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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 김경미

(54) 이미다조나프티리딘, 및 그의 시토킨 생합성 유발시의 용도

요약

인터페론 및 종양 괴사 인자와 같은 시토킨의 생합성을 유발하는, 하기 화학식 I의 이미다조나프티리딘 화합물 및 하기 화

학식 II의 테트라히드로이미다조나프티리딘 화합물이 개시되어 있다.

<화학식 I>

<화학식 II>

상기 화합물 및 그의 제조에 유용한 중간체의 제조 방법도 또한 개시되어 있다. 상기 식에서 R1, R2, A 및 B는 본 출원에

정의된 바와 같다.

색인어

시토킨 생합성, 이미다조나프티리딘, 테트라히드로이미다조나프티리딘, 인터페론, 종양 괴사 인자, 면역 반응 조절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미다조나프티리딘 및 테트라히드로이미다조나프티리딘 화합물, 이들 화합물의 제조 방법, 및 이들 화합물의

제조시에 사용되는 중간체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이미다조나프티리딘 및 테트라히드로이미다조나프티리딘 화합

물을 함유하는 제약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면은 동물내의 면역조절제로서 및 시토킨 생합성 유발을 위

한 이들 화합물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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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이미다조[4,5-c]퀴놀린 고리계에 관한 믿을 수 있는 첫번째 보고서인 백맨 (Backman) 등의 문헌 [J. Org. Chem.

15, 1278-1284 (1950)]에는 항말라리아제로서 사용할 수 있는 1-(6-메톡시-8-퀴놀리닐)-2-메틸-1H-이미다조[4,5-

c]퀴놀린의 합성이 기재되어 있다. 이어서, 여러가지 치환된 1H-이미다조[4,5-c]퀴놀린의 합성이 보고되었다. 예를 들

어, 제인 (Jain) 등의 문헌 [J. Med. Chem. 11, pp. 87-92 (1968)]에는 가능성있는 항경련제 및 심혈관제로서 화합물 1-

[2-(4-피페리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의 합성이 보고되어 있다. 또한, 바라노프 (Baranov) 등의 문헌

[Chem. Abs. 85, 94362 (1976)]에는 여러가지 2-옥소이미다조[4,5-c]퀴놀린이 보고되어 있고, 베레니 (Berenyi) 등의

문헌 [J. Heterocyclic Chem. 18, 1537-1540 (1981)]에는 특정 2-옥소이미다조[4,5-c]퀴놀린이 보고되어 있다.

특정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및 그의 1- 및 2-치환 유도체는 항바이러스제, 기관지확장제 및 면역조절제로

서 유용한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다. 이들은 특히, 모두 본 명세서에 참고문헌으로 인용되는 미국 특허 제4,689,338호, 동

제4,698,348호, 동 제4,929,624호, 동 제5,037,986호, 동 제5,268,376호, 동 제5,346,905호 및 동 제5,389,640호에 기

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WO 제98/30562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이미다조퀴놀린 고리계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고 있지만,

시토킨 생합성 또는 다른 메카니즘을 유발함으로써 면역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화합물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개요

본 발명자들은 동물내에 시토킨 생합성을 유발하는데 유용한 신규한 부류의 화합물을 밝혀내었다. 따라서, 본 발명은 하기

화학식 I의 이미다조나프티리딘 화합물을 제공한다.

<화학식 I>

식 중,

A는 =N-CR=CR-CR=; =CR-N=CR-CR=; =CR-CR=N-CR= 또는 =CR-CR=CR-N=이고,

R1은 수소;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O-C1-20알킬, -O-(C1-20알킬)0-1-아릴, -O-(C1-20알킬)0-1-헤테로

아릴, -O-(C 1-20알킬)0-1-헤테로시클릴, -C1-20알콕시카르보닐, -S(O)0-2-C1-20알킬, -S(O)0-2-(C1-20 알킬)0-1-아

릴, -S(O)0-2-(C1-20알킬)0-1-헤테로아릴, -S(O)0-2-(C1-20알킬)0-1-헤테로시클릴, -N(R3)2, -N3, 옥소, -할로겐, -

NO2, -OH 및 -SH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1개 이상의 치환체로 치환되거나 또는 비치환된 -C1-20알킬 또는 C2-

20알케닐; 및 -C1-20알킬-NR3 -Q-X-R4 또는 -C2-20알케닐-NR3-Q-X-R4 [여기서, Q는 -CO- 또는 -SO2-이고, X는

단일결합, -O- 또는 -NR3-이고, R4는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또는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O-

C1-20알킬, -O-(C1-20알킬)0-1-아릴, -O-(C1-20알킬) 0-1-헤테로아릴, -O-(C1-20알킬)0-1-헤테로시클릴, -C1-20알콕

시카르보닐, -S(O)0-2-C 1-20알킬, -S(O)0-2-(C1-20 알킬)0-1-아릴, -S(O)0-2-(C1-20알킬)0-1-헤테로아릴, -S(O) 0-2-

(C1-20알킬)0-1-헤테로시클릴, -N(R3)2, -NR3-CO-O-C1-20알킬, -N3, 옥소, -할로겐, -NO2, -OH 및 -SH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1개 이상의 치환체로 치환되거나 또는 비치환된 -C1-20알킬 또는 C2-20알케닐이거나; 또는

(여기서, Y는 -N- 또는 -CR-임)임]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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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는 수소; -C1-10알킬; -C2-10알케닐; -아릴; -C1-10알킬-O-C 1-10-알킬; -C1-10알킬-O-C2-10알케닐; 및 -OH, -할로

겐, -N(R3)2, -CO-N(R 3)2, -CO-C1-10알킬, -N3,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CO-아릴 및 -CO-헤테로아릴

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1개 이상의 치환체로 치환된 -C1-10알킬 또는 C2-10알케닐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

되며,

각각의 R3은 독립적으로 수소 및 C1-10알킬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각각의 R은 독립적으로 수소, C1-10알킬, C1-10알콕시, 할로겐 및 트리플루오로메틸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다.

본 발명은 또한 하기 화학식 II의 테트라히드로이미다조나프티리딘 화합물을 제공한다.

<화학식 II>

식 중,

B는 -NR-C(R)2-C(R)2-C(R)2-; -C(R)2-NR-C(R)2-C(R) 2-; -C(R)2-C(R)2-NR-C(R)2- 또는 -C(R)2-C(R)2-C(R)2-

NR이고,

R1은 수소;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O-C1-20알킬, -O-(C1-20알킬)0-1-아릴, -O-(C1-20알킬)0-1-헤테로

아릴, -O-(C 1-20알킬)0-1-헤테로시클릴, -C1-20알콕시카르보닐, -S(O)0-2-C1-20알킬, -S(O)0-2-(C1-20 알킬)0-1-아

릴, -S(O)0-2-(C1-20알킬)0-1-헤테로아릴, -S(O)0-2-(C1-20알킬)0-1-헤테로시클릴, -N(R3)2, -N3, 옥소, -할로겐, -

NO2, -OH 및 -SH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1개 이상의 치환체로 치환되거나 또는 비치환된 -C1-20알킬 또는 C2-

20알케닐; 및 -C1-20알킬-NR3 -Q-X-R4 또는 -C2-20알케닐-NR3-Q-X-R4 [여기서, Q는 -CO- 또는 -SO2-이고, X는

단일결합, -O- 또는 -NR3-이고, R4는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또는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O-

C1-20알킬, -O-(C1-20알킬)0-1-아릴, -O-(C1-20알킬) 0-1-헤테로아릴, -O-(C1-20알킬)0-1-헤테로시클릴, -C1-20알콕

시카르보닐, -S(O)0-2-C 1-20알킬, -S(O)0-2-(C1-20알킬)0-1-아릴, -S(O)0-2-(C1-20알킬)0-1-헤테로아릴, -S(O)0-2-

(C1-20알킬)0-1-헤테로시클릴, -N(R3)2, -NR3-CO-O-C1-20알킬, -N3, 옥소, -할로겐, -NO2, -OH 및 -SH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1개 이상의 치환체로 치환되거나 또는 비치환된 -C1-20알킬 또는 C2-20알케닐이거나; 또는

(여기서, Y는 -N- 또는 -CR-임)임]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R2는 수소; -C1-10알킬; -C2-10알케닐; -아릴; -C1-10알킬-O-C 1-10-알킬; -C1-10알킬-O-C2-10알케닐; 및 -OH, -할로

겐, -N(R3)2, -CO-N(R 3)2, -CO-C1-10알킬, -N3,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CO-아릴 및 -CO-헤테로아릴

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1개 이상의 치환체로 치환된 -C1-10알킬 또는 C2-10알케닐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

되며,

각각의 R3은 독립적으로 수소 및 C1-10알킬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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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R은 독립적으로 수소, C1-10알킬, C1-10알콕시, 할로겐 및 트리플루오로메틸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다.

화학식 I 및 화학식 II의 화합물은 동물에게 투여되는 경우, 시토킨 생합성을 유발하거나 또는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이들

의 능력으로 인해 면역 반응 조절제로서 유용하다. 이러한 능력은 상기 화합물이 여러가지 질병, 예를 들어 이러한 면역 반

응 변화에 반응하는 바이러스성 질환 및 종양의 치료에 유용하게끔 한다.

본 발명은 또한 화학식 I 및 화학식 II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제약 조성물, 및 화학식 I 또는 화학식 II의 화합물을 동물에게

투여함으로써 동물내의 시토킨 생합성을 유발하고(하거나) 동물의 바이러스성 감염을 치료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화학식 I 및 화학식 II의 화합물의 합성 방법, 및 이들 화학물의 합성에 유용한 중간체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동물에게 화학식 I 또는 화학식 II의 화합물을 유효량 투여하여 인터페론 생합성을 유발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동물내에 인터페론 생합성을 유발하는 방법, 및 동물에게 화학식 I 또는 화학식 II의 화합물을 유효량 투여하여 바이

러스성 감염을 억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동물의 바이러스성 감염을 치료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하기 화학식 I의 화합물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가능한 염을 제공한다.

<화학식 I>

식 중, A, R1 및 R2는 상기 정의된 바와 같다.

본 발명은 또한 하기 화학식 II의 화합물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가능한 염을 제공한다.

<화학식 II>

식 중, B, R1 및 R2는 상기 정의된 바와 같다.

