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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1,4-디하이드로-4-옥소나프티리딘 유도체의 제조방법

요약

내용 없음.

명세서

[발명의 명칭]

1,4-디하이드로-4-옥소나프티리딘 유도체의 제조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일반식(Ⅰ)의  1,4-디하이드로-4-옥소나프티리딘  유도체  및  그의  염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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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식에서, R
1
은 수소원자 또는 카복실-보호 그룹을 나타내고, 

R
2
는 치환된 또는 비치환된 아릴 그룹을 나타내며, 

R
3
는 할로겐 원자 또는 치환된 또는 비치환된 환상의 아미노 그룹을 나타낸다.

본  발명은  1위치에  치환된  또는  비치환된  아릴그룹을  갖고  7위치에  할로겐원자  또는  치환된  또는 비
치환된  환상의  아미노  그룹을  갖는  신규한  1,  4-디하이드로-4-옥소-나프티리딘  유도체,  그의 제조방
법및 그의 살균제로서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날리딕스산,  피로미드산,  피페미드산등은  이제까지  합성  살균제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
러나  이들  제제의  어느  것도  난치성  질환인  녹농균  및  그람양성  세균의  감염에는  만족할만한  치료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러므로,  종래의  합성  살균제의  대체제로서  여러가지의  피리돈  카복실산 
유형의  화합물,  예를들어,  1-에틸-6-플루오로-1, 4-디하이드로-4-옥소-7-(1-피페라지닐)-3-퀴놀린카
복실산(노르플록사신)등이  개발되고  있다.  이들  화합물은  녹농균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그람음성 세
균에  대해서는  살균력이  뛰어나지만,  그람  양성  세균에  대해서는  살균력이  신통하지  않다.  따라서, 
그람음성  세균뿐  아니라  그람양성  세균에도  유효한  광범위한  살균력을  지닌  합성살균제의  개발이 요
구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본  발명의  발명가들은,  광범위한  연구끝에,  신규의  1, 4-디하이드로-4-옥소-나
프티리딘 유도체 및 그의 염이 상기에 기술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발명의  목적은  우수한  특성,  예를들면,  그람  양성  및  그람음성  세균,  특히  항생제  내성  세균에 
대해서  강력한  살균  활성을  지니고,  경구  또는  비경구적으로  투여하였을때  혈액중에서  고  농도로 유
지되며,  높은  안전성을  지닌  신규의  1,  4-디하이드로-4-옥소나프티리딘  유도체  및  그의  염을 제공하
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신규의  1,  4-디하이드로-4-옥소나프티리딘  유도체  및  그의  염을  제조하는 방
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복적은  세균등의  감염을  치료하는데  유용하고  신규의  1, 4-디하이드로-4-옥소나
프티리딘  유도체  또는  그의  염을  함유하는  살균제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은  아래에  상세히 설
명된다.

일반식(Ⅰ)의  화합물  또는  그의  염에  있어서, R
1
의  카복실-보호  그룹에는,  예를들어,  촉매적  환원, 

화학적  환원  또는  온화한  조건하에서의  다른  처리에  의해  제거될  수  있는  에스테르-형성  그룹  ; 생
체내에서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에스테르-형성  그룹  ;  물  또는  알코올  처리에  의해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유기 실릴함유 그룹,  유기인-함유 그룹 및 유기 주석-함유 그룹 ;  및  다른 여러가지 공지 에스
테르 형성 그룹이 포함된다.

이들 카복실-보호 그룹중에서, 바람직한 보호그룹에는, 예를들어, 일본국 특허원 공개공보 제
80,665/84에 기술된 카복실-보호 그룹이 포함된다.

R
2
의  아릴  그룹에는,  예를들어,  페닐,  나프틸등이  포함된다.  아릴  그룹은  할로겐원자(예,  불소, 염

소,  브롬,  요오드등)  ;  알킬  그룹(예,  메틸,  에틸,  n-프로필,  이소프로필,  n-부틸,  이소부틸, 2급-
부틸,  3급-부틸,  펜틸,  헥실,  헵틸,  옥틸  등과  같은  직쇄  또는  축쇄 C1-C10 알킬그룹)  ;  알콕시그룹, 

(예,  메톡시,  에톡시,  n-프로폭시,  이소프로폭시,  n-부톡시,  이소  부톡시,  2급-부톡시,  3급-부톡시, 
펜틸옥시,  헥실옥시,  헵틸옥시,  옥틸옥시등과  같은  직쇄  또는  분지된 C1-C 10  알콕시그룹)  ;  시아노 

그룹  ;  아미노  그룹  ;  아실아미노  그룹(예,  포르밀아미노,  아세틸아미노,  프로피오닐아미노, 부티릴
아미노등과  같은 C1-C 4  아실아미노)  ;  및  트리할로게노알킬그룹(예,  트리플루오로메틸, 트리클로로메

틸등과  같은 트리할로게노-C1-C 4  -알킬그룹)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이상의  치환체에 

의해 치환될 수 있다.

또한, R
3
의  할로겐에는,  예를들어,  불소,  염소  및  브롬이 포함된다. R

3
의  환상  아미노 그룹은 적어도 

하나의  질소원자를  가지며  추가로  환을  이루는  헤테로  원자로서  하나이상의  산소  원자를  가질  수 있
고,  1-피롤리디닐,  피페리디노,  1-피페라지닐,  모폴리노등과  같은  5-또는  6-원  환의  아미노  그룹이 
포함된다.  이  환상의  아미노  그룹은  알킬그룹(예,  메틸,  에틸,  n-프로필,  이소프로필,  n-부틸, 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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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틸,  2급-부틸  및  3급-부틸과  같은  직쇄  또는  측쇄된 C2-C 4  알킬그룹)  ;  아미노  그룹  ; 아미노알킬

그룹(예,  아미노메틸,  2-아미노에틸,  3-아미노프로필  등과  같은 아미노-C1-C 4   알킬그룹)  ; 하이드록

시알킬  그룹(예,  하이드록시메틸,  2-하이드록시메틸,  3-하이드록시프로필등과  같은 하이드록시-C1-C 4 

알킬그룹)  ;  하이드록실그룹  ;  알케닐  그룹(예,  비닐,  알릴등과  같은 C2-C 4  알케닐  그룹)  ;  아실 그

룹(예,  포르밀,  아세틸,  프로피오닐,  부티릴등과  같은 C1-C 4  아실그룹)  ;  알킬아미노  그룹(예, 메틸

아미노,  에틸아미노,  n-프로필아미노,  이소프로필아미노등과  같은 C1-C 4  알킬아미노  그룹)  ; 디알킬

아미노,  그룹(예  :  디메틸아미노,  디에틸아미노,  디-n-프로필아미노,  메틸에틸아미노등과  같은 디-
C1-C 4  알킬아미노  그룹)  ;  시아노  그룹  ;  옥소  그룹  ;  아르알킬아미노그룹(예,  벤질아미노, 펜에틸아

미노등과 같은 아르-C1-C4 알킬아미노 그룹) ; 아실아미노 그룹(예, 아세틸아미노, 

프로피오닐아미노,  부티릴아미노등과  같은 C1-C 4  아실아미노  그룹)  ;  알콕시카보닐  그룹(예,  메톡시 

카보닐,  아톡시가보닐,  n-프로폭시카보닐,  이소프로폭시  카보닐과  같은 C1-C 4  알콕시카보닐  그룹)  ; 

및  N-아실-N-알킬아미노  그룹,  (예,  알킬아미노  그룹  부위의  질소  원자가  아세틸,  프로피오닐, 부티
릴등과  같은 C1-C 4  아실그룹에  의해  치환된  N-아실-N-알킬아미노그룹)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

택된 하나이상의 치환체에 의해 치환될 수 있다.

일반식(Ⅰ)의  화합물중에서, R
2
가  불소-치환된  페닐  그룹을  나타내고 R

3
는  치환된  또는  비치환된 1-

피롤리디닐  또는  1-피페라지닐  그룹을  나타내는  화합물이  바람직하며, R
2
가  2,  4-디플루오로페닐 그

룹이고 R
3
가 3-아미노-1-피롤리디닐 그룹인 화합물이 더 바람직하다.

