환되고;

X 는 질소이고;

R1 은 저급 알킬이고;

R2 는 수소, 할로겐, 저급 알킬, 저급 알콕시 또는 티오알콕시이거나;

R3 및 R4 는 동일하거나 상이하고, 수소 또는 저급 알킬; 3 내지 8개의 탄소원자를 갖는 시클로알킬 또는 

시클로알킬 부분이 3 내지 8 개의 탄소원자를 갖는 시클로알킬 저급 알킬; 치환되지 않거나 저급 알킬로 
일- 또는 이치환된 2-히드록시에틸 또는 3-히드록시프로필이며, 단, R3 및 R4 는 둘다 수소는 아니거나;

R3 및 R4 는 함께 -(CH2)n-A-(CH2)m-를 형성하고, 여기에서, n은 2 또는 3이고, A 는 메틸렌, 1,2 페닐렌, 

산소, 황 또는 NR6(R6은 저급 알킬)이고, m은 1, 2 또는 3이고;

R5 는 수소, 할로겐, 저급 알킬, 저급 알콕시 또는 티오알콕시이다.

청구항 4 

하기 화학식의 화합물:

상기 식에서,

Ar 은 할로겐, 히드록시, 저급 알킬 또는 저급 알콕시로 일-, 이- 또는 삼치환된 페닐이고, 단, Ar 치환
체의 오르토 위치중 하나 이상이 치환되고;

R1 은 저급 알킬이고;

R2 는 수소, 할로겐, 저급 알킬, 저급 알콕시 또는 티오알콕시이거나;

R3 및 R4 는 동일하거나 상이하고, 수소 또는 저급 알킬; 3 내지 8개의 탄소원자를 갖는 시클로알킬 또는 

시클로알킬 부분이 3 내지 8 개의 탄소원자를 갖는 시클로알킬 저급 알킬; 치환되지 않거나 저급 알킬로 
일- 또는 이치환된 2-히드록시에틸 또는 3-히드록시프로필이며, 단, R3 및 R4 는 둘다 수소는 아니거나;

R3 및 R4 는 함께 -(CH2)n-A-(CH2)m를 형성하고, 여기에서, n은 2 또는 3이고, A 는 메틸렌, 1,2 페닐렌, 

산소, 황 또는 NR6(R6은 저급 알킬)이고, m은 1, 2 또는 3이고;

R5 는 수소, 할로겐, 저급 알킬, 저급 알콕시 또는 티오알콕시이다.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X 가 N 임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X 가 CH 임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7 

제 2 항에 있어서, R1 및 R2 가 함께 -(CH2)n-A-(CH2)m를 형성하고, 여기에서 n은 2, 3 또는 4이고, A 는 

메틸렌,산소, 황 또는 NMe이고, m은 0, 1 또는 2임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8 

제 3 항에 있어서, R1 및 R2 가 함께 -(CH2)n-A-(CH2)m를 형성하고, 여기에서 n은 2, 3 또는 4이고, A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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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렌, 산소, 황 또는 NMe이고, m은 0, 1 또는 2임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N-시클로프로필메틸-N-프로필-5-메틸-7-(2,4,6-트리메틸페닐)-5H-피롤로[3,2-d]피리미
딘-4-아민임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N,N-디프로필-5-메틸-7-(2,4,6-트리메틸페닐)  -5H-피롤로[3,2-d]피리미딘-4-아민임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N,N-디에틸-5-메틸-7-(2,4,6-트리메틸페닐)- 5H-피롤로[3,2-d]피리미딘-4-아민임을 특
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N,N-디메틸-5-메틸-7-(2,4,6-트리메틸페닐)- 5H-피롤로[3,2-d]피리미딘-4-아민임을 특
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N-부틸-N-에틸-5-메틸-7-(2,4,6-트리메틸페닐)- 5H-피롤로[3,2-d]피리미딘-4-아민임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N-(2-히드록시에틸)-N-에틸-5-메틸-7-(2,4,6-트리메틸페닐)-5H-피롤로[3,2-d]피리미딘
-4-아민임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4-(1-호모피페리디닐)-5-메틸-7-(2,4,6-트리메틸페닐)-5H-피롤로[3,2-d]피리미딘임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16 