본 명세서에 사용되는 용어 "알킬", "알케닐" 및 접두사 "알크 (alk)-"는 직쇄기 및 분지쇄기 및 환식기, 즉 시클로알킬 및

시클로알케닐 모두를 포함한다. 이들 환식기는 모노시클릭 또는 폴리시클릭일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3 내지 10개의 고

리 탄소 원자를 갖는다. 환식기의 예로는 시클로프로필, 시클로펜틸, 시클로헥실 및 아다만틸을 들 수 있다.

본 명세서에 사용되는 용어 "아릴"에는 카르보시클릭 방향족 고리 또는 고리계가 포함된다. 아릴기의 예로는 페닐, 나프틸,

비페닐, 플루오레닐 및 인데닐을 들 수 있다. 용어 "헤테로아릴"에는 적어도 하나의 고리 헤테로 원자 (예를 들어, O, S, N)

를 지닌 방향족 고리 또는 고리계가 포함된다. 적합한 헤테로아릴기로는 푸릴, 티에닐, 피리딜, 퀴놀리닐, 테트라졸릴, 이

미다조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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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테로시클릴"에는 하나 이상의 고리 헤테로 원자 (예를 들어, O, S, N)를 지닌 비방향족 고리 또는 고리계가 포함된다.

헤테로시클릭기의 예로는 피롤리디닐, 테트라히드로푸라닐, 모르폴리닐, 티아졸리디닐 및 이미다졸리디닐을 들 수 있다.

아릴기, 헤테로아릴기 및 헤테로시클릴기는 C1-20알킬, 히드록시, 할로겐, N(R3)2, NO2, C1-20알콕시, C1-20알킬티오, 트

리할로메틸, C1-20아실, 아실카르보닐, 헤테로아릴카르보닐, (C1-10알킬)0-1-아릴, (C1-10알킬)0-1-헤테로아릴, 니트릴,

C1-20알콕시카르보닐, 옥소, 아릴알킬 (여기서, 알킬기의 탄소수는 1 내지 10개임) 및 헤테로아릴알킬 (여기서, 알킬기의

탄소수는 1 내지 10개임)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1개 이상의 치환체로 치환되거나 또는 비치환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본 명세서에 기재된, 부분입체이성질체 및 거울상이성질체와 같은 이성질체, 염, 용매화물, 다형을 비롯한 임의

의 제약상 허용가능한 형태의 화합물을 포함한다.

<화합물의 제조>

A가 =N-CR=CR-CR=이거나 또는 B가 -NR-C(R)2-C(R)2-C(R)2-이고, R, R1 및 R2가 상기 정의된 바와 같은 화학식 I

및 화학식 II의 화합물은 하기 반응식 I에 따라 제조할 수 있다.

<반응식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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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III의 여러 2-아미노니코틴산은 공지되어 있다 (예를 들어, US 제3,917,624호 참조). R이 수소인 화합물은 시판 이

용가능하다. 반응식 I의 단계 (1)에서, 화학식 III의 2-아미노니코틴산은 가열에 의해 아세트산 무수물과 반응하여 화학식

IV의 2-메틸-4H-피리도[2,3-d][1,3]옥사진-4-온을 제공한다. R이 수소인 화학식 IV의 화합물은 공지되어 있고 그의

제법은 본 명세서에 참고문헌으로 인용되는 미국 특허 제3,314,941호 (리텔 (Littell))에 개시되어 있다.

반응식 I의 단계 (2)에서, 화학식 IV의 화합물은 아세트산과 같은 적합한 용매중에서 아지드화나트륨과 반응하여 화학식

V의 테트라졸릴 니코틴산을 제공한다. 이 반응은 편리하게는 주변 조건에서 수행할 수 있다.

반응식 I의 단계 (3)에서, 화학식 V의 산은 에스테르화되어 화학식 VI의 화합물을 제공한다. 에스테르화는 통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산은 탄산칼륨 및 에틸 요오다이드를 사용하여 아세톤중에서 에스테르화될 수

있다.

반응식 I의 단계 (4)에서, 화학식 VI의 화합물은 고리화되어 화학식 VII의 테트라졸로[1,5-a][1,8]나프티리딘-5-올을 제

공한다. 이 반응은 화학식 VI의 화합물을 주변 조건에서 적합한 용매중의 알콕시드, 예를 들어 N,N-디메틸포름아미드중

의 에톡시화칼륨과 반응시킴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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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식 I의 단계 (5)에서, 화학식 VII의 화합물은 질산과 같은 적합한 니트로화제를 사용하여 니트로화되어 화학식 VIII의

4-니트로테트라졸로[1,5-a][1,8]나프티리딘-5-올을 제공한다.

반응식 I의 단계 (6)에서, 화학식 VIII의 화합물은 화학식 IX의 트리플레이트로 전환된다. 이 반응은 바람직하게는 화학식

VIII의 화합물을 디클로로메탄과 같은 적합한 용매중에서 염기, 바람직하게는 트리에틸 아민과 같은 3급 아민과 배합한 후

에 트리플루오로메탄술폰산 무수물을 첨가함으로써 수행된다. 이러한 첨가는 바람직하게는 조절된 방식, 예를 들어 감온,

예컨대 약 0 ℃에서 적가함으로써 수행된다. 생성물은 통상의 방법에 의해 단리될 수 있거나 또는 단계 (7)과 관련되어 상

술한 바와 같이 단리 없이 수행될 수 있다.

반응식 I의 단계 (7)에서, 화학식 IX의 화합물은 화학식 R1NH2 (여기서, R1은 상기 정의된 바와 같음)의 아민과 반응하여

화학식 X의 4-니트로테트라졸로[1,5-a][1,8]나프티리딘-5-아민을 제공한다. 이 반응은 아민을 단계 (6)으로부터 생성

된 반응 혼합물에 첨가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이 반응은 또한 아민을 디클로로메탄과 같은 적합한 용매중의 화학식 IX

의 화합물 및 3급 아민의 용액에 첨가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반응식 I의 단계 (8)에서, 화학식 X의 화합물은 환원되어 화학식 XI의 테트라졸로[1,5-a][1,8]나프티리딘-4,5-디아민을

제공한다. 바람직하게는, 이러한 환원은 탄소상의 백금 또는 탄소상의 팔라듐과 같은 통상의 불균일 수소화 촉매를 사용하

여 수행된다. 이 반응은 편리하게는 에탄올과 같은 적합한 용매중에서 파르 (Parr) 장치상에서 수행될 수 있다.

반응식 I의 단계 (9)에서, 화학식 XI의 화합물은 카르복실산 또는 그의 등가물과 반응하여 화학식 XII의 1H-테트라졸로

[1,5-a]이미다조[4,5-c][1,8]나프티리딘을 제공한다. 카르복실산에 대한 적합한 등가물로는 산 할라이드, 오르쏘에스

테르 및 1,1-디알콕시알킬 알카노에이트를 들 수 있다. 카르복실산 또는 그의 등가물은 화학식 XII의 화합물에 원하는 R2

치환체를 제공하도록 선택된다. 예를 들어, 디에톡시메틸아세테이트는 R2가 수소인 화합물을 제공하고, 발레릴 클로라이

드는 R2가 부틸인 화합물을 제공할 것이다. 이 반응은 용매의 부재하에 아세트산과 같은 카르복실산중에서, 또는 카르복실

산의 존재하에 불활성 용매중에서 수행될 수 있다. 이 반응은 충분한 가열하에 수행되어 반응 부산물로서 형성되는 모든

알콜 또는 물이 제거된다.

반응식 I의 단계 (10)에서, 화학식 XII의 화합물은 트리페닐포스핀과 반응하여 화학식 XIII의 N-트리페닐포스피닐-1H-이

미다조[4,5-c][1,8]나프티리딘-4-아민을 제공한다. 이 반응은 화학식 XII의 화합물을 1,2-디클로로벤젠과 같은 적합한

용매중의 트리페닐포스핀과 배합하여 가열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반응식 I의 단계 (11)에서, 화학식 XIII의 화합물은 가수분해되어 화학식 I의 아류인 화학식 XIV의 1H-이미다조[4,5-c]

[1,8]나프티리딘-4-아민을 제공한다. 가수분해는 통상의 방법에 의해, 예컨대 산의 존재하에 저급 알칸올을 가열함으로

써 수행될 수 있다. 생성물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가능한 염은 통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단리될 수 있다.

반응식 I의 단계 (12)에서, 화학식 XIV의 화합물은 환원되어 화학식 II의 아류인 화학식 XV의 6,7,8,9-테트라히드로-1H-

이미다조[4,5-c][1,8]나프티리딘-4-아민을 제공한다. 이 반응은 화학식 XIV의 화합물을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중에 현

탁 또는 용해시키고, 촉매량의 산화백금(IV)을 가한 후, 혼합물을 수소압하에 둠으로써 수행된다. 이 반응은 편리하게는 파

르 장치에서 수행할 수 있다. 생성물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가능한 염은 통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단리시킬 수 있다.

별법으로는, 반응식 I의 단계 (13)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화학식 XII의 화합물을 환원시켜 화학식 XV의 6,7,8,9-테트라히

드로-1H-이미다조[4,5-c][1,8]나프티리딘-4-아민을 제조할 수 있다. 이러한 환원은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중에 화학

식 XII의 화합물을 현탁 또는 용해시키고, 촉매량의 산화백금(IV)을 가한 후, 혼합물을 수소압하에 둠으로써 수행된다. 이

반응은 편리하게는 파르 장치에서 수행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생성물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가능한 염은 통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단리시킬 수 있다.

A가 =CR-N=CR-CR=이거나 또는 B가 -C(R)2-NR-C(R)2-C(R)2-이고, R, R1 및 R2가 상기 정의된 바와 같은 화학식 I

및 화학식 II의 화합물은 하기 반응식 II에 따라 제조할 수 있다.

<반응식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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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식 II의 단계 (1)에서, 화학식 XVI의 3-아미노이소니코틴산은 가열에 의해 아세트산 무수물과 반응하여 화학식 XVII

의 2-메틸-4H-피리도[3,4-d][1,3]옥사진-4-온을 제공한다. R이 수소인 화학식 XVII의 화합물은 공지되어 있고, 그의

제법은 상기 인용된 리텔의 특허에 개시되어 있다.

반응식 II의 단계 (2)에서, 화학식 XVII의 화합물은 아세트산과 같은 적합한 용매중에서 아지드화나트륨과 반응하여 화학

식 XVIII의 테트라졸릴 이소니코틴산을 제공한다. 반응은 편리하게는 주변 조건에서 수행할 수 있다.