일반식(Ⅰ)의  화합물의  염에는  아미노  그룹등과  같은  염기성  그룹,  및  카복실  그룹등과   같은  산성 
그룹에서의  통상의  염이  포함된다.  염기성  그룹에서의  염에는,  예를들어,  염산,  황산등과  같은 무기
산과의  염  옥살산,  포름산,  트리클로로아세트산,  트리플루오로  아세트산등과  같은  유기 카복실산과
의  염  ;  메탄  설폰산,  P-톨루엔설폰산,  나프탈렌설폰산등과  같은  설폰산과의  염이  포함된다.  산성 
그룹에서의  염에는,  예를들어,  나트륨,  칼륨  등과  같은  알카리  금속과의  염  ;  칼슘,  마그네슘등과 
같은  알카리  토금속과의  염  ;  암모늄  염  ;  및  프로카인,  디벤질아민,  N-벤질-β-펜에틸아민, 1-에펜
아민,  N,  N-디벤질에틸렌디아민,  트리에틸아민,  트리메틸아민,  트리부틸아민,  피리딘, N,N-디메틸-
아닐린,  N-메틸피페리딘,  N-메틸모폴린,  디에틸아민,  디사이클로헥실아민등과  같은 질소-함유염기와
의 염이 포함된다.

일반식(Ⅰ)의  화합물  및  그의  염이  이성체(예,  광학  이성체,  기하  이성체,  토오토머등)를  가지면, 
본 발명에는 그의 이성체, 결정형 및 수화물 모두가 포함된다.

살균활성 및 급성 독성은 본 발명의 통상의 화합물을 참고하여 설명한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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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균 활성

[실험 방법]

일본국의  화학요법[(chemotherapy,  29(1),  76-79(1981)]의  표준방법에  따라,  37℃의  하트  인퓨전 육
즙(Heart  Infusion  broth)(아이껜  가가꾸제품)에서  20시간동안  배양하여  얻은  세균용액을  약품을 함
유하는  하트  인퓨전  한천상에  접종하고  37℃에서  20시간동안  배양시킨  후에,  세균의  증식을 관찰하

여  세균의  증식이  억제되는  최소  농도를  MIC(㎍/ml)로서  측정한다.  접종된  세균의  양은 10
4
세포수/

평판(10
6
 세포수/ml)이었다. 다음 실험 화합물의 MIC값을 표 1에 나타낸다.

표 1에 쓰여진 기호는 다음 의미를 갖는다 :

*
1 : 페니실리나제-생성 세균,

*
2 : 세파로스포리나제-생성 세균,

*
3 : 접종 크기 : 10

8
 세포수/ml

Me : 메틸 그룹,

Et : 에틸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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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r : n-프로필 그룹

i-Pr : 이소프로필 그룹

2. 급성 독성

마우스(ICR균종,  수컷,  체중  :  18내지  24g)에  상기에  언급한  바와같이  제5,  6및  12번의 실험화합물
을 정맥주사하여 얻어지는 LD50값은 200mg/kg이상이었다.

본 발명 화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다.

본 발명의 화합물은, 예를들어, 다음 제조 루트에 따라 제조될 수 있다 :

상기식에서, 

R
1a
는 R

1
에서와 같은 카복시-보호 그룹을 나타내며 ; 

R
3a
는 R

3
에서와 같은 할로겐 원자를 나타내고 ; 

R
3b
는 R

3
에서와 같은 치환된 또는 비치환된 환상의 아미노 그룹을 나타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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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1
및 R

2
는 상기에서와 같이 정의된다.

일반식(Ⅰa),  (Ⅰb),  (Ⅲ),  (Ⅳ)  및  (Ⅴ)의  화합물의  염에는  일반식(Ⅰ)화합물의  염과  동일한 염들
이 포함된다.

(ⅰ)  일반식(Ⅲ)의  화합물  또는  그의  염  또는  일반식(Ⅴ)의  화합물  또는  그의  염은,  각각, 일반식
(Ⅱ)의  화합물  또는  일반식(Ⅳ)의  화합물  또는  그의  염을  N,  N-디메틸포름아미도-디메틸아세탈,  N, 

N-디메틸포름아미도-디에틸아세탈  등과  같은  아세탈과  반응시키고  이어서  일반식 R
2
-NH2 (이때, R

2
는 

상기에서와 같이 정의된다)의 아민과 반응시킴으로써 얻어진다.

상기  반응에  사용되는  용매는  반응에  불활성인  용매일  수  있고,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벤젠,  톨루엔,  크실렌등과  같은  방향족  탄화수소  ;  디옥산,  테트라하이드로푸란,  아니솔,  디에틸렌 
글리콜  디메틸  에테르등과  같은  에테르  ;  메틸렌클로라이드,  클로로포름,  디클로로에탄등과  같은 할
로겐화  탄화수소  ;  N,  N-디메틸포름아미드,  N,  N-디메틸아세트  아미드  등과  같은  아민  ; 디메틸설폭
사이드  등과  같은  설폭사이드  등이  포함되고,  이들  용매는  단독으로  또는  두개이상이  혼합되어 사용
될  수  있다.  사용되는  아세탈의  양은  일반식(Ⅱ)의  화합물  또는  일반식(Ⅳ)의  화합물  또는  그의 염
의  몰당  1몰  이상,  특히  약  1.0내지  1.3몰이  바람직하다.  이  반응은  통상적으로는  0내지  100℃, 바
람직하게는  50내지  80℃에서,  통상적으로는  20분  내지  50시간,  바람직하게는  1내지  3시간동안 수행
한다.  아민은  일반식(Ⅱ)의  화합물  또는  일반식(Ⅳ)이  화합물  또는  그의  염의  몰당  1몰  이상의  양이 
사용된다.  이  반응은  통상적으로는  0°내지  100℃,  바람직하게는  10°내지  60℃에서,  통상적으로는 
20분 내지 30시간, 바람직하게는 1내지 5시간동안 수행한다.

다른  방법으로서,  일반식(Ⅱ)의  화합물  또는  일반식(Ⅳ)의  화합물  또는  그의  염을  아세트산 무수물
의  존재하에서  에틸  오르토포르메이트  또는  메틸  오르토  포르메이트와  반응시키고,  이어서  일반식 

R
2
-NH2 의  아민  또는  그의  염과  반응시킴으로써  각각  일반식(Ⅲ)의  화합물  또는  그의  염  또는 일반식

(Ⅴ)의 화합물 또는 그의 염을 수득 할 수 있다.

(ⅱ)  일반식(Ⅲ)의  화합물  또는  그의  염  또는  일반식(Ⅴ)의  화합물  또는  그의  염을  염기의  존재하에 
또는  염기의  부재하에서  폐환화시켜(바람직하게는  가열시켜),  일반식(Ⅰa)의  화합물  또는  그의  염 
또는 일반식(Ⅰb)의 화합물 또는 그의 염을, 각각 수득한다.

이  반응에  사용되는  용매는  반응에  불활성인  용매일  수  있고,  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를들어, 
N,  N-디메틸  포름아마이드,  N,  N-디메틸아세트  아마이드등과  같은  아마이드  ;  디옥산,  아니솔, 디에
틸렌 글리콜 디메틸 에테르등과 같은 에테르 ; 디메틸설폭사이드등과 같은 설폭사이드등이 
포함된다.  이들  용매는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이  혼합되어  사용될  수  있다.  염기에는,  예를들어, 
탄산  수소  나트륨,  탄산칼륨,  칼륨  3급-부톡사이드,  수소화나트륨  등이  포함된다.  사용되는  염기의 
양은  일반식(Ⅲ)  또는  (Ⅴ)의  화합물  또는  그의  염의  몰당  0.5내지  5몰이  바람직하다.  반응은 통상
적으로는  20내지  160℃,  바람직하게는  100내지  150℃에서,  통상으로는  5분  내지  30시간, 바람직하게
는 5분내지 1시간동안 수행한다

(ⅲ)  일반식(Ⅱ)의  화합물,  일반식(Ⅲ)의  화합물  또는  그의  염,  또는  일반식(Ⅰa)의  화합물  또는 그

의  염,  일반식, R
3b
-H(이때, R

3b
는  상기와  같이  정의된다)의  환상  아민  또는  그의  염과 반응시킴으로

써,  일반식(Ⅳ)의  화합물  또는  그의  염,  일반식(Ⅴ)의  화합물  또는  그의  염,  일반식(Ⅰb)의  화합물 
또는 그의 염을 각각 수독한다.