제  1  항에  있어서, N-(1-에틸프로필)-5-메틸-7-(2,4,6-트리메틸페닐)-5H-피롤로[3,2d]피리미딘-4-아민임
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17 

제  1  항에  있어서, N-(1-히드록시메틸프로필)-5-메틸-7-(2,4,6-트리메틸페닐)-5H-피롤로[3,2d]피리미딘-
4-아민임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18 

제 1 항에 있어서, N,N-디프로필-5,6-디메틸-7-(2,4,6-트리메틸페닐)-5H-피롤로[3,2-d]피리미딘-4-아민임
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19 

제 1 항에 있어서, N-(1-히드록시메틸프로필)-5,6-디메틸-7-(2,4,6-트리메틸페닐)-5H-피롤로[3,2d]피리미
딘-4-아민임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20 

제 1 항에 있어서, N-(1-히드록시메틸프로필)-2,5-디메틸-7-(2,4,6-트리메틸페닐)-5H-피롤로[3,2d]피리미
딘-4-아민임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21 

제 1 항에 있어서, N,N-디프로필-2,5-디메틸-7-(2,4,6-트리메틸페닐)-5H-피롤로[3,2-d]피리미딘-4-아민임
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22 

제  1  항에  있어서, N-시클로프로필메틸-N-프로필-6-클로로-5-메틸-7-(2,4,6-트리메틸페닐)-5H-피롤로
[3,2-d]피리미딘-4-아민임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23 

제  1  항에  있어서, N-시클로프로필메틸-N-프로필-2-클로로-5-메틸-7-(2,4,6-트리메틸페닐)-5H-피롤로
[3,2-d]피리미딘-4-아민임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24 

제  1  항에  있어서, N-시클로프로필메틸-N-프로필-6-브로모-5-메틸-7-(2,4,6-트리메틸페닐)-5H-피롤로
[3,2-d]피리미딘-4-아민임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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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5 

제  1  항에 있어서,  N-시클로프로필메틸-N-프로필-6-티오메틸-5-메틸-7-(2,4, 6-트리메틸페닐)-5H-피롤로
[3,2-d]피리미딘-4-아민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26 

제  1  항에 있어서,  N-시클로프로필메틸-N-프로필-2-티오메틸-5-메틸-7-(2,4, 6-트리메틸페닐)-5H-피롤로
[3,2-d]피리미딘-4-아민임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27 

제  1  항에  있어서, N-시클로프로필메틸-N-프로필-2-클로로-5-메틸-7-(2,4,6-트리메틸페닐)-5H-피롤로
[3,2-b]피리딘-4-아민임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28 

제 1 항에 있어서, N-시클로프로필메틸-N-프로필-5-메틸-7-(2,4,6-트리메틸페닐)-5H-피롤로[3,2-b]피리딘
-4-아민임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29 

제  1  항에  있어서, N-(1-히드록시메틸프로필)-5-메틸-7-(2,4,6-트리메틸페닐)-5H-피롤로[3,2b]피리딘-
4-아민임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30 

제 1 항에 있어서, N-시클로프로필메틸-N-프로필-5-아미노-9-(2,4,6-트리메틸페닐)-1,2-디히드로-3H-피리
미도[5,4-e]피롤리진임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31 

제  1  항에  있어서, N-(1-히드록시메틸프로필)-5-아미노-9-(2,4,6-트리메틸페닐)-1,2-디히드로-3H-피리미
도[5,4-e]피롤리진임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32 

제 1 항에 있어서, N-시클로프로필메틸-N-프로필-5-아미노-7-메틸-9-(2,4,6-트리메틸페닐)-1,2-디히드로-
3H-피리미도[5,4-e]피롤리진임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33 