반응식 II의 단계 (3)에서, 화학식 XVIII의 산은 에스테르화되어 화학식 XIX의 화합물을 제공한다. 에스테르화는 통상의 방

법을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은 아세톤중에서 탄산칼륨 및 에틸 요오다이드를 사용하거나 또는 디클로로

메탄과 같은 적합한 용매중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 디에틸 아세탈과 반응시킴으로써 에스테르화될 수 있다.

반응식 II의 단계 (4)에서, 화학식 XIX의 화합물은 고리화되어 화학식 XX의 테트라졸로[1,5-a][1,7]나프티리딘-5-올을

제공한다. 반응은 주변 조건에서 화학식 XIX의 화합물을 적합한 용매중의 알콕시드, 예를 들어 N,N-디메틸포름아미드중

의 에톡시화칼륨과 반응시킴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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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식 II의 단계 (5)에서, 화학식 XX의 화합물은 티오닐 클로라이드, 옥살릴 클로라이드, 오염화인 또는 바람직하게는 옥

시염화인과 같은 적합한 염소화제를 사용하여 염소화되어 화학식 XXI의 5-클로로테트라졸로[1,5-a][1,7]나프티리딘을

제공한다. 이 반응은 불활성 용매 또는 적절한 경우, 순수 염소처리제중에서 수행될 수 있다. 바람직한 반응 조건에는 약

90 ℃에서 가열하면서 순수 옥시염화인중에서의 반응이 포함된다.

반응식 II의 단계 (6)에서, 화학식 XXI의 화합물은 화학식 R1NH2 (여기서, R1은 상기 정의된 바와 같음)의 아민과 반응하

여 화학식 XXII의 테트라졸로[1,5-a][1,7]나프티리딘-5-아민을 제공한다. 이 반응은 과잉의 아민의 존재하에 가열에 의

해 수행될 수 있다.

반응식 II의 단계 (7)에서, 화학식 XXII의 화합물은 질산과 같은 적합한 니트로화제를 사용하여 니트로화되어 화학식 XXIII

의 4-니트로테트라졸로[1,5-a][1,7]나프티리딘-5-아민을 제공한다. 바람직하게는, 반응은 온화하게 가열한 아세트산

및 과잉의 질산중에서 수행된다.

반응식 II의 단계 (8)에서, 화학식 XXIII의 화합물은 환원되어 화학식 XXIV의 테트라졸로[1,5-a][1,7]나프티리딘-4,5-

디아민을 제공한다. 바람직하게는, 환원은 아세트산과 같은 적합한 용매중에서 과잉의 황화수소나트륨을 사용하여 수행된

다.

반응식 II의 단계 (9)에서, 화학식 XXIV의 화합물은 카르복실산 또는 그의 등가물과 반응하여 화학식 XXV의 1H-테트라

졸로[1,5-a]이미다조[4,5-c][1,7]나프티리딘을 제공한다. 카르복실산에 대한 적합한 등가물로는 산 할라이드, 오르쏘

에스테르 및 1,1-디알콕시알킬 알카노에이트를 들 수 있다. 카르복실산 또는 그의 등가물은 화학식 XXV의 화합물에 원하

는 R2 치환체를 제공하도록 선택된다. 예를 들어, 디에톡시메틸아세테이트는 R2가 수소인 화합물을 제공하고, 발레릴 클

로라이드는 R2가 부틸인 화합물을 제공할 것이다. 이 반응은 용매의 부재하에, 아세트산과 같은 카르복실산중에서 또는 카

르복실산의 존재하에 불활성 용매중에서 수행될 수 있다. 이 반응은 충분한 가열하에 수행되어 반응 부산물로서 형성되는

모든 알콜 또는 물이 제거된다.

반응식 II의 단계 (10)에서, 화학식 XXV의 화합물은 트리페닐포스핀과 반응하여 화학식 XXVI의 N-트리페닐포스피닐-

1H-이미다조[4,5-c][1,7]나프티리딘-4-아민을 제공한다. 이 반응은 화학식 XXV의 화합물을 1,2-디클로로벤젠과 같

은 적합한 용매중의 트리페닐포스핀과 배합하여 가열함으로서 수행될 수 있다.

반응식 II의 단계 (11)에서, 화학식 XXVI의 화합물은 가수분해되어 화학식 I의 아류인 화학식 XXVII의 1H-이미다조[4,5-

c][1,7]나프티리딘-4-아민을 제공한다. 가수분해는 통상의 방법에 의해, 예컨대 산의 존재하에 저급 알칸올중에서 가열

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생성물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가능한 염은 통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단리시킬 수 있다.

반응식 II의 단계 (12)에서, 화학식 XXVII의 화합물은 환원되어 화학식 II의 아류인 화학식 XXVIII의 6,7,8,9-테트라히드

로-1H-이미다조[4,5-c][1,7]나프티리딘-4-아민을 제공한다. 이 환원은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중에 화학식 XXVII의 화

합물을 현탁 또는 용해시키고, 촉매량의 산화백금(IV)을 가한 후, 혼합물을 수소압하에 둠으로써 수행한다. 이 반응은 편리

하게는 파르 장치에서 수행할 수 있다. 생성물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가능한 염은 통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단리시킬 수 있

다.

별법으로, 반응식 II의 단계 (13)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화학식 XXVIII의 6,7,8,9-테트라히드로-1H-이미다조[4,5-c]

[1,7]나프티리딘-4-아민은 화학식 XXV의 화합물을 환원시킴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 반응은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중에

화학식 XXV의 화합물을 현탁 또는 용해시키고, 촉매량의 산화백금(IV)을 가한 후, 혼합물을 수소압하에 둠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 이 반응은 편리하게는 파르 장치에서 수행될 수 있다. 생성물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가능한 염은 통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단리시킬 수 있다.

A가 =CR-CR=CR-N=이거나 또는 B가 -C(R)2-C(R)2-C(R)2-NR-이고, R, R1 및 R2가 상기 정의된 바와 같은 화학식 I

및 화학식 II의 화합물은 하기 반응식 III에 따라 제조할 수 있다.

<반응식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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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식 III의 단계 (1)에서, 화학식 XXIX의 3-니트로[1,5]나프티리딘-4-올은 옥시염화인과 같은 적합한 염소화제를 사용

하여 염소화되어 화학식 XXX의 4-클로로-3-니트로[1,5]나프티리딘을 제공한다. 이 반응은 화학식 XXIX의 화합물을 온

화하게 가열하면서 (약 55 ℃) N,N-디메틸포름아미드와 같은 적합한 용매중에서 옥시염화인과 반응시킴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이 화합물은 통상의 방법에 의해 단리시킬 수 있거나 또는 단계 (2)와 관련하여 이하 설명되는 바와 같이, 단리 없이

수행할 수 있다. R이 수소인 화학식 XXIX의 화합물은 공지되어 있고, 그 제법은 하트 (Hart)의 문헌 [Journal of the

Chemical Society pp. 212-214, (1956)]에 개시되어 있다.

반응식 III의 단계 (2)에서, 화학식 XXX의 4-클로로-3-니트로[1,5]나프티리딘은 화학식 R1NH2 (여기서, R1은 상기 정의

된 바와 같음)의 아민과 반응하여 화학식 XXXI의 3-니트로[1,5]나프티리딘-4-아민을 제공한다. 이 반응은 단계 (1)로부

터 생성된 반응 혼합물에 물을 가한 후에 과잉의 아민을 가하고, 이어서 증기조상에서 가열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반응

은 또한 과잉의 아민을 디클로로메탄과 같은 적합한 용매중의 화학식 XXX의 화합물의 용액에 가하고, 임의로는 가열함으

로써 수행할 수 있다. R1이 수소인 화학식 XXXI의 화합물은 공지되어 있고, 그의 제법은 워츠니아크 (Wozniak) 등의 문헌

[J. R. Neth. Chem. Soc. 102(12), pp. 511-13 (1983)]에 개시되어 있다.

반응식 III의 단계 (3)에서, 화학식 XXXI의 3-니트로[1,5]나프티리딘-4-아민은 환원되어 화학식 XXXII의 [1,5]나프티리

딘-3,4-디아민을 제공한다. 바람직하게는, 환원은 탄소상의 백금 또는 탄소상의 팔라듐과 같은 통상의 불균일 수소화 촉

매를 사용하여 수행된다. 반응은 편리하게는 에틸 아세테이트와 같은 적합한 용매중에서 파르 장치상에서 수행할 수 있다.

반응식 III의 단계 (4)에서, 화학식 XXXII의 화합물은 카르복실산 또는 그의 등가물과 반응하여 화학식 XXXIII의 1H-이미

다조[4,5-c][1,5]나프티리딘을 제공한다. 카르복실산에 대한 적합한 등가물에는 산 할라이드, 오르쏘에스테르 및 1,1-

디알콕시알킬 알카노에이트가 포함된다. 카르복실산 또는 그의 등가물은 화학식 XXXIII의 화합물에 원하는 R2 치환체를

제공하게끔 선택된다. 예를 들어, 디에톡시메틸아세테이트는 R2가 수소인 화합물을 제공하고, 트리메틸오르쏘발레레이트

는 R2가 부틸인 화합물을 제공할 것이다. 이 반응은 용매의 부재하에 아세트산과 같은 카르복실산중에서 또는 산의 존재하

에 불활성 용매중에서 수행할 수 있다. 이 반응은 충분히 가열하면서 수행되어 반응 부산물로서 형성되는 모든 알콜 또는

물이 제거한다.

별법으로는, 단계 (4)는 (i) 화학식 XXXII의 화합물을 아실화제와 반응시키고, 이어서 (ii) 생성물을 고리화시킴으로써 수행

할 수 있다. (i)부는 화학식 XXXII의 화합물을 화학식 R2C(O)X (여기서, R2는 상기 정의된 바와 같고, X는 클로로 또는 브

로모임)의 아실 할라이드와 반응시키는 것을 수반한다. 이 반응은 감온 (예를 들어, 0 ℃)에서 디클로로메탄과 같은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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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매중의 화학식 XXXII의 화합물의 용액에 아실 할라이드를 조절된 방식 (예를 들어, 적가)으로 첨가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다. 생성되는 아미드 중간체는 용매를 제거하여 단리시킬 수 있다. (ii)부는 승온 (예를 들어, 150 ℃) 및 승압하에 (i)부의

생성물을 메탄올 암모니아와 반응시킴으로써 (i)부의 생성물을 고리화시키는 것을 수반한다.

반응식 III의 단계 (5)에서, 화학식 XXXIII의 화합물은, N-옥시드를 형성할 수 있는 통상의 산화제를 사용하여 산화시켜 화

학식 XXXIV의 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5N-옥시드를 제공한다. 바람직한 반응 조건은 주변 조건에서 클

로로포름중의 화학식 XXXIII의 화합물의 용액을 3-클로로퍼옥시벤조산과 반응시키는 것을 수반한다.