이  반응에  사용되는  용매는  반응에  불활성인  용매일  수  있고,  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벤젠, 톨루
엔,  크실렌  등과  같은  방향족  탄화수소  ;  디옥산,  테트라  하이드로푸란,  아니솔,  디에틸렌  글리콜 
디에틸  에테르등과  같은  에테르  ;  메틸렌클로라이드,  콜로로포름,  디클로로  에탄등과  같은  할로겐화 
탄화수소  ;  N,  N-디메틸포름  아마이드,  N,  N-디메틸아세트아마이드등과  같은  니트릴등이  포함되며, 
이들 용매는 단독으로 또는 두개이상이 혼합되어 사용될 수  있다.  사용되는 환상 아민 또는 그의 염
의  양은  일반식(Ⅱ)의  화합물,  일반식(Ⅲ)의  화합물  또는  그의  염,  또는  일반식(Ⅰa)의  화합물  또는 
그의  염  1몰당  바람직하게는  과량,  더  바람직하게는  2내지  5몰이다.  사용되는  환상의  아민의  양이 
약  1내지  1.3몰이면,  산  결합제는  일반식(Ⅱ)의  화합물,  일반식(Ⅲ)의  화합물  또는  그의  염,  또는 
일반식(Ⅰa)의  화합물  또는  그의  염,  몰당  1몰을  사용하면  충분하다.  산  결합제에는  트리에틸아민, 
1,  8-디아자비  사이클로  [5,  4,  0]운덱-7-엔(DBU),  칼륨  3급-부톡사이드,  탄산칼륨,  탄산나트륨, 수
소화나트륨 등과 같은 유기 또는 무기 염기가 포함된다.

 R
3b
-H의 염에는 일반식(Ⅰ)화합물의 염기 그룹에서의 염과 동일한 염이 포함된다.

이  반응은  통상으로는  0내지  150℃,  바람직하게는  50내지  100℃에서,  통상으로는  5분  내지  30시간, 
바람직하게는 30분 내지 3시간동안 수행한다.

R
1
이  카복실-보호  그룹을  나타내는  일반식  (Ⅰa),  (Ⅰb),  (Ⅲ)  또는  (Ⅴ)의  화합물  또는  그의  염을, 

경우에  따라,  통상적으로  0내지  100℃,  바람직하게는  20내지  100℃에서  5분내지  50시간, 바람직하게
는  5분내지  4시간동안  통상의  산  또는  알카리의  존재하에서  가수분해시킴으로써  상응하는  유리 카복
실산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또한  일반식(Ⅰa),  (Ⅰb),  (Ⅲ)  또는  (Ⅴ)의  화합물  또는  그의  염을, 
경우에  따라,  그  분야에  공지된  염-생성  반응화  또는  에스테르화시킴으로써  상응하는  화합물의  염 
또는  에스테르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일반식(Ⅰa),  (Ⅲ),  (Ⅳ)  또는  (Ⅴ)의  화합물  또는  그의  염이 
반응부위  이외의  위치에  활성  그룹(예,  하이드록실  그룹,  아미노  그룹등)을  가지면,  통상의 방법으
로 그 호라성 그룹을 미리 보호하였다가 반응이 끝난후에 보호그룹을 제거할 수도 있다.

수득된  화합물을  칼럼  크로마토그라피,  재결정화,  추출등과  같은  통상의  분리  및  정제  공정에 적용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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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3
가  할로겐  원자를  나타내는  일반식(Ⅰ)의  화합물  또는  그의  염(일반식(Ⅰa)의  화합물에 상응하

는)은  또한 R
3
가  치환된  또는  비치환된  환상의  아미노  그룹을  나타내는  화합물(일반식(Ⅰb)화합물에 

상응하는)을 수득하기 위한 중간체로서 유용하다.

본  발명의  화합물이  약품  또는  의약품으로서  쓰일  경우에는,  적절하게는  통상의  약제학적  제제에서 
사용되는  담체와  혼합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정제,  캅셀제,  산제,  시럽제,  과립제,  좌제,  연고, 주사
제  등으로  제조한다.  투여  경로,  용량,  투여횟수는  적절하게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
며,  통상적으로는  성인에게  0.1내지  100mg/kg/day량을  1회  내지  수회  분복하여  경구  또는 비경구적
으로(예, 주사, 적주, 항문투여)투여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다음의 참조 실시예, 실시예 및 제조 실시예에서 더욱 설명된다.

참조 실시예 및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다음 의미를 갖는다 ;

Me : 메틸 그룹,

Et : 에틸 그룹,

n-Pr : n-프로필 그룹,

i-Pr : 이소프로필 그룹,

Ac : 아세틸 그룹,

  : 알릴 그룹

  : 에틸렌 그룹.

[참조 실시예 1]

210ml의  클로로포름중에  21g의  2,  6-디클로로-5-플루오로니코틴산,  및  23.8g의  티오닐클로라이드를 
용해시키고,  생성된  용액에  0.1g의  N,  N-디메틸포름아마이드를  가한다.  생성된  혼합물을  70℃에서 2
시간동안  반응시킨다.  용매  및  과량의  염화  티오닐을  감압하에  증류로  제거하고,  수득된  잔사를 
21ml의  테트라  하이드로푸란중에  용해시킨다.  110ml의  테트라  하이드로푸란중에  25.1g의  디에틸 에
톡시마그네슘  말로네이트를  용해시키고,  그  용액을  -40°내지  -30℃로  냉각시킨다.  미리  동일 온도
에서  30분에  걸쳐  준비하였던  2,  6-디클로로-5-플루오로-니코티닐  클로라이드의  테트라 하이드로푸
란  용액을  이  용액으로  적가한다.  이  혼합  용액을  동일  온도에서  1시간동안  교반하고,  이어서 용액
의  온도를  단계적으로  실온으로  높힌다.  감압하에  증류하여  용매를  제거하고,  얻어진  잔사에 200ml
의  클로로포름  및  100ml의  물을  가한다.  6N염산으로  pH를  1로  맞춘다.  유기층을  분리하고, 연속적으
로  50ml의  물,  50ml의  5%탄산수소나트륨  수용액  및  50ml의  염화  나트륨  포화  수용액으로  세척한  후, 
무수황산  마그네슘상에서  건조시킨다.  감압하에  증류하여  용매를  제거하고,  수득된  오일성  생성물에 
50ml의  물  및  0.15g의  P-톨루엔  설폰산을  가한  후,  생성된  혼합물을  격렬히  교반하면서  100℃에서 2
시간동안  반응시킨다.  반응  혼합물을  100ml의  콜로로포름으로  추출한다.  유기층을  50ml의  염화 나트
륨  포화  수용액으로  세척하고  무수  황산  마그네슘  상에서  건조시킨  후에,  감압하에  증류하여  용매를 
제거한다.  수득된  잔사를  칼럼  크로마토그라피(WAKO  SILICA  GEL  C-200,  용출제  :  톨루엔)로 정제하
여 융점이 64-65℃인 23.5g의 에틸(2, 6-디클로로-5-플루오로니코티노일)-아세테이트를 수독한다.

IR(KBr)cm
-1
 : νc=0 1650, 1630, 1620

NMR(CDCl3 )δ값  :  1.25(1.29H,  t,  J=7Hz),  1.33(1.71H,  t,  J=7Hz),  4.07(1.14H,  s),  4.28(2H,  q, 

J=7Hz), 5.82(0.43H, s), 7.80(1H, d, J=7Hz), 12.62(0.43H, s)

[참조 실시예 2]

40ml의  벤젠중에  8.8g의  에틸(2,  6-디클로로-5-플루오로니코티노일)아세테이트를  용해시키고, 여기
에  4.5g의  N,  N-디메틸포름아미도디메틸아세탈을  가한  후에,  생성된  혼합물을  70℃에서  1.5시간동안 
반응시킨다.  이어서,  4.1g의  2,  4-디플루오로아닐린을  가하고  생성된  혼합물을  실온에서  4시간동안 
반응시킨다.  감압하에  여과하여  용매를  제거한다.  수득된  잔사를  칼럼  크로마토그라피(WAKO  SILICA 
GEL  C-200,  용출제  :  클로로포름)로  정제하여  융점이  138내지  139℃인  9.0g의  에틸  2-(2, 6-디클로
로-5-플루오로니코티노일)-3-(2, 4-디플루오로페닐아미노) 아크릴레이트를 수득한다.