제 1 항에 있어서, N-시클로프로필메틸-N-프로필-5-아미노-9-(2,4-디클로로페닐)-1,2-디히드로-3H-피리미
도[5,4-e]피롤리진임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34 

제 1 항에 있어서, N,N-디프로필-5-메틸-7-(2,4-디클로로페닐)- 5H-피롤로[3,2-d]피리미딘-4-아민임을 특
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35 

제 1 항에 있어서, N-시클로프로필메틸-N-프로필-5-아미노-9-(2,4,6-트리메틸페닐)-1,2-디히드로-3H-피리
미도[2,3-e]피롤리진임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36 

하기 화학식의 화합물:

상기 식에서,

R4 는 수소 또는 저급 알킬이고,

R1, R7, R8 및 R9 는 저급 알킬이고,

R3 는 저급 알킬 또는 시클로알킬 저급 알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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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 는 저급 알킬, 할로겐 또는 티오 저급 알킬이다.

청구항 37 

제 36 항에 있어서, R5 가 수소 또는 저급 알킬이고, R1 이 메틸, 에틸, 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이고,  R7, 

R8 및 R9 이 메틸, 에틸, 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임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38 

제 37 항에 있어서, R1 이 메틸임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39 

제 36 항에 있어서, R1 이 메틸, 에틸, 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이고, R5 가 할로겐 또는 티오 저급 알킬이

고, R7, R8 및 R9 이 메틸, 에틸, 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임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40 

제 39 항에 있어서, R1 이 메틸임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41 

하기 화학식의 화합물:

상기 식에서,

R4 는 수소 또는 저급 알킬이고;

R1, R7, R8 및 R9 는 저급 알킬이고;

R3 는 저급 알킬 또는 시클로알킬 저급 알킬이고;

R5 는 수소, 저급 알킬, 할로겐 또는 티오 저급 알킬이다.

청구항 42 

제 41 항에 있어서, R5 가 수소 또는 저급 알킬이고, R1 이 메틸, 에틸, 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이고,  R7, 

R8 및 R9 이 메틸, 에틸, 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임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43 

제 42 항에 있어서, R1 이 메틸임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44 

제 41 항에 있어서, R1 이 메틸, 에틸, 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이고, R5 가 할로겐 또는 티오 저급 알킬이

고, R7, R8 및 R9 이 메틸, 에틸, 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임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45 

제 44 항에 있어서, R1 이 메틸임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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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화학식의 화합물:

상기 식에서,

n 이 4 내지 7의 정수이고;

R1, R7, R8 및 R9 는 저급 알킬이고;

R5 는 수소, 저급 알킬, 할로겐 또는 티오 저급 알킬이다.

청구항 47 

제 46 항에 있어서, R5 가 수소 또는 저급 알킬이고, R1 이 메틸, 에틸, 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이고,  R7, 

R8 및 R9 이 메틸, 에틸, 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임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48 

제 47 항에 있어서, R1 이 메틸임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49 

제 46 항에 있어서, R1 이 메틸, 에틸, 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이고, R5 가 할로겐 또는 티오 저급 알킬이

고, R7, R8 및 R9 이 메틸, 에틸, 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임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50 

제 49 항에 있어서, R1 이 메틸임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51 

하기 화학식의 화합물:

상기 식에서,

n 이 4 내지 7의 정수이고 수소 또는 저급 알킬이고;

R1, R7, R8 및 R9 는 저급 알킬이고;

R5 는 수소, 저급 알킬, 할로겐 또는 티오 저급 알킬이다.

청구항 52 

제 51 항에 있어서, R5 가 수소 또는 저급 알킬이고, R1 이 메틸, 에틸, 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이고,  R7, 

R8 및 R9 이 메틸, 에틸, 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임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53 

제 52항에 있어서, R1 이 메틸임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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