반응식 III의 단계 (6)에서, 화학식 XXXIV의 화합물은 아민화되어 화학식 I의 아류인 화학식 XXXV의 1H-이미다조[4,5-

c][1,5]나프티리딘-4-아민을 제공한다. 단계 (6)은 (i) 화학식 XXXIV의 화합물을 아실화제와 반응시키고, 이어서 (ii) 생

성물을 아미노화제와 반응시키는 것을 수반한다. 단계 (6)의 (i)부는 N-옥시드의 아실화제와의 반응을 수반한다. 적합한

아실화제에는 알킬- 또는 아릴술포닐 클로라이드 (예를 들어, 벤젠술포닐 클로라이드, 메탄술포닐 클로라이드, p-톨루엔

술포닐 클로라이드)가 포함된다. 아릴술포닐 클로라이드가 바람직하다. p-톨루엔술포닐 클로라이드가 가장 바람직하다.

단계 (6)의 (ii)부는 (i)부의 생성물을 과잉의 아미노화제와 반응시키는 것을 수반한다. 적합한 아미노화제로는 암모니아

(예를 들어, 수산화암모늄 형태임) 및 암모늄 염 (예를 들어, 탄산암모늄, 중탄산암모늄, 인산암모늄)을 들 수 있다. 수산화

암모늄이 바람직하다. 이 반응은 바람직하게는 디클로로메탄과 같은 불활성 용매에 화학식 XXXIV의 N-옥시드를 용해시

키고, 이 용액에 아미노화제를 가한 후에 아실화제를 가함으로써 수행한다. 생성물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가능한 염은 통

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단리시킬 수 있다.

별법으로는, 단계 (6)은 (i) 화학식 XXXIV의 화합물을 이소시아네이트와 반응시키고, 이어서 (ii) 생성물을 가수분해시킴

으로써 수행할 수 있다. (i)부는 N-옥시드의 이소시아네이트와의 반응을 수반한다 (여기서, 이소시아네이토기는 카르보닐

기에 결합됨). 바람직한 이소시아네이트로는 트리클로로아세틸 이소시아네이트 및 아로일 이소시아네이트, 예컨대 벤조일

이소시아네이트를 들 수 있다. 이소시아네이트와 N-옥시드와의 반응은 이소시아네이트를 디클로로메탄과 같은 불활성 용

매중의 N-옥시드의 용액에 첨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무수 조건하에서 수행한다. 생성된 생성물은 용매를 제거함으로써

단리시킬 수 있다. (ii)부는 (i)부로부터의 생성물의 가수분해를 수반한다. 이 반응은 통상의 방법에 의해, 예컨대 물 또는

저급 알칸올의 존재하에, 임의로는 알칼리 금속 수산화물 또는 저급 알콕시드와 같은 촉매의 존재하에 가열에 의해 수행할

수 있다.

반응식 III의 단계 (7)에서, 화학식 XXXV의 화합물은 환원되어 화학식 II의 아류인 화학식 XXXVI의 6,7,8,9-테트라히드

로-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4-아민을 제공한다. 이 반응은 화학식 XXXV의 화합물을 트리플루오로아세

트산중에 현탁 또는 용해시키고, 촉매량의 산화백금(IV)을 가한 후, 혼합물을 수소압하에 둠으로써 수행한다. 이 반응은 편

리하게는 파르 장치에서 수행할 수 있다. 생성물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가능한 염은 통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단리시킬 수

있다.

R1 및 R2와 관련되어 인용된 특정 관능기는 반응식 I, II 및 III의 시약 중 일부와 혼화될 수 없다. 이러한 관능기를 지닌 화

합물은 널리 공지된 관능기 보호 및 조정 방법을 사용하여 당업계의 숙련자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민기는

필요한 경우, 디-tert-부틸 디카르보네이트를 사용하여 유도함으로써 보호될 수 있다.

특정 관능기를 지닌 화학식 I 또는 화학식 II의 몇몇 화합물들은 화학식 I 또는 화학식 II의 다른 화합물로부터 쉽게 제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R1 치환체가 아미드기를 지닌 화합물은 편리하게는 산 염화물을 R1 치환체가 1급 아민을 지닌 화학식

I 또는 화학식 II의 화합물과 반응시킴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 또한, R1 치환체가 카바메이트기를 지닌 화합물은 클로로포

르메이트를 R1 치환체가 1급 아민을 지닌 화학식 I 또는 화학식 II의 화합물과 반응시킴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

화학식 I 및 화학식 II의 화합물의 제조에 유용한 특정 중간체 화합물은 이전에 기술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발명은 또한

화학식 I 및 화학식 II의 화합물의 제조에 유용한 중간체 화합물을 제공한다. 이들 신규한 중간체의 구조식을 하기에 나타

낸다. 이들 화합물들은 다음의 구조식을 갖는다.

<중간체 화합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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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중, R1, R2 및 A는 화학식 I 및 화학식 II의 화합물에 대해 상기 정의된 바와 같다.

<중간체 화합물 2>

식 중, R, R1 및 R2는 화학식 I 및 화학식 II의 화합물에 대해 상기 정의된 바와 같다.

<중간체 화합물 3>

식 중, R, R1 및 R2는 화학식 I 및 화학식 II의 화합물에 대해 상기 정의된 바와 같다.

<중간체 화합물 4>

식 중, R7은 OH, 할로겐 또는 NHR1 (A 및 R1은 화학식 I에 대해 상기 정의된 바와 같음)이고, R8은 H, NO2 또는 NH2이

다.

<중간체 화합물 5>

식 중, A는 화학식 I에 대하여 상기 정의된 바와 같고, R9는 H 또는 C1-10알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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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체 화합물 6>

식 중, R 및 R1은 화학식 I 및 화학식 II에 대하여 상기 정의된 바와 같고 (단, R1에서 수소가 제외됨), R10은 NO2 또는 NH2

이다.

<제약 조성물 및 생물학적 활성>

본 발명의 제약 조성물은 치료상 유효량의 상기 정의된 화학식 I 또는 화학식 II의 화합물을 제약상 허용가능한 담체와 함

께 함유한다. 본 명세서에서 용어 "치료상 유효량"은 시토킨 유발 또는 항바이러스성 활성과 같은 치료 효과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화합물의 양을 의미한다. 본 발명의 제약 조성물에 사용되는 활성 화합물의 정확한 양은 당업계의 숙련자들에게 알

려진 인자, 예컨대 담체의 성질 및 의도되는 투여 요법 뿐만 아니라 화합물의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에 따라 변할 것이지

만, 환자에게 약 100 ng/㎏ 내지 약 50 ㎎/㎏, 바람직하게는 약 10 ㎍/㎏ 내지 약 5 ㎎/㎏의 화합물이 투여되도록 본 발명

의 조성물이 충분한 활성 성분을 함유할 것으로 예견된다. 임의의 통상의 투여형, 예컨대 정제, 로젠지제, 비경구 제형, 시

럽제, 크림제, 연고제, 에어로졸 제형, 경피성 팻치, 경점막성 팻치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화합물은 하기에 개시되는 시험 방법에 따라 수행되는 실험에서 특정 시토킨의 생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

다. 이러한 능력은 화합물이 여러가지 상이한 방식으로 면역 반응을 조절하여 이들 화합물이 여러 질환의 치료에 유용하도

록 할 수 있는 면역 반응 조절제로서 유용함을 나타낸다.

본 발명에 따른 화합물의 투여에 의해 유발되는 시토킨은 일반적으로 특정 인터류킨(IL) 뿐만 아니라 인터페론 (IFN) 및

종양 괴사 인자 (TNF)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상기 화합은 IFN-α, TNF-α, IL-1, 6, 10 및 12, 및 각종 다른 시토킨을

유발한다. 다른 효과들 중에서, 시토킨은 바이러스 생성 및 종양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이들 화합물이 종양 및 바이러스

성 질환의 치료에 유용하도록 한다.

시토킨의 생성을 유발하는 능력 외에, 상기 화합물은 선천성 면역 반응의 다른 면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천연 킬러

세포 활성은 시토킨 유발로 인해 자극될 수 있다. 이 화합물은 또한 대식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이로 인해 질소 산화물의 분

비 및 추가의 시토킨의 생성을 자극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화합물은 B-림프구의 증식 및 분화를 야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화합물은 또한 획득된 면역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T 세포 또는 T 세포 시토킨의 직접 유발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도 없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T 헬퍼 타입 1 (Th1) 시토킨 IFN-γ의 생성은 간접적으로 유발되고, Th2 시토

킨 IL-5의 생성은 화합물의 투여에 따라 억제된다. 이러한 활성은 상기 화합물이, Th1 반응의 상승조절 및(또는) Th2 반

응의 하강조절이 바람직한 질병의 치료에 유용함을 의미한다. 화학식 I 및 화학식 II의 화합물이 T-헬퍼-타입2 면역 반응

을 억제하는 능력의 관점에서, 이 화합물은 아토피, 예를 들어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알레르기성 비염의 치료;

세포 조절 면역성을 위한 백신 보조약으로서; 및 가능하게는 재발 진균성 질병 및 클라미디아의 치료로서 유용한 것으로

예견된다.