IR(KBr)cm
-1
 : νc=0 1690

NMR(CDCl3)δ값 : 1.08(3H, t, J=7Hz), 4.10(2H, q, J=7Hz), 6.77-7.40(4H, m), 8.50(1H, d, 

J=13Hz), 12.70(1H, d, J=13Hz)

유사한 방법으로, 표 2의 화합물을 수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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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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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
KBr법 대신에 니이트법(neat method)을 이용하였다.

[참조 실시예 3]

(1)  55ml의  클로로포름중에  5.5g의  에틸(2,  6-디클로로-5-플루오로니코티노일)  아세테이트,  2.37g의 
N-메틸피페라진  및  2.37g의  트리에틸아민을  용해시키고,  생성된  용액을  60℃내지  65℃에서 2시간동
안  반응시킨다.  반응  혼합물을  30ml의  물로  세척하고,  무수황산  마그네슘상에서  건조시킨다. 감압하
에  증류하여  용매를  제거하고,  수득된  잔사를  칼럼  크로마토그라피(WAKO  SILICA  GEL  C-200,  용출제 
클로로포름)로  정제하여  5.4g의  오일성  에틸 [2-클로로-5-플루오로-6-(4-메틸-1-피페라지닐)니코티

노일] 아세티이트를 수득한다.

IR(Neat)cm
-1
 : νc=0 1750, 1695

NMR(CDCl3)δ값 : 1.25(3H, t, J=7Hz), 2.32(3H, s), 2,12-2.70(4H, m),  3.55-3.96(4H, m), 

4.03(2H, s), 4.20(2H, d, J=7Hz), 7.78(1H, d, J=13Hz)

유사한 방법으로, 표 3의 화합물을 수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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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  22.5ml의  벤젠중에  4.5g의  에틸  [2-클로로-5-플루오로-6-(4-메틸-1-피페라지닐)니코니노일] 아
세테이트를  용해시키고,  여기에  1.87g의  N,  N-디메틸포름아미도디메틸아세탈을  가한  후에,  생성된 
혼합물을  70℃에서  2시간동안  반응시킨다.  이어서,  1.8g의  4-메톡시-2-메틸아닐린을  가하고  생성된 
혼합물을  실온에서  4시간동안  반응시킨다.  이어서  감압하에  증류하여  용매를  제거하고  수득된 잔사
를  칼럼  크로마토그라피  [WAKO  SILICA  GEL  C-200,  용출제  :  클로로포름  :  에탄올=100  : 1(용적비)]
로  정제시킨다.  수득된  결정성물질을  10ml의  디에틸  에테르로  세척하여  융점이  141내지  142℃인 
5.0g의  에틸 2-[2-클로로-5-플루오로-6-(4-메틸-1-피페라지닐)-니코티노일]-3-(4-메톡시-2-메틸페닐

아미노)아크릴레이트를 수득한다.

IR(KBr)cm
-1
 : νc=0 1710(Sh), 1695

NMR(CDCl3)δ값 : 1.08(3H, t, J=7Hz), 2.32(3H, s), 2.40(3H, s), 2.23-2.68(4H, m), 3.47-

3.83(4H, m), 3.75(3H, s), 4.07(2H, q, J=7Hz), 6.65-7.25(3H, m), 7.20(1H, d, J=13Hz),  
8.48(1H, d, J=13Hz), 12.82(1H, d, J=13Hz)

유사한 방법으로, 표 4의 화합물을 수득한다.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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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
1 : KBr

*
2 : 니이트(Neat)

[실시예 1]

90ml의  N,  N-디메틸포름  아마이드중에  9.0g의  에틸  2-(2,  6-디클로로-5-플루오로니코티노일)-3-(2, 
4-디플루오로페닐아미노)  아크릴레이트를  용해시키고,  여기에  3.6g의  탄산수소  나트륨을  가한  후에 
120℃에서  20분간  반응시킨다.  이어서,  감압하에  증류하여  용매를  제거하고,  수득된  잔사를  50ml의 
클로로포름  중에  용해시킨다.  생성된  용액을  연속적으로  30ml의  물  및  30ml의  염화  나트륨 포화수용
액으로  세척하고,  이어서  무수  황산  마그네슘상에서  건조시킨다.  감압하에  증류하여  용매를 제거하
고,  수득된  결정성물질을  30ml의  디에틸에테르로  세척하여  융점이  220내지  222℃인  7.0g의  에틸 7-
클로로-6-플루오로-1-(2,  4-디플루오로페닐)-1,  4-디하이드로-4-옥소-1, 8-나프티리딘-3-카복실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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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수득한다.

IR(KBr)cm
-1
 : νc=0 1730, 1690

NMR(CDCl3 )δ값  :  1.36(3H,  t,  J=7Hz),  4.30(2H,  q,  J=7Hz),  6.80-7.60(3H,  m),  8.27(1H,  d,  J=7H), 

8.42(1H, s)

유사한 방법으로, 표 5의 화합물을 수득한다.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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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2]

(1)  35ml의  클로로포름중에  3.5g의  에틸  7-클로로-6-플루오로-1-(2,  4-디플루오로페닐)-1, 4-디하이
드로-4-옥소-1,  8-나프티리딘-3-카복실레이트를  용해시키고1.5g의  N-아사텔  피페라진  및  1.6g의 트
리에틸아민을  가한후에,  생성된  용액을  60℃에서  1시간동안  반응시킨다.  이어서  감압하에  증류하여 
용매를  제거하고,  수득된  잔사를  칼럼  크로마토그라피  [WAKO  SILICA  GEL  C-200,  용출제  클로로포름 
:  에탄올=30  :  1(용적비)]로  정제하여  융점이  207내지  209℃인  3.5g의  에틸 7-(4-아세틸-1-피페라지
닐)-6-플루오로-1-(2,  4-디플루오로페닐)-1,  4-디클로로-4-옥소  1,  8-나프티리딘-3-카복실레이트를 

수득한다.

IR(KBr)cm
-1
 : νc=0 1730, 1695

NMR(CDCl3 )δ값  :  1.38(3H,  t,  J=7Hz),  2.05(3H,  s),  3.53(8H,  bs),  4.30(2H,  q,  J=7Hz), 6.80-

7.75(3H, m), 8.00(1H, d, J=13Hz), 8.30(1H, s)

유사한 방법으로, 표 6의 화합물을 수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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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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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5ml의  6N염산중에 2.5g의  에틸 7-(4-아세틸-1-피페라지닐)-6-플루오로-1-(2, 
4-디플루오로페닐)-1,  4-디하이드로-4-옥소-1,  8-나프티리딘-3-카복실레이트를  용해시키고,  생성된 

용액을  환류하에서  2시간동안  가열한다.  이어서,  반응혼합물을  실온으로  냉각시키고,  그의  pH를 1N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으로  12로  맞춘다음  아세트산으로  6.5로  조절한다.  침전된  결정을  여과로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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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30ml의  물로  세척하고,  이어서  건조시켜서  1.8g의  6-플루오로-1-(2,  4-디플루오로페닐)-1, 4-디
하이드로-4-옥소-7-(1-피페라지닐)-1, 8-나프티리딘-3-카복실산을 수득한다.

NMR(TFA-d1)δ값 : 3.30-4.50(8H, m), 7.00-7.85(3H, m), 8.33(1H, d, J=13Hz), 9.21(1H, s)

유사한 방법으로, 표 7의 화합물을 수득한다.

[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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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
KBr법 대신에 누졸법(nujol method)를 이용하였다.

[실시예 3]

(1)  5ml의  클로로포름중에  0.50g의  에틸  7-클로로-6-플루오로-1-(2,  4-디플루오로페닐)-1, 4-디하이
드로-4-옥소-1,  8-나프티리딘-3-카복실레이트를  용해시키고,  0.20g의  3-아세틸아미노피롤리딘  및 

0.15g의  트리에틸아민을  가한후에,  생성된  용액을  60℃에서  1시간동안  반응시킨다.  이어서  감압하에 
증류하여  용매를  제거하고,  수득된  잔사를  칼럼  크로마토그라피  [WAKO  SILICA  GEL  C-200,  용출제  : 
클로로포름  :  에탄올=30  :  1(용적비)]로  정제하여  융점이  233내지  235℃인  0.5g의  에틸 7-(3-아세틸
아미노-1-피롤리디닐)-6-플루오로-1-(2,  4-디플루오로페닐)-1,  4-디클로로-4-옥소-1, 8-나프티리딘-

3-카복실레이트를 수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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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KBr)cm
-1
 : νc=0 1725, 1700

NMR(CDCl3)δ값 : 

유사한 방법으로, 표 8의 화합물을 수득한다.

[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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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5ml의  6N염산중에  0.25g의  에틸  7-(3-아세틸아미노-1-피롤리디닐)-6-플루오로-1-(2, 4-디플루
오로페닐)-1,  4-디하이드로-4-옥소-1,  8-나프디리딘-3-카복실레이트를  용해시키고,  생성된  용액을 
환류하에서  2시간동안  가열한다.  이어서  반응혼합물을  실온으로  냉각시ㅋ고,  그의  pH를 1N수산화나
트륨  수용액으로  12로  맞춘다음  아세트산으로  6.5로  조절한다.  침전된  결정을  여과로  모아서  2ml의 
물로  세척하고,  이어서  건조시켜서  0.18g의  7-(3-아미노-1-피롤리디닐)-6-플루오로-1-(2, 4-디플루

오로페닐)-1, 4-디하이드로-4-옥소-1, 8-나프티리딘-3-카복실산을 수득한다.

NMR(TFA-d1 )δ값  :  2.25-2.85(2H,m),  3.37-4.69(5H,  m),  6.93-7.81(3H,  m),  8.22(1H,  d,  J=11Hz), 

9.16(1H, s)

유사한 방법으로, 표 9의 화합물을 수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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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실시예 4]

(1)  20ml의  클로로포름중에  2.0g의  에틸  2,  6-디클로로-5-플루오로니코티노일아세테이트,  0.96g의 
3-아세틸아미노피롤리딘  및  0.8g의  트리에틸아민을  용해시키고,  생성된  용액을  60내지  65℃에서 2시
간동안  반응시킨다.  반응  혼합물을  30ml의  물로  세척하고,  무수  황산  마그네슘상에서  건조시킨다. 
감압하에  증류하여  용매를  제거하고,  수득된  잔사를  칼럼  크로마토그래피  [WAKO  SILICA  GEL  C-200, 
용출제  벤제  :  에틸  아세테이트=1  :  1(용적비)]로  정제하여  1.8g의  오일성  에틸 [2-클로로-5-플루오
로-6-(3-아세틸아미노-1-피롤리디닐)니코티노일] 아세테이트를 수득한다.

IR(Neat)cm
-1
 : νc=0 1740, 1650

NMR(CDCl3 )δ값  :  1.28(3H,  t,  J=7Hz),  1.97(3H,  s),  1.90-2.62(2H,  m),  4.02(2H,  s),  4.15(2H,  s), 

4.15(2H, q, J=7Hz), 3.50-4.70(5H, m), 7.06(1H, d, J=6Hz), 7.57(1H, d, J=13Hz)

(2)  10ml의  벤젠중에  0.7g의  에틸  2-클로로-5-플루오로-6-(3-아세틸아미노-1-피롤리디닐)니코티노일 
아세테이트를  용해시키고,  여기에  0.235g의  N,  N-디메틸포름아미도디메틸아세탈을  가한  후에, 생성
된  혼합물을  70℃에서  2시간동안  반응시킨다.  이어서,  0.243g의  2,  4-디플루오로아닐린을  가하고 생
성된  혼합물을  실온에서  8시간동안  반응시킨다.  그후에,  감압하에  증류하여  용매를  제거하고, 수득
된  잔사를  칼럼크로마토그라피  [WAKO  SILICA  GEL  C-200,  용출제  :  벤젠  :  에틸아세테이트=1  : 1(용
적비)]로  정제하여  융점이  82내지  85℃인  0.25g의  에틸 2-[2-클로로-5-플루오로-6-(3-아세틸아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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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롤리디닐)니코티노일]-3-(2, 4-디플루오로페닐 아미노) 아크릴레이트를 수득한다.

IR(KBr)cm
-1
 : νc=0 1695(Sh), 1660

NMR(CDCl3 )δ값  :  1.25(3H,  t,  J=7Hz),  2.07(3H,  s),  1.90-2.30(2H,  m),  4.19(2H,  q,  J=7Hz), 3.60-

4.70(5H, m), 6.49(1H, d, J=6Hz), 6.80-7.50(4H, m), 8.53(1H, d, J=13Hz), 12.46(1H, d, J=13Hz)

(3)  3ml의  N,  N-디메틸포름아마이드중에  0.2g의  에틸 2-[2-플로로-5-플루오로-6-(3-아세틸아미노-1-
피롤리디닐)니코티노일]-3-(2,  4-디플루오로  페닐아미노)  아크릴레이트를  용해시키고,  여기에 0.04g
의  탄산수소  나트륨을  가한  후에,  120℃에서  1시간동안  반응시킨다.  그후에  감압하에  증류하여 용매
를  제거하고,  수득된  잔사를  10ml의  클로로포름중에  용해시킨다.  생성된  용액을  연속적으로  10ml의 
물  및  10ml의  염화  나트륨  포화수용액으로  세척하그,  이어서  무수  황산  마그네슘상에서  건조시킨다. 
감압하에  증류하여  용매를  제거하고,  수득된  결정성  물질을  5ml의  디에틸  에테르로  세척하여  융점이 
233  내지  235℃인  0.13g의  에틸  7-(3-아세틸아미노-1-피롤리디닐)-6-플루오로-1-(2, 4-디플루오로페
닐)-1, 4-디하이드로-4-옥소-1, 8-나프티리딘-3-카복실레이트를 수득한다.

유사한  방법으로,  에틸  7-(3-아세틸아미노-1-피롤리디닐)-6-플루오로-1-(4-플루오로페닐)-1, 4-디하
이드로-4-옥소ㅡ1,  8-나프티리딘-3-카복실레이트를  수득한다.  이  생성물의  물리적  성질은  실시예 3-
(1)에서 수득된 생성물의 성질과 동일하다.

[실시예 5]

(1)  15ml의  6N염산중에  0.50g의  에틸  7-클로로-6-플루오로-1-(2,  4-디플루오로페닐)-1, 4-디하이드
로-4-옥소-1,  8-나프티리딘-3-카복실레이트를  현탁시키고,  생성된  현탁액을  환류하에서  3시간동안 
가열한다.  이어서,  반응혼합물을  50ml의  물로  희석하고  50ml씩의  클로로포름으로  3회  추출한다. 추
출물을 합하여 100ml의 염화 나트륨 포화수용액으로 세척하고, 무수 황산마그네슘상에서 
건조시킨다.  감압하에  증류로  용매를  제거한다.  수득된  결정성  물질을  15ml의  디에틸  에테르로 세척
하여  융점이  244내지  248℃인  0.40g의  7-클로로-6-플루오로-1-(2,  4-디플루오로페닐)-1, 4-디하이드
로-4-옥소-1, 8-나프티리딘-3-카복실산을 수득한다.

IR(KBr)cm
-1
 : νc=0 1720

NMR(d6-DMSO)δ값 : 7.26-8.56(3H, m), 8.86(1H, d, J=7Hz), 9.18(1H, s).

(2)  3ml의  디메틸설폭사이드중에  0.30g의  7-클로로-6-플루오로-1-(2,  4-디플루오로페닐)-1, 4-디하
이드로-4-옥소-1,  8-나프티리딘-3-카복실산을  현탁시키고,  이어서  0.25g의  N-메틸피페라진을 가한후
에,  생성된  현탁액을  60℃에서  30분간  반응시킨다.  이어서,  감압하에  증류하여  용매를  제거하고, 얻
어진  잔사에  30ml의  물을  가한다.  생성된  혼합물의  pH를  10%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으로  12로  맞추고, 
이어서  아세트산으로  7로  조절한다.  침전된  결정성  물질을  여과로  모아서  5ml의  물로  세척하여 융점
이  208내지  209℃인  0.24g의  6-플루오로-1-(2,  4-디플루오로페닐)-1, 4-디하이드로-7-(4-메틸-1-피

페라지닐)-4-옥소-1, 8-나프티리딘-3-카복실산을 수득한다.