본 발명의 화합물은 그의 면역 반응 조절 효과로 인해 광범위한 각종 질병의 치료에 유용하다. 본 발명의 화합물은 IFN-α

및 TNF-α와 같은 시토킨을 유발시키는 그의 능력 때문에, 바이러스성 질환 및 종양의 치료에 특히 유용하다. 이러한 면역

조절 활성으로 인해, 본 발명의 화합물이 바이러스성 질환, 예를 들어 생식기 우종(warts), 보통 우종, 발바닥 우종, B형 간

염, C형 간염, 헤르페스 심플렉스(Herpes simplex) 타입 I 및 타입 II, 전염성연속종, HIV, CMV, VZV, 경부 상피내 이상

증식, 인간의 유두종바이러스 및 관련 이상증식; 진균성 질병, 예를 들어 칸디다 아스페르질루스, 크립토콕쿠스 메닌지티

스; 이상증식 질환, 예를 들어 기저 세포암, 모발 세포 백혈병, 카포시씨 육종, 신장 세포암, 편평상피 세포암, 골수성 백혈

병, 다중 골수종, 흑색종, 비호지킨 (non-Hodgkin) 림프종, 피부 T-세포 림프종, 및 기타 암; 기생충성 질환, 예를 들어 뉴

모시스티스 카리니, 크립토스포리디아증, 히스토플라스마증, 톡소플라스마증, 트리파노소마 감염, 레슈마니아증; 세균성

감염, 예를 들어 결핵증, 조형결핵균과 같은 질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님)의 치료에 유용한 것으로 제안된다. 본 발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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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을 사용하여 치료할 수 있는 추가의 질환 또는 질병으로는 습진, 호산구증가증, 특발성 혈소판증가증, 나병, 다중 경

화증, 오멘 (Ommen)씨 증후군, 류마티스성 관절염, 전신 홍반성 루푸스, 원판상 루푸스, 보웬 (Bowen)씨 병 및 역형성 구

진증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유효량의 화학식 I 또는 화학식 II의 화합물을 동물에게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동불내에 시토킨 생합

성을 유발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시토킨 생합성을 유발하는데 유효한 화합물의 양은 1종 이상의 세포 유형, 예컨대 단핵세

포, 대식세포, 수상 세포 및 B-세포가 하나 이상의 시토킨, 예컨대 이러한 시토킨의 배경 농도를 능가하게 증가하는 INF-

α, TNF-α, IL-1, 6, 10 및 12의 양을 생성시키기에 충분한 양이다. 정확한 양은 당업계에 공지된 인자에 따라 변할 것이

나, 약 100 ng/㎏ 내지 약 50 ㎎/㎏, 바람직하게는 약 10 ㎍/㎏ 내지 약 5 ㎎/㎏의 양으로 투여될 것으로 예견된다. 본 발명

은 또한 유효량의 화학식 I 또는 화학식 II의 화합물을 동물에게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동물의 바이러스성 감염을 치료

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바이러스성 감염을 억제하거나 또는 치료하기에 유효한 양은 하나 이상의 바이러스성 감염의 징후,

예컨대 바이러스성 장애, 바이러스성 부하, 바이러스 발생 속도 및 치사율을 치료하지 않은 대조 동물에 비해 겸감시키는

양이다. 정확한 양은 당업계에 공지된 인자에 따라 변할 것이나, 약 100 ng/㎏ 내지 약 50 ㎎/㎏, 바람직하게는 약 10 ㎍/

㎏ 내지 약 5 ㎎/㎏의 양으로 투여될 것으로 예견된다.

본 발명은 또한 하기 실시예에 의해 추가 설명되며, 이는 예시의 목적으로만 제공될 뿐,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실시예

<실시예 1>

화학식 V의 화합물

2-(5-메틸-1H-테트라졸-1-일)니코틴산

A부:

2-아미노니코틴산 5 g (36 mmol)을 아세트산 무수물 25 mL에 현탁시킨 후, 2 시간 동안 환류하에 가열하였다. 반응 혼합

물을 진공 농축시켰다. 생성된 잔류물을 에틸 아세테이트 및 헥산으로 슬러리시킨 후에 여과시켜 2-메틸-4H-피리도

[2,3-d][1,3]옥사진-4-온 5 g을 제공하였다.

B부:

A부로부터의 물질에 아세트산 75 mL을 붓고, 아지드화나트륨 2 g을 첨가하고, 반응 혼합물을 주변 온도에서 주말에 걸쳐

교반시켰다. 생성된 침전물을 여과에 의해 단리시킨 후에 건조시켜 융점 178 내지 180 ℃ (기체 방출)의 백색 고상물로서

2-(5-메틸-1H-테트라졸-1-일)니코틴산 5.6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8H7N5 O2에 대한 이론치 %C 46.83, %H 3.44, %

N 34.13; 실측치 %C 46.38, %H 3.36, %N 34.01.

<실시예 2>

화학식 VI의 화합물

에틸 2-(5-메틸-1H-테트라졸-1-일)니코티네이트

2-(5-메틸-1H-테트라졸-1-일)니코틴산 5.6 g (27 mmol)을 아세톤 250 mL에 현탁시키고, 탄산칼륨 5 g 및 에틸 요오

다이드 5 mL를 첨가하고, 반응 혼합물을 2 시간 동안 환류하에 가열하였다. 아세톤을 진공하에 제거하였다. 잔류물을 물

과 디클로로메탄 사이에서 분배시켰다. 디클로로메탄층을 분리하여 건조한 후, 진공 농축시켜 에틸 2-(5-메틸-1H-테트

라졸-1-일)니코티네이트 6.3 g을 제공하였다.

<실시예 3>

화학식 VII의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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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트라졸로[1,5-a][1,8]나프티리딘-5-올

에틸 2-(5-메틸-1H-테트라졸-1-일)니코티네이트 6.3 g (27 mmol)에 N,N-디메틸포름아미드 50 mL를 붓고, 에톡시화

칼륨 4.5 g (54 mmol)을 첨가하고, 반응 혼합물을 2 시간 동안 주변 온도에서 교반시켰다. 반응 혼합물을 아세트산 약 17

mL를 함유한 빙수에 쏟아부었다. 생성된 침전물을 여과에 의해 단리시켜 수세시킨 후, 건조하여 융점 236 ℃ (분해)의 백

색 고상물로서의 테트라졸로[1,5-a][1,8]나프티리딘-5-올 4.5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8H5N5O에 대한 이론치 %C

51.34, %H 2.69, %N 37.42; 실측치 %C 51.23, %H 2.77, %N 37.25.

<실시예 4>

5-클로로테트라졸로[1,5-a][1,8]나프티리딘

테트라졸로[1,5-a][1,8]나프티리딘-5-올 0.5 g (2.67 mmol)을 옥시염화인 10 mL에 현탁시키고, 4 시간 동안 환류하에

가열시켰다. 반응 혼합물을 진공 농축시키고, 잔류물을 물에 쏟아부었다. 디클로로메탄을 첨가하고, 수성층을 중탄산나트

륨을 사용하여 염기성으로 만들었다. 디클로로메탄층을 분리하여 황산마그네슘상에서 건조시키고, 여과 후에 진공 농축시

켰다. 생성된 고상물을 톨루엔으로부터 재결정화시켜 융점 229 내지 230 ℃ (분해)의 고상물로서 5-클로로테트라졸로

[1,5-a][1,8]나프티리딘 0.3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8H4CIN5에 대한 이론치 %C 46.73, %H 1.96, %N 34.06; 실측

치 %C 46.87, %H 1.54, %N 33.93.

<실시예 5>

화학식 VIII의 화합물

4-니트로테트라졸로[1,5-a][1,8]나프티리딘-5-올

16 M 질산 1.33 mL를 아세트산 50 mL중의 테트라졸로[1,5-a][1,8]나프티리딘-5-올 4 g (21 mmol)의 헌탁액에 첨가

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5 분 동안 증기조상에서 가열한 후, 주변 온도로 냉각시켰다. 소량의 물중의 아세트산나트륨 0.3 당

량을 반응 혼합물에 첨가하였다. 생성된 고상물을 여과에 의해 단리시키고 건조시켜 융점 278 ℃ (분해)의 고상물로서 4-

니트로테트라졸로[1,5-a][1,8]나프티리딘-5-올 5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8H4N6O 3 + 1.1 H2O에 대한 이론치 %C

38.12, %H 2.48, %N 33.35; 실측치 %C 37.99, %H 2.41, %N 32.82.

<실시예 6>

화학식 X의 화합물

N5-(2-메틸프로필)-4-니트로테트라졸로[1,5-a][1,8]나프티리딘-5-아민

4-니트로테트라졸로[1,5-a][1,8]나프티리딘-5-올 3 g (13 mmol)을 디클로로메탄 3.8 mL중에 현탁시키고, 트리에틸

아민 1.8 mL를 첨가하고, 반응 혼합물을 빙조에서 냉각시켰다. 트리플루오로메탄술폰산 무수물 2.2 mL를 적가하였다. 이

소부틸아민 3.8 mL를 1회 분할하여 첨가하였으며, 반응 혼합물은 발열되었다. 반응 혼합물을 디클로로메탄과 수성 중탄

산나트륨 사이에 분배시켰다. 디클로로메탄층을 분리하고, 황산마그네슘상에서 건조한 후, 실리카겔 층을 통해 여과시켰

다. 실리카겔은 먼저 디클로로메탄으로 용리시키고, 이어서 디클로로메탄중의 5% 메탄올으로 용리시켰다. 용리액을 증발

시켜 융점 171 ℃ (분해)의 황색 고상물로서 N5-(2-메틸프로필)-4-니트로테트라졸로[1,5-a][1,8]나프티리딘-5-아민

을 제공하였다. 분석: C12H13N7O2에 대한 이론치 %C 50.17, %H 4.56, %N 34.13; 실측치 %C 49.84, %H 4.51, %N

33.88.

<실시예 7>

화학식 XI의 화합물

N5-(2-메틸프로필)테트라졸로[1,5-a][1,8]나프티리딘-4,5-디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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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량의 탄소상 5% 백금을 에탄올 120 mL중의 N5-(2-메틸프로필)-4-니트로테트라졸로[1,5-a][1,8]나프티리딘-5-

아민 2.45 g (8.5 mmol)의 현탁액에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2 시간 동안 3.5 ㎏/㎠ (50 psi)의 수소압하에 파르 장치

상에서 환원시켰다. 반응 혼합물을 여과시켜 촉매를 제거하였다. 여액을 진공 농축시켜 오일로서 N5-(2-메틸프로필)테트

라졸로[1,5-a][1,8]나프티리딘-4,5-디아민을 제공하였다.

<실시예 8>

화학식 XII의 화합물

1-(2-메틸프로필)-1H-테트라졸로[1,5-a]이미다조[4,5-c][1,8]나프티리딘

실시예 7로부터의 N5-(2-메틸프로필)테트라졸로[1,5-a][1,8]나프티리딘-4,5-디아민을 디에톡시메틸아세테이트 2

mL와 합쳐 증기조상에서 3 시간 동안 가열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주변 온도에서 철야 정치시킨 후, 이를 디클로로메탄 및

메탄올로 희석시켰다. 생성된 용액을 가열하여 디클로로메탄을 제거하고, 메탄올의 부피를 50 mL로 감소시킨 후에 냉각

시켰다. 생성된 침전물을 여과에 의해 단리시켜 융점 248 내지 250 ℃ (분해)의 고상물로서 1-(2-메틸프로필)-1H-테트

라졸로[1,5-a]이미다조[4,5-c][1,8]나프티리딘 1.2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13H13N7에 대한 이론치 %C 58.42, %H

4.90, %N 36.68; 실측치 %C 58.04, %H 4.79, %N 36.23.