IR(KBr)cm
-1
 : νc=0 1730

NMR(TFA-d1)δ값 : 3.30(3H, s), 3.45-5.25(8H, m), 7.12-8.10(3H, m), 8.49(1H, d, J=13Hz), 

9.38(1H, s).

[실시예 6]

50ml의  N,  N-디메틸포름아마이드중에  5.0g의  에틸 2-[2-클로로-5-플루오로-6-(4-메틸-1-피페라지
닐)니코티노일]-3-(4-메톡시-2-메틸페닐아미노)  아크릴레이트를  용해시키고,  여기에  1.03g의 탄산수
소  나트륨을  가한후에,  120℃에서  3시간동안  반응시킨다.  이어서,  감압하에  증류하여  용매를 제거하
고,  수득된  잔사를  50ml의  클로로포름중에  용해시킨다.  생성된  용액을  연속적으로  30ml의  물  및 
30ml의  염화나트륨  포화수용액을  세척하고,  이어서  무수황산  마그네슘상에서  건조시킨다.  감압하에 
증류하여  용매를  제거하고,  수득된  결정성  물질을  30ml의  디에틸에테르로  세척하여  융점이  144내지 
145℃인  2.38g의  에틸-6-플루오로-1,  4-디하이드로-1-(4-메톡시-2-메틸 페닐)-7-(4-메틸-1-피페라지

닐)-4-옥소-1, 8-나프티리딘-3-카복실레이트를 수득한다.

IR(KBr)cm
-1
 : νc=0 1730, 1690

NMR(CDCl3)δ값 : 1.33(3H, t, J=7Hz), 1.95(3H, s), 2.20(3H, s), 2.05-2.62(4H, m), 3.32-

3.63(4H,  m),  3.82(3H,  s),  4.32(2H,  q,  J=7Hz),  6.60-7.15(3H,  m),  8.02(1H,  d,  J=13Hz),  8.23(1H, 
s).

유사한 방법으로, 표 10의 화합물을 수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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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실시예 7]

5ml의  47%  브롬산중에  2.0g의  에틸  6-플루오로-1, 4-디하이드로-1-(4-메톡시-2-메틸페닐)-7-(4-메틸
-1-피페라지닐)-4-옥소-1,  8-나프티리딘-3-카복실레이트를  용해시키고,  생성된  용액을  120내지 125
℃에서  2시간동안  반응시킨다.  반응혼합물의  pH를  10%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으로  13으로  맞추고, 이
어서  아세트산으로  6.5로  맞춘다.  침전된  결정을  여과로  모으고  10ml의  물로  세척하여  융점이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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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높은  1.8g의  6-플루오로-1, 4-디하이드로-1-(4-하이드록시-2-메틸페닐)-7-(4-메틸-1-피페라지
닐)-4-옥소-1, 8-나프티리딘-3-카복실산을 수득한다.

IR(KBr)cm
-1
 : νc=0 1725, 1700(sh)

NMR(TFA-d1 )δ값  :  2.08(3H,  s),  3.12(3H,  s),  2.88-5.12(8H,  m),  6.93-7.62(3H,  m),  9.25(1H,  s), 

9.43(1H, d, J=13Hz)

유사한 방법으로 표 11의 화합물을 수득한다.

[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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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8]

10ml의  47%  브롬산중에  0.40g의  에틸  6-플루오로-1, 4-디하이드로-1-(4-메톡시페닐)-7-(1-피롤리디
닐)-4-옥소-1,  8-나프티리딘-3-카복실레이트를  용해시키고,  생성된  용액을  120내지  125℃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킨다.  반응혼합물의  pH를  10%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으로  13으로  맞추고  이어서 아세트산
으로  6.5로  맞춘다.  침전된  결정을  여과로  모으고  4ml의  물로  세척하여  융점이  263내지  265℃인 
0.30g의  6-플루오로-1,  4-디하이드로-1-(4-하이드록시페닐)-7-(1-피롤리디닐)-4-옥소-1, 8-나프티리

딘-3-카복실산을 수득한다.

IR(KBr)cm
-1
 : νc=0 1725, 1705

NMR(TFA-d1 )δ값  :  1.54-2.40(4H,  m),  3.14-4.14(4H,  m),  6.95-7.69(4H,  m),  8.09(1H,  d,  J=12Hz), 

9.14(1H, s).

유사한 방법으로, 다음 화합물을 수득한다 :

6-플루오로-1,  4-디하이드로-1-(4-하이드록시페닐)-7-(3-하이드록시-1-피롤리디닐)-4-옥소-1, 8-나
프티리딘-3-카복실산.

융점 : 180내지 183℃

IR(KBr)cm
-1
 : νc=0 1725, 1705

[실시예 9]

0.1g의  에틸  7-(4-아세틸-1-피페라지닐)-6-플루오로-1-(4-플루오로페닐)-1,  4-디하이드로-4-옥소-1, 
8-나프티리딘-3-카복실레이트에  2ml의  1N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및  2ml의  에탄올을  가하고,  생성된 
용액을  40°내지  50℃에서  10분간  반응시킨다.  그  후에  아세트산을  가하여  pH를  6.5로  조절한다. 이
어서  5ml씩의  클로로포름으로  2회  추출한다.  추출물을  합하여  연속적으로  5ml의  물  및  5ml의 염화나
트륨  포화수용액으로  세척한  다음  황산  마그네슘상에서  건조시킨다.  감압하에  증류하여  용매를 제거
하고,  얻어진  결정성  물질을  2ml의  디에틸  에테르로  세척하여  융점이  280℃보다  높은  0.08g의 7-(4-

아세틸-1-피페라지닐)-6-플루오로-1-(4-플루오로페닐)-1,  4-디하이드로-4-옥소-1, 8-나프티리딘-
3-카복실산을 수득한다.

IR(KBr)cm
-1
 : νc=0 1725, 1700(sh)

NMR(d6 -DMSO)δ값  :  2.05(3H,  s),  3.57(8H,  bs),  7.13-7.80(4H,  m),  8.13(1H,  d,  J=13Hz),  8.70(1H, 

s).

유사한 방법으로, 표 12의 화합물을 수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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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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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0]

0.10g의  에틸  6-플루오로-1-(4-플루오로페닐)-1, 4-디하이드로-7-(3-하이드록시-1-피롤리디닐)-4-옥
소-1,  8-나프티리딘-3-카복실레이트에  2ml에  1N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및  2ml의  에탄올을  가하고, 생
성된  용액을  40°내지  50℃에서  10분간  반응시킨다.  그  후에,  아세트산을  가하여  pH를  6.5로 조절한
다.  이어서  5ml씩의  클로로포름으로  2회  추출한다.  추출물을  합하여  연속적으로  5ml의  물  및  5ml의 
염화  나트륨  포화수용액으로  세척한  다음  황산  마그네슘상에서  건조시킨다.  감압하에  증류하여 용매
를  제거하고,  얻어진  결정성  물질을  2ml의  디에틸  에테르로  세척하여  융점이  280℃보다  높은 0.08g
의  6-플루오로-1(4-플루오로페닐)-1,  4-디하이드로-7-(3-하이드록시-1-피롤리디닐)-4-옥소-1, 8-나

프티리딘-3-카복실산을 수득한다.

IR(KBr)cm
-1
 : νc=0 1730

NMR(d6 -DMSO)δ값  :  1.92-2.52(2H,  m),  3.22-5.00(5H,  m),  6.97-7.60(4H,  m),  8.01(1H,  d,  J=11Hz), 

9.00(1H, s).

유사한 방법으로, 표 13의 화합물을 수득한다.

[표 13]

[실시예 11]

2.5ml의  진한  염산에  0.25g의  6-플루오로-1, 4-디하이드로-1-(4-하이드록시-2-메틸페닐)-4-옥소-7-
(1-피페라지닐)-1,  8-나프티리딘-3-카복실산을  용해시키고,  이어서  20ml의  에탄올을  가한후에, 생성
된  혼합물을  실온에서  15분간  교반한다.  침전된  결정을  여과로  모으고  5ml의  에탄올로  세척하여 융
점이  280℃보다  높은  0.2g의  6-플루오로-1, 4-디하이드로-1-(4-하이드록시-2-메틸페닐)-4-옥소-7-

(1-피페라지닐)-1, 8-나프티리딘-3-카복실산의 염산염을 수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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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KBr)cm
-1
 : νc=0 1725(sh), 1705

유사한 방법으로 표 14의 화합물을 수득한다.

[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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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2]

20ml의  진한  염산에  2.0g의  7-(3-아미노-1-피롤리디닐)-6-플루오로-1-(2,  4-디플루오로페닐)-1, 4-
디하이드로-4-옥소-1,  8-나프티리딘-3-카복실산을  용해시키고,  이어서  실온에서  200ml의  에탄올을 
가한후에,  생성된  혼합물을  15분간  교반한다.  침전된  결정을  여과로  모으고  40ml의  에탄올로 세척하
여  융점이  247내지  250℃(분해)인  1.4g의  7-(3-아미노-1-피롤리디닐)-6-플루오로-1-(2, 4-디플루오

로페닐)-1, 4-디하이드로-4-옥소-1, 8-나프티리딘-3-카복실산의 염산염을 수득한다.

IR(KBr)cm
-1
 : νc=0 1730

[실시예 13]

(1)  25ml의  클로로포름중에  0.5g의  에틸  2-(2,  6-디클로로-5-플루오로니코티노일)-3-(2, 4-디플루오
로페닐아미노)아크릴레이트,  0.143g의  N-메틸피페라진  및  0.145g의  트리에틸  아민을  용해시키고, 생
성된  용액을  환류하에  3.5시간동안  가열한다.  이어서,  반응혼합물을  연속적으로  3ml의  물  및  3ml의 
염화나트륨  포화수용액으로  세척한  다음  무수황산  마그네슘상에서  건조시킨다.  감압하에  증류하여 
용매를  제거하고,  얻어진  잔사를  칼럼  크로마토그라피  [WAKO  SILICA  GEL  C-200,  용출제  : 클로로포
름  :  에탄올=50  :  1(용적비)]로  정제하여  0.294g의  오일성  에틸 2-[2-클로로-5-플루오로-6-(4-메틸-
1-피페라지닐)니코티노일]-3-(2, 4-디플루오로페닐아미노)아크릴레이트를 수득한다.

IR(Neat)cm
-1
 : νc=0 1735, 1700

NMR(CDCl3 )δ값  :  1.13(3H,  t,  J=7Hz),  2.36(3H,  s),  2.55(4H,  t,  J=5Hz),  3.70(4H,  t,  J=5Hz), 

4.15(2H, q, J=7Hz),6.77-7.90(4H, m), 8.51(1H, d, J=13Hz), 12.50(1H, d, J=13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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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시예  6및  9와  동일한  방법으로  0.2g의  에틸 2-[2-클로로-5-플루오로-6-(4-메틸-1-피페라지
닐)니코티노일]-3-(2,  4-디플루오로페닐-아미노)아크릴  레이트를  처리함으로써,  융점이  208내지 209
℃인  0.12g의  6-플루오로-1-(2,  4-디플루오로페닐)-1, 4-디하이드로-7-(4-메틸-1-피페라지닐)-4-옥

소-1, 8-나프티리딘-3-카복실산을 수득한다.

[실시예 14]

0.3g의  에틸  7-(4-에톡시카보닐-2-메틸-1-피페라지닐)-6-플루오로-1-(2,  4-디플루오로페닐)-1, 4-디
하이드로-4-옥소-1,  8-나프티리딘-3-카복실레이트에  5ml의  1n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및  5ml의 에탄올
을  가하고,  생성된  용액을  90℃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킨다.  그후에,  아세트산을  가하여  pH를  6.5로 
조절한다.  침전된  결정을  여과로  모아서,  물로  세척하고  이어서  건조시켜  융점이  230내지  239℃인 
0.2g의  디에틸  에테르로  세척하여  0.08g의  6-플루오로-1-(2,  4-디플루오로페닐)-1, 4-디하이드로-7-
(2-메틸-1-피페라지닐)-4-옥소-1, 8-나프티리딘-3-카복실산을 수득한다.

IR(KBr)cm
-1
 : νc=0 1730

NMR(TFA-d1)δ값 : 1.50(3H, s), 3.20-5.15(7H, m), 7.00-7.90(3H, m), 8.35(1H, d, J=13Hz), 

9.20(1H, s).

[실시예 15]

20ml의  에탄올중에  1.0g의  3-아미노  피롤리딘의  중염산  염을  현탁시키고,  여기에  2.06g의 트리에틸
아민을  가하여  용액을  만든다.  이어서,  이  용액에  2.0g의  에틸  7-클로로-6-플루오로-1-(2, 4-디플루
오로페닐)-1,  4-디하이드로-4-옥소-1,  8-나프티리딘-3-카복실레이트를  30℃에서  15분에  걸쳐 가한다
음,  생성된  혼합물을  동일  온도에서  3시간동안  반응시킨다.  반응이  끝난  후에,  30ml의  물을  가하고, 
침전되는  결정을  여과로  모아서  4ml의  물로  세척한다.  얻어진  결정성  물질은  13ml의  6N염산중에 현
탁시키고,  생성된  현탁액을  환류하에  2시간동안  가열한다.  그후에,  반응  혼합물을  냉각시키고, 침전
된  결정을  여과로  모아서  2ml씩의  물로  2회  세척하여  1.97g의 7-(3-아미노-1-피롤리디닐)-6-플루오
로-1-(2,  4-디플루오로페닐)-1,  4-디하이드로-4-옥소-1,  8-나프티리딘-3-카복실산의  염산염을 수득

한다.

IR(KBr)cm
-1
 : νc=0 1730

[실시예 16]

75ml의  에탄올  및  75ml의  물중에  10.0g의  7-(3-아미노-1-피롤리디닐)-6-플루오로-1-(2, 4-디플루오
로페닐)-1,  4-디하이드로-4-옥소-1,  8-나프티리딘-3-카복실산을  현탁시킨다.  생성된  현탁액에 5.2g
의  P-톨루엔설폰산  일수화물을  40℃에서  가하고,  생성된  혼합물을  같은  온도에서  30분간  교반한다. 
그후에,  반응  혼합물을  15℃로  냉각시키고,  침전된  결정을  여과로  모아서  5ml의  에탄올  및  5ml의 물
의  혼합  용매로  세척하여  융점이  258내지  260℃인  12.8g의 7-(3-아미노-1-피롤리디닐)-6-플루오로-
1-(2,  4-디플루오로페닐)-1,  4-디하이드로-4-옥소-1,  8-나프티리딘-3-카복실산의  P-톨루엔설폰산 일

수화물염을 수득한다.

IR(KBr)cm
-1
 : νc=0 1735

유사한 방법으로 다음 화합물을 수득한다.

7-(3-아미노-1-피롤리디닐)-6-플루오로-1-(2,  4-디플루오로페닐)-1,  4-디하이드로-4-옥소-1, 8-나프
티리딘-3-카복실산의 옥살산염

융점(℃) : 250-253

IR(KBr)cm
-1
 : νc=0 1730

[실시예 17]

1.6g의  메탄설폰산  및  25ml의  아세트산  용액에  5.00g의 7-(3-아미노-1-피롤리디닐)-6-플루오로-1-
(2,  4-디플루오로페닐)-1,  4-디하이드로-4-옥소-1,  8-나프티리딘-3-카복실산을  가한  후에,  생성된 
현탁액을  실온에서  교반하여  용액을  만든다.  그  용액에  100ml의  에탄올을  40내지  45℃에서  30분에 
걸쳐  가한다.  그  후에  반응혼합물을  실온으로  냉각시키고,  30분간  교반한다.  침전된  결정을 여과하
여  모으고  20ml씩의  에탄올로  3회  세척하여  융점이  300℃보다  높은  3.12g의 7-(3-아미노-1-피롤리디
닐)-6-플루오로-1-(2,  4-디플루오로페닐)-1,  4-디하이드로-4-옥소-1,  8-나프티리딘-3-카복실산의 메

탄설폰산을 수득한다.

IR(KBr)cm
-1
 : νc=0 1735

유사한 방법으로 다음 화합물을 수득한다 :

7-(3-아미노-1-피롤리디닐)-6-플루오로-1-(2,  4-디플루오로페닐)-1,  4-디하이드로-4-옥소-1, 8-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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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리딘-3-카복실산의 황산염.