<실시예 9>

화학식 I의 화합물

1-(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8]나프티리딘-4-아민 수화물

A부:

트리페닐포스핀 1.0 g (3.7 mmol)을 1,2-디클로로벤젠 15 mL중의 1-(2-메틸프로필)-1H-테트라졸로[1,5-a]이미다조

[4,5-c][1,8]나프티리딘 0.5 g (1.87 mmol)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2 시간 동안 환류하에 가열한 후, 진공

농축시켜 대부분의 1,2-디클로로벤젠을 제거하였다. 잔류물을 헥산으로 30 분 동안 슬러리시켰다. 생성된 고상물 1-(2-

메틸프로필)-N-트리페닐포스피닐-1H-이미다조[4,5-c][1,8]나프티리딘-4-아민을 여과에 의해 단리시켜 건조시켰다.

B부:

A부로부터의 1-(2-메틸프로필)-N-트리페닐포스피닐-1H-이미다조[4,5-c][1,8]나프티리딘-4-아민을 메탄올 15 mL

에 용해시켰다. 0.6 N 염산 10 mL를 첨가하고, 반응 혼합물을 1 시간 동안 환류하에 가열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진공 농축

시켰다. 잔류물을 물로 희석시킨 후에 중탄산나트륨을 사용하여 염기성으로 만들었다. 생성된 고상물을 여과에 의해 단리

시키고, 에테르로 슬러리시킨 후에 여과에 의해 단리시켰다. 고상물을 톨루엔 25 mL중에 현탁시켰다. 현탁액을 환류온도

까지 가열한 후, 메탄올 10 mL로 희석시켜 고상물을 용해시켰다. 용액을 환류시켜 메탄올을 제거한 후에 주변 온도로 냉

각시켰다. 생성된 침전물을 여과에 의해 단리시킨 후에 실리카겔상에 코팅시켰다. 실리카겔을 에틸 아세테이트중의 10 내

지 20% 메탄올로 용리시켰다. 용리액을 건조물로 농축시켰다. 생성된 물질을 메탄올 및 물로부터 재결화시켜 융점 325 내

지 330 ℃ (분해)의 고상물로서 1-(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8]나프티리딘-4-아민 수화물 0.35 g을 제공

하였다. 분석: C13H15N5 + 1/4 H2O에 대한 이론치 %C 63.52, %H 6.35, %N 28.49; 실측치 %C 64.02, %H 5.87, %N

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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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0>

화학식 II의 화합물

6,7,8,9-테트라히드로-1-(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8]나프티리딘-4-아민

산화백금 촉매를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 30 mL중의 1-(2-메틸프로필)-1H-테트라졸로[1,5-a]이미다조[4,5-c][1,8]

나프티리딘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수소압 3.5 ㎏/㎠ (50 psi)하에 파르 장치상에서 환원시켰다. 반응 혼합

물을 여과시켜 촉매를 제거하였다. 여액을 진공 농축시켰다. 잔류물을 물 및 중탄산나트륨과 합하였다. 생성된 침전물을

여과에 의해 단리시켰다. 고상물을 1 N 염산중에 용해시켜 활성탄 여과시켰다. 여액을 10% 수산화나트륨으로 처리하였

다. 생성된 침전물을 여과에 의해 단리시킨 후, 에틸 아세테이트/메탄올로부터 재결정화시켰다. 재결정화된 물질을 디클로

로메탄/메탄올에 용해시키고, 실리카겔 컬럼상에 위치시켰다. 컬럼을 에틸 아세테이트중의 10% 메탄올로 용리시켰다. 용

리액을 진공 농축시키고, 잔류물을 메탄올/물로부터 재결정화시켜 융점 231 내지 233 ℃의 고상물로서 6,7,8,9-테트라히

드로-1-(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8]나프티리딘-4-아민 0.9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13H19N5에 대한

이론치 %C 63.65, %H 7.81, %N 28.55; 실측치 %C 62.99, %H 7.74, %N 28.33.

<실시예 11>

화학식 XII의 화합물

2-부틸-1-(2-메틸프로필)-1H-테트라졸로[1,5-a]이미다조[4,5-c][1,8]나프티리딘

촉매량의 탄소상 5% 백금을 에탄올 300 mL중의 N5-(2-메틸프로필)-4-니트로테트라졸로[1,5-a][1,8]나프티리딘-5-

아민 5 g (17.4 mmol)의 현탁액에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2 시간 동안 3.5 ㎏/㎠ (50 psi)의 수소압하에 파르 장치상

에서 환원시켰다. 반응 혼합물을 여과하여 촉매를 제거하였다. 여액을 진공 농축시켜 오일로서의 N5-(2-메틸프로필)테트

라졸로[1,5-a][1,8]나프티리딘-4,5-디아민을 제공하였다.

오일에 아세트산 300 mL를 붓고, 발레릴 클로라이드 2.1 mL (17.4 mmol)을 첨가하고, 생성된 혼합물을 환류하에 철야

가열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진공 농축시켰다. 생성된 잔류물을 디클로로메탄에 용해시키고, 중탄산나트륨으로 세척하고,

황산마그네슘상에서 건조시킨 후, 진공 농축시켰다. 잔류물을 플래쉬 크로마토크래피 (실리카겔; 디클로로메탄중의 2 내

지 3% 메탄올로 용리시킴)를 사용하여 정제하였다. 단리된 생성물을 예비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디클로로메탄중

의 2% 메탄올로 용리시킴)를 사용하여 추가로 정제하여 융점 182 내지 184 ℃의 고상물로서 2-부틸-1-(2-메틸프로필)-

1H-테트라졸로[1,5-a]이미다조[4,5-c][1,8]나프티리딘을 제공하였다. 분석: C17H21N7에 대한 이론치 %C 63.14, %H

6.55, %N 30.32; 실측치 %C 63.45, %H 6.60, %N 30.40.

<실시예 12>

화학식 I의 화합물

2-부틸-1-(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8]나프티리딘-4-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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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페닐포스핀 0.9 g (3.7 mmol)을 1,2-디클로로벤젠 15 mL중의 2-부틸-1-(2-메틸프로필)-1H-테트라졸로[1,5-a]

이미다조[4,5-c][1,8]나프티리딘 0.6 g (1.8 mmol)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생성된 혼합물을 2 시간 동안 환류하에 가열

한 후, 진공 농축시켜 대부분의 1,2-디클로로벤젠을 제거하였다. 잔류물을 헥산으로 슬러리시킨 후, 디클로로메탄에 용해

시키고, 실리카겔 층을 통해 여과시켰다. 실리카겔을 초기에 디클로로메탄으로 용리시켜 1,2-디클로로벤젠을 제거하고,

이어서 디클로로메탄중의 10% 메탄올로 용리시켜 2-부틸-1-(2-메틸프로필)-N-트리페닐포스피닐-1H-이미다조[4,5-

c][1,8]나프티리딘-4-아민을 회수하였다.

2-부틸-1-(2-메틸프로필)-N-트리페닐포스피닐-1H-이미다조[4,5-c][1,8]나프티리딘-4-아민을 메탄올 15 mL에 용

해시키고, 0.6 N 염산 10 mL와 합한 후, 1 시간 동안 환류하에 가열하였다. 메탄올을 진공하에 제거하였다. 잔류물을 물

및 10% 염산과 합한 후에 여과시켰다. 여액을 10% 수산화나트륨으로 중화시켰다. 생성된 침전물을 여과에 의해 단리시키

고 건조시켰다. 생성된 고상물을 톨루엔중에서 환류시켰다. 톨루엔의 부피를 감소시키고, 생성물을 아르곤 분위기하에 결

정화시켜 융점 237 내지 240 ℃의 2-부틸-1-(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8]나프티리딘-4-아민 반수화물

0.25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17H23N5 + 1/2 H2 O에 대한 이론치 %C 68.66, %H 7.79, %N 23.55; 실측치 %C 66.80, %

H 7.62, %N 23.46.

<실시예 13>

화학식 II의 화합물

2-부틸-6,7,8,9-테트라히드로-1-(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8]나프티리딘-4-아민

촉매량의 산화백금을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 30 mL중의 2-부틸-1-(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8]나프티

리딘-4-아민 2.0 g (6.2 mmol)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3.5 ㎏/㎠ (50 psi)의 수소압하에 파르 장치상에서

환원시켰다. 반응 혼합물을 여과하여 촉매를 제거하였다. 여액을 진공 농축시켰다. 잔류물을 물, 중탄산나트륨 및 10% 수

산화나트륨과 합하였다. 오일을 회수하고, 30:70 완충액 (인산칼륨 7.68 g, 일염기성; 수산화나트륨 1.69 g, 물 1 L) : 메탄

올을 사용하여 용리시킨 역상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여 정제하여 융점 81 내지 84 ℃의 고상물로서 2-부

틸-6,7,8,9-테트라히드로-1-(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8]나프티리딘-4-아민 반수화물을 제공하였다.

분석: C17H27N5 + 1/2 H2O에 대한 이론치 %C 65.77, %H 9.09, %N 22.56; 실측치 %C 65.57, %H 9.15, %N 22.53.

<실시예 14>

화학식 XVIII의 화합물

3-(5-메틸-1H-테트라졸-1-일)피리딘-4-카르복실산

3-아미노피리딘-4-카르복실산 50.0 g (0.36 mol)을 아세트산 무수물 250 mL에 현탁시킨 후 2 시간 동안 환류하에 가열

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진공 농축시켰다. 고상 잔류물을 헵탄으로 슬러리시킨 후에 진공 농축시켰다. 생성된 고상물에 아

세트산 300 mL를 붓고, 아지드화나트륨 23.5 g (0.36 mol)을 첨가하였다. 반응은 50 ℃로 발열되었다. 반응 혼합물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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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온도에서 철야 교반시켰다. 침전물을 여과에 의해 단리시킨 후, 메탄올로 슬러리시키고 여과시켰다. 고상물을 10% 수

산화나트륨에 용해시켰다. 용액을 증기조상에서 30 분 동안 가열하고, 주변 온도로 냉각시킨 후에 6 N 염산으로 중화시켰

다. 생성된 침전물을 여과에 의해 단리시키고, 수세시키고, 건조시켜 융점 214 내지 215 ℃ (분해)의 백색 고상물로서 3-

(5-메틸-1H-테트라졸-1-일)피리딘-4-카르복실산 64.5 g을 제공하였다.