융점(℃) : 220-230

IR(KBr)cm
-1
 : νc=0 1735

[제조 실시예 1]

50g의  6-플루오로-1-(2,  4-디플루오로페닐-1,  4-디하이드로-4-옥소-7-(1-피페라지닐)-1, 8-나프티리
딘-3-카복실산을  49g의  결정성  셀룰로즈,  50g의  옥수수전분  및  1g의  마그테슘  스테아레이트와 혼합
하고, 그 혼합물을 압축하여 1000개의 납작한 정제를 제조한다.

[제조 실시예 2]

100g의  6-플루오로-1-(2,  4-디플루오로페닐-1,  4-디하이드로-4-옥소-7-(1-피페라지닐)-1,  8 나프티
리딘-3-카복실산을  50g의  옥수수전분과  혼합하고,  이  혼합물을  1000개의  캅셀에  충진시켜서 캅셀제
를 제조한다.

[제조 실시예 3]

50g의  7-(3-아미노-1-피롤리디닐)-1-(2,  4-디플루오로페닐)-6-플루오로-1,  4-디하이드로-4-옥소-1, 
8-나프티리딘-3-카복실산을  49g의  결정성  셀룰로즈,  50g의  옥수수  전분  및  1g의  마그네슘 스테아레
이트와 혼합하고, 그 혼합물을 압축하여 1000개의 납작한 정제를 제조한다.

[제조 실시예 4]

100g의  7-(3-아미노-1-피롤리디닐)-1-(2,  4-디플루오로페닐)-6-플루오로-1,  4-디하이드로-4-옥소-1, 
8-나프티리딘-3-카복실산과  50g의  옥수수전분을  혼합하고,  그  혼합물을  1000개의  캅셀에  충진시켜 
캅셀제를 제조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일반식(V')의  화합물  또는  그의  염을  폐환시킨  다음,  보호그룹을  제거함을  특징으로  하여, 일반식
(Ⅰ)의 1, 4-디하이드로-4-옥소나프티리딘 유도체 또는 그의 염을 제조하는 방법.

상기식에서, R
1
은  수소원자이고, R

2
는  불소원자, C1-4 알킬그룹  및  하이드록실  그룹으로  이루어진 그룹

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치환체에  의해  치환될  수  있는  페닐그룹이며, R
3
는 C1-4 알킬그룹, 아

미노그룹,  하이드록시그룹  및 C1-4 알킬아미노그룹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치환체에  의해 

치환될  수  있는  1-피롤리디닐  또는  1-피페라지닐  그룹이고, R
1a
는  카복실-보호그룹이며, R

2a
는 불소원

자, C1-4 알킬그룹  및  임의로  보호될  수  있는  하이드록실그룹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

도  하나의  치환체에  의해  치환될  수  있는  페닐그룹이고, R
3a
는 C1-4 알킬그룹  및 C1-4 알킬아미노그룹  및 

임의로  보호될  수  있는  아미노  및  하이드록시  그룹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치환체에 의
해 치환될 수 있는 1-피롤리디닐 또는 1-피페라지닐그룹이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7-(3-아미노-1-피롤리디닐)-1-(2,  4-디플루오로페닐)-6-플루오로-1, 4-디하이드로-
4-옥소-1, 8-나프티리딘-3-카복실산 또는 그의 염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1-(2,  4-디플루오로페닐)-6-플루오로-1,  4-디하이드로-4-옥소-7-(1-피페라지닐)-1, 
8-나프티리딘-3-카복실산 또는 그의 염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4 

일반식(Ⅰ'a)의  호합물  또는  그의  염을  일반식 R
3a
H(여기서, R

3a
는  하기  정의하는  바와같다)의  화합물 

또는  그의  염과  반응시킨  다음  보호그룹을  제거함을  특징으로  하여,  일반식(Ⅰ)의  1, 4-디하이드로-
4-옥소-나프티리딘 유도체 또는 그의 염을 제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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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식에서, R
1
은  수소원자이고, R

2
는  불소원자, C1-4 알킬그룹  및  하이드록실  그룹으로  이루어진 그룹

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치환체에  의해  치환될  수  있는  페닐그룹이며, R
3
는 C1-4 알킬그룹, 아

미노그룹,  하이드록시그룹  및 C1-4 알킬아미노그룹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치환체에  의해 

치환될  수  있는  1-피롤리디닐  또는  1-피페라지닐  그룹이고, R
1a
는  카복실-보호그룹이며, R

2a
는 불소원

자, C 1-4 알킬그룹  및  임의로  보호될  수  있는  하이드록실  그룹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

어도  하나의  치환체에  의해  치환될  수  있는  페닐그룹이고, R
3b
는  할로겐  원자이며, R

3a
는 C1-4 알킬그룹 

및 C1-4 알킬아미노그룹  및  임의로  보호될  수  있는  아미노  및  하이드록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치환체

에  의해  치환될  수  있는  1-피롤리디닐  또는  1-피페라지닐그룹이

다.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7-(3-아미노-1-피롤리디닐)-1-(2,  4-디플루오로페닐)-6-플루오로-1, 4-디하이드로-
4-옥소-1, 8-나프티리딘-3-카복실산 또는 그의 염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1-(2,  4-디플로오로페닐)-6-플루오로-1,  4-디하이드로-4-옥소-7-(1-피페라지닐)-1, 
8-나프티리딘-3-카복실산 또는 그의 염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7 

일반식(1a)의  화합물  또는  그의  염을  일반식 R
3
H(여기서, R

3
은  하기  정의하는  바와같다)의  화합물 또

는  그의  염과  반응시킴을  특징으로  하여,  일반식(Ⅰ)의  1,  4-디하이드로-4-옥소-나프티리딘  유도체 
또는 그의 염을 제조하는 방법.

상기식에서, R
1
은  수소원자이고, R

2
는  불소원자, C1-4 알킬그룹  및  하이드록실  그룹으로  이루어진 그룹

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치환체에  의해  치환될  수  있는  페닐그룹이며, R
3
는 C1-4 알킬그룹, 아

미노그룹,  하이드록시  그룹  및 C1-4 알킬아미노그룹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치환체에  의해 

치환될 수 있는 1-피롤리디닐 또는 1-피페라지닐 그룹이고, R
3b
는 할로겐 원자이다.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7-(3-아미노-1-피롤리디닐)-1-(2,  4-디플루오로페닐)-6-플루오로-1, 4-디하이드로-
4-옥소-1, 8-나프티리딘-3-카복실산 또는 그의 염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1-(2,  4-디플루오로페닐)-6-플루오로-1,  4-디하이드로-4-옥소-7-(1-피페라지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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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나프티리딘-3-카복실산 또는 그의 염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10 

일반식(Ⅰa˝)의  화합물  또는  그의  염을  일반식 R
3c
H(여기서, R

3c
는  보호된  아미노그룹  및  보호된 하

이드록실그룹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치환체에  의해  치환될  수  있는  1-피롤리디닐  또는 
1-피페라지닐  그룹이다)의  화합물  또는  그의  염과  반응시킨  다음  보호그룹을  제거함을  특징으로 하
여, 일반식(Ⅰ)의 1, 4-디하이드로-4-옥소-나프티리딘 유도체 또는 그의 염을 제조하는 방법.

상기식에서, R
1
은  수소원자이고, R

2
는  불소원자, C1-4 알킬그룹  및  하이드록실  그룹으로  이루어진 그룹

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치환체에  의해  치환될  수  있는  페닐그룹이며, R
3
는 C1-4 알킬그룹, 아

미노그룹,  하이드록시  그룹  및 C1-4 알킬아미노그룹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치환체에  의해 

치환될  수  있는  1-피롤리디닐  또는  1-피페라지닐  그룹이고, R
2a
는  불소원자, C1-4 알킬그룹  및  임의로 

보호될  수  있는  하이드록실  그룹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치환체에  의해 

치환될 수 있는 페닐그룹이며, R
3b
는 할로겐 원자이다.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7-(3-아미노-1-피롤리디닐)-1-(2,  4-디플루오로페닐)-6-플루오로-1, 4-디하이드로
-4-옥소-1, 8-나프티리딘-3-카복실산 또는 그의 염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1-(2,  4-디플루오로페닐)-6-플루오로-1,  4-디하 이드로-4-옥소-7-(1-피페라지닐)-
1, 8-나프티리딘-3-카복실산 또는 그의 염을 제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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