<실시예 15>

화학식 XIX의 화합물

에틸 3-(5-메틸-1H-테트라졸-1-일)피리딘-4-카르복실레이트

디메틸포름아미드 디에틸 아세탈 46 mL를 디클로로메탄 800 mL중의 3-(5-메틸-1H-테트라졸-1-일)피리딘-4-카르복

실산 36 g의 현탁액에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주변 온도에서 철야 교반한 후, 물 500 mL로 6회 세척하고, 황산마그네

슘상에서 건조시키고, 진공 농축시켰다. 생성물을 에틸 아세테이트/헥산으로부터 재결정화시켜 고상물로서 에틸 3-(5-메

틸-1H-테트라졸-1-일)피리딘-4-카르복실레이트 40 g을 제공하였다.

<실시예 16>

화학식 XX의 화합물

테트라졸로[1,5-a][1,7]나프티리딘-5-올 수화물

에톡시화칼륨 20.2 g을 에틸 3-(5-메틸-1H-테트라졸-1-일)피리딘-4-카르복실레이트 28 g과 디메틸포름아미드 280

mL의 혼합물에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주변 온도에서 철야 교반시킨 후, 저온의 묽은 아세트산에 쏟아부었다. 생성된

침전물을 수집하여 수세시키고, 건조하여 융점 247 내지 248 ℃ (분해)의 고상물로서 테트라졸로[1,5-a][1,7]나프티리

딘-5-올 22.4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8H5N5 O에 대한 이론치 %C 46.83, %H 3.44, %N 34.13; 실측치 %C 46.48, %H

3.42, %N 34.03.

<실시예 17>

화학식 XXI의 화합물

5-클로로테트라졸로[1,5-a][1,7]나프티리딘

옥시염화인 15 mL중의 테트라졸로[1,5-a][1,7]나프티리딘-5-올 3.5 g의 현탁액을 2 시간 동안 90 ℃에서 가열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진공 농축시켰다. 잔류물을 빙수에 쏟아붓고, 디클로로메탄을 첨가한 후에 10% 수산화나트륨을 중성 pH가

될 때까지 첨가하였다. 생성물을 디클로로메탄내에 분배시켰다. 디클로로메탄층을 분리하여 황산마그네슘상에서 건조시

킨 후, 진공 농축하여 융점 176 내지 177 ℃의 고상물로서 5-클로로테트라졸로[1,5-a][1,7]나프티리딘 3.8 g을 제공하

였다. 분석: C8H4CIN5에 대한 이론치 %C 46.73, %H 1.96, %N 34.06; 실측치 %C 46.80, %H 2.16, %N 34.45.

<실시예 18>

화학식 XXII의 화합물

N5-(2-메틸프로필)테트라졸로[1,5-a][1,7]나프티리딘-5-아민

이소부틸아민 100 mL중의 5-클로로테트라졸로[1,5-a][1,7]나프티리딘 20 g의 현탁액을 여러 시간 동안 환류하에 가열

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진공 농축시켰다. 잔류물을 디클로로메탄에 용해시키고, 수세시키고, 황산마그네슘상에서 건조시

킨 후, 진공 농축시켰다. 잔류물을 톨루엔으로부터 재결정화시켜 박층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혼합물인 물질을 얻었다. 이

물질을 플래쉬 크로마토그래피 (디클로로메탄, 디클로로메탄중의 5 내지 20% 에틸 아세테이트 및 디클로로메탄중의 10%

등록특허 10-0563175

- 20 -



메탄올로 용리시킨 실리카겔)에 의해 정제하였다. 보다 느리게 이동하는 물질을 갖는 분획을 농축하여 융점 220 내지

221 ℃의 고상물로서 N5-(2-메틸프로필)테트라졸로[1,5-a][1,7]나프티리딘-5-아민을 제공하였다. 분석: C12H14N6에

대한 이론치 %C 59.49, %H 5.82, %N 34.69; 실측치 %C 59.35, %H 5.89, %N 34.88.

<실시예 19>

화학식 XXIII의 화합물

N5-(2-메틸프로필)-4-니트로테트라졸로[1,5-a][1,7]나프티리딘-5-아민

16 M 질산 2 당량을 아세트산중의 N5-(2-메틸프로필)테트라졸로[1,5-a][1,7]나프티리딘-5-아민 2.0 g (8.26 mmol)

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약 1 시간 동안 증기조상에서 가열한 후, 진공 농축시켰다. 잔류물을 빙수에 쏟아붓

고, 생성된 혼합물을 중탄산나트륨으로 중화시켰다. 생성된 침전물을 디클로로메탄으로 추출하였다. 디클로로메탄 추출물

을 합하여 수세시키고, 황산마그네슘상에서 건조시켰다. 박층 크로마토그래피는 혼합물이 디클로로메탄중의 5% 에틸 아

세테이트로 용리시킨 실리카겔층을 통해 여과시킨 물질인 것으로 나타냈다. 반응을 출발 물질 4 g으로 재수행하였으나,

단지 1 당량의 질산을 사용하였다. 생성된 물질도 혼합물이었다. 두 반응 모두로부터의 물질을 합한 후, 헥산/에틸 아세테

이트의 혼합물을 사용하여 용리시킨 플래쉬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정제하였다. 보다 느리게 이동한 물질을 지닌 분획을

합하여 융점 173 내지 174 ℃의 황색 고상물로서 N5-(2-메틸프로필)-4-니트로테트라졸로[1,5-a][1,7]나프티리딘-5-

아민 약 0.3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12H13N7O2에 대한 이론치 %C 50.17, %H 4.56, %N 34.13; 실측치 %C 49.85, %H

4.53, %N 34.26.

<실시예 20>

화학식 XXIV의 화합물

N5-(2-메틸프로필)테트라졸로[1,5-a][1,7]나프티리딘-4,5-디아민

N5-(2-메틸프로필)-4-니트로테트라졸로[1,5-a][1,7]나프티리딘-5-아민 1.5 g (5.22 mmol)을 아세트산 75 mL에 현

탁시켰다. 과잉의 황화수소나트륨을 극소량의 물에 용해시키고, 현탁액에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은 적색으로 변하였으

며, 모든 물질이 용액을 되었다. 반응 혼합물을 디클로로메탄 150 mL를 사용하여 2회 추출하였다. 추출물을 합하여 수세

시킨 후, 황산마그네슘상에서 건조시키고, 여과시키고, 진공 농축하여 융점 203 내지 204.5 ℃의 담황색 고상물로서 N5-

(2-메틸프로필)테트라졸로[1,5-a][1,7]나프티리딘-4,5-디아민 1.22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12H15N7에 대한 이론

치 %C 56.02, %H 5.88, %N 38.11; 실측치 %C 55.68, %H 5.81, %N 37.74.

<실시예 21>

화학식 XXV의 화합물

1-(2-메틸프로필)-1H-테트라졸로[1,5-a]이미다조[4,5-c][1,7]나프티리딘

N5-(2-메틸프로필)테트라졸로[1,5-a][1,7]나프티리딘-4,5-디아민 1.1 g (4.3 mmol)을 디에톡시메틸아세테이트 2

mL와 합하여 증기조상에서 철야 가열시켰다. 반응 혼합물을 디클로로메탄과 수산화암모늄 사이에 분배시켰다. 디클로로

메탄층을 분리하여 수세시키고, 황산마그네슘상에서 건조하여 진공 농축시켰다. 잔류물을 에틸 아세테이트/헥산으로부터

재결정화시켜 융점 181 내지 182.5 ℃의 고상물로서 1-(2-메틸프로필)-1H-테트라졸로[1,5-a]이미다조[4,5-c][1,7]

나프티리딘 0.85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13H13N7에 대한 이론치 %C 58.42, %H 4.90, %N 36.68; 실측치 %C 58.87, %

H 5.04, %N 36.13.

<실시예 22>

화학식 I의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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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7]나프티리딘-4-아민

A부:

트리페닐포스핀 0.49 g (1.8 mmol)을 디클로로벤젠 15 mL중의 1-(2-메틸프로필)-1H-테트라졸로[1,5-a]이미다조

[4,5-c][1,7]나프티리딘 0.24 g (0.9 mmol)의 현탁액에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환류하에 철야 가열한 후, 진공 농축

시켰다. 잔류물을 헥산으로 슬러리시키고, 생성된 고상물 1-(2-메틸프로필)-N-트리페닐포스피닐-1H-이미다조[4,5-c]

[1,7]나프티리딘-4-아민을 여과에 의해 단리시켰다.

B부:

A부로부터의 1-(2-메틸프로필)-N-트리페닐포스피닐-1H-이미다조[4,5-c][1,7]나프티리딘-4-아민을 메탄올 30 mL

중에 용해시켰다. 3 N 염산 3 mL를 용액에 첨가하고, 반응 혼합물을 진공 농축시키기 전에 환류하에 철야 가열하여 메탄

올을 제거하였다. 수성 잔류물을 중탄산나트륨으로 중화시킨 후, 디클로로메탄으로 추출시켰다. 추출물을 황산마그네슘상

에서 건조시킨 후, 진공 농축시켰다. 잔류물을 플래쉬 크로마토그래피 (디클로로메탄중의 5 내지 10% 메탄올을 사용하여

용리시킨 실리카겔)에 의해 정제하여 융점 306 내지 307 ℃의 고상물로서 1-(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

[1,7]나프티리딘-4-아민 0.15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13H15N5 에 대한 이론치 %C 64.71, %H 6.27, %N 29.02; 실측

치 %C 65.10, %H 6.28, %N 28.70.

<실시예 23>

화학식 II의 화합물

6,7,8,9-테트라히드로-1-(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7]나프티리딘-4-아민

촉매량의 산화백금을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중의 1-(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7]나프티리딘-4-아민 0.4

g (1.66 mol)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3.5 ㎏/㎠ (50 psi)의 수소압하에 파르 장치상에서 철야 환원시켰다. 반

응 혼합물을 여과시키고, 메탄올로 세척하여 촉매를 제거하였다. 여액을 진공 농축시켰다. 잔류물을 디클로로메탄과 합하

고, 수성 중탄산나트륨을 혼합물이 염기성이 될 때까지 첨가하였다. 디클로로메탄층을 분리하였다. 수성층을 디클로로메

탄 100 mL로 5회 추출하였다. 디클로로메탄 추출물을 합하고, 황산마그네슘상에서 건조시키고, 진공 농축시켰다. 생성된

잔류물을 톨루엔으로부터 재결정화시켜 융점 220 내지 223 ℃의 고상물로서 6,7,8,9-테트라히드로-1-(2-메틸프로필)-

1H-이미다조[4,5-c][1,7]나프티리딘-4-아민 0.34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13H19N5 + 1/4 H2O에 대한 이론치 %C

62.50, %H 7.87, %N 28.03; 실측치 %C 62.50, %H 7.72, %N 27.46.

<실시예 24>

화학식 XXV의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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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메틸-1-(2-메틸프로필)-1H-테트라졸로[1,5-a]이미다조[4,5-c][1,7]나프티리딘

아세트산 무수물 2 내지 3 mL를 아세트산중의 N-(2-메틸프로필)테트라졸로[1,5-a][1,7]나프티리딘-4,5-디아민 0.8

g (3.1 mmol)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여러 시간 동안 증기조상에서 가열한 후, 진공 농축시켰다. 잔류물을

디클로로메탄과 물 사이에 분배시켰다. 수성층을 10%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여 염기성으로 만든 후, 디클로로메탄층을

분리하여 황산마그네슘상에서 건조시키고, 진공 농축시켰다. 잔류물을 플래쉬 크로마토그래피 (디클로로메탄중의 2 내지

5% 메탄올을 사용하여 용리시킨 실리카겔)에 의해 정제하여 융점 157 내지 158 ℃의 고상물로서 2-메틸-1-(2-메틸프로

필)-1H-테트라졸로[1,5-a]이미다조[4,5-c][1,7]나프티리딘 0.25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14H15N7에 대한 이론치 %C

59.77, %H 5.37, %N 34.85; 실측치 %C 59.64, %H 5.48, %N 34.98.

<실시예 25>

화학식 I의 화합물

2-메틸-1-(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7]나프티리딘-4-아민

A부:

트리페닐포스핀 2.5 g (9.6 mmol)을 디클로로벤젠중의 2-메틸-1-(2-메틸프로필)-1H-테트라졸로[1,5-a]이미다조

[4,5-c][1,7]나프티리딘 1 g (4 mmol)의 현탁액에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환류하에 철야 가열한 후, 진공 농축시켰

다. 잔류물을 헥산으로 슬러리시키고, 생성된 고상의 2-메틸-1-(2-메틸프로필)-N-트리페닐포스피닐-1H-이미다조

[4,5-c][1,7]나프티리딘-4-아민을 여과에 의해 단리시켰다.

B부:

A부로부터의 2-메틸-1-(2-메틸프로필)-N-트리페닐포스피닐-1H-이미다조[4,5-c][1,7]나프티리딘-4-아민을 메탄

올 100 mL에 용해시켰다. 3N 염산 10 mL를 용액에 가하고, 반응 혼합물을 진공 농축시키기 전에 환류하에 철야 가열하여

메탄올을 제거하였다. 잔류물을 플래쉬 크로마토그래피 (디클로로메탄으로 용리시키고, 디클로로메탄중의 5% 메탄올에

대한 극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한 실리카겔)에 의해 정제하여 융점 322 내지 324 ℃의 고상물로서 2-메틸-1-(2-메틸프로

필)-1H-이미다조[4,5-c][1,7]나프티리딘-4-아민을 제공하였다. 분석: C14H17N5에 대한 이론치 %C 65.86, %H

6.71, %N 27.43; 실측치 %C 65.81, %H 6.64, %N 27.41.

<실시예 26>

화학식 II의 화합물

6,7,8,9-테트라히드로-2-메틸-1-(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7]나프티리딘-4-아민

촉매량의 산화백금을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중의 2-메틸-1-(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7]나프티리딘-4-

아민 0.1 g (0.4 mol)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3.5 ㎏/㎠ (50 psi)의 수소압하에 파르 장치상에서 철야 환원시

등록특허 10-0563175

- 23 -



켰다. 반응 혼합물을 여과하고 메탄올로 세척하여 촉매를 제거하고, 여액을 진공 농축시켰다. 잔류물을 디클로로메탄과 합

하고, 수성 중탄산나트륨을 혼합물이 염기성이 될 때까지 첨가하였다. 디클로로메탄층을 분리하고, 수성층을 디클로로메

탄 100 mL로 3회 추출하였다. 합쳐진 디클로로메탄 추출물을 황산마그네슘상에서 건조하고, 진공 농축시켰다. 생성된 잔

류물을 톨루엔으로부터 재결정화시켜 융점 226 내지 230 ℃의 고상물로서 6,7,8,9-테트라히드로-2-메틸-1-(2-메틸프

로필)-1H-이미다조[4,5-c][1,7]나프티리딘-4-아민을 제공하였다. 분석: C14H21N5 + 1.75 H2O에 대한 이론치 %C

57.81, %H 8.49, %N 24.07; 실측치 %C 57.89, %H 8.04, %N 23.45.

<실시예 27>

화학식 I의 화합물

2-부틸-1-(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7]나프티리딘-4-아민

A부:

발레릴 클로라이드 0.76 mL (6.4 mmol)을 아세토니트릴 15 mL중의 N5-(2-메틸프로필)테트라졸로[1,5-a][1,7]나프티

리딘-4,5-디아민 1.5 g (5.8 mmol)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주변 온도에서 수 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생성된

침전물을 여과에 의해 단리시켰다. 박층 크로마토그래피는 물질이 2종의 성분을 함유하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고상물을

아세트산에 용해시켜 환류하에 철야 가열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진공 농축시키고, 잔류물을 디클로로메탄으로 추출하였

다. 디클로로메탄 추출물을 수세시키고, 황산마그네슘상에서 건조시키고, 진공 농축시켜 2-부틸-1-(2-메틸프로필)-1H-

테트라졸[1,5-a]이미다조[4,5-c][1,7]나프티리딘과, 아실화되었지만 비고리화된 중간체의 혼합물을 제공하였다.

B부:

트리페닐포스핀 2.4 g을 디클로로벤젠중의 A부로부터의 물질의 현탁액에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환류하에 철야 가열

한 후, 진공 농축시켰다. 잔류물을 헥산으로 슬러리시키고, 생성된 고상의 2-부틸-1-(2-메틸프로필)-N-트리페닐포스피

닐-1H-이미다조[4,5-c][1,7]나프티리딘-4-아민을 여과에 의해 단리시켰다.

C부:

B부로부터의 2-부틸-1-(2-메틸프로필)-N-트리페닐포스피닐-1H-이미다조[4,5-c][1,7]나프티리딘-4-아민을 메탄

올중에 용해시켰다. 3 N 염산을 용액에 첨가하고, 반응 혼합물을 진공 농축 전에 환류하에 철야 가열하여 메탄올을 제거하

였다. 수성 잔류물을 디클로로메탄과 혼합한 후에 수성 중탄산나트륨으로 중화시켰다. 디클로로메탄층을 분리하고, 황산

마그네슘상에서 건조시키고, 진공 농축시켰다. 잔류물을 플래쉬 크로마토그래피 (디클로로메탄을 사용하여 용리시키고,

디클로로메탄중의 5% 메탄올에 대한 극성을 점차 증가시킨 실리카겔)에 의해 정제하여 융점 213 내지 214 ℃의 고상물로

서 2-부틸-1-(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7]나프티리딘-4-아민을 제공하였다. 분석: C17H23N5에 대한 이

론치 %C 68.66, %H 7.80, %N 23.55; 실측치 %C 68.26, %H 7.69, %N 23.41.

<실시예 28>

화학식 II의 화합물

2-부틸-6,7,8,9-테트라히드로-1-(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7]나프티리딘-4-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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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량의 산화백금을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 20 mL중의 2-부틸-1-(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7]나프티

리딘-4-아민 0.5 g (1.68 mol)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3.5 ㎏/㎠ (50 psi)의 수소압하에 파르 장치상에서 철

야 환원시켰다. 반응 혼합물을 여과하고, 메탄올로 세척하여 촉매를 제거하였다. 여액을 진공 농축시켰다. 잔류물을 디클

로로메탄과 합하고, 혼합물이 염기성이 될 때까지 수성 중탄산나트륨을 첨가하였다. 디클로로메탄층을 분리시켰다. 수성

층을 디클로로메탄 100 mL로 3회 추출하였다. 디클로로메탄 추출물을 합하고, 황산마그네슘상에서 건조하여 진공 농축

시켰다. 생성된 잔류물을 톨루엔으로부터 재결정화시킨 후, 플래쉬 크로마토그래피 (극소량의 수산화암모늄을 함유하는

디클로로메탄중의 20% 메탄올을 사용하여 용리시킨 실리카겔)에 의해 정제시켜 융점 164 내지 166 ℃의 고상물로서

6,7,8,9-테트라히드로-2-부틸-1-(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7]나프티리딘-4-아민을 제공하였다. 분석:

C17H27N5 + 0.5 H2O에 대한 이론치 %C 65.77, %H 9.09, %N 22.56; 실측치 %C 65.99, %H 8.71, %N 22.23.

<실시예 29>

화학식 XXXI의 화합물

N4-(2-메틸프로필)-3-니트로[1,5]나프티리딘-4-아민

옥시염화인 0.6 mL (6.44 mmol)을 N,N-디메틸포름아미드와 반응시킨 후, N,N-디메틸포름아미드 20 mL중의 3-니트로

[1,5]나프티리딘-4-올 1.0 g (5.23 mmol)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가열원으로서 아세톤을 환류시킨 재킷

(jacketed) 플라스크를 사용하여 가온시켰다. 3 시간 후에 반응 혼합물을 빙수에 쏟아붓고, 이소부틸아민 2.0 mL (20.1

mmol)을 첨가하고, 혼합물을 증기조상에서 가열하였다. 수 시간 후에, 반응 혼합물을 주변 온도로 냉각시키고, 여과 및 수

세시켰다. 수성층을 디클로로메탄으로 추출시켰다. 디클로메탄 추출물을 수성 중탄산나트륨으로 세척하고, 수세시키고,

황산마그네슘상에서 건조시켜 여과시킨 후, 실리카겔층상에 가하였다. 실리카겔을 먼저 디클로로메탄으로 용리시켜 불순

물을 제거한 후, 디클로로메탄중의 5% 메탄올로 용리시켜 생성물을 회수하였다. 용리물을 건조상태로 농축시켜 융점 97

내지 99 ℃의 고상물로서 N4-(2-메틸프로필)-3-니트로[1,5]나프티리딘-4-아민을 제공하였다.

<실시예 30>

화학식 XXXIII의 화합물

1-(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

A부:

촉매량의 탄소상 5% 백금을 에틸 아세테이트 50 mL중의 N4-(2-메틸프로필)-3-니트로[1,5]나프티리딘-4-아민 1.0 g

(4.1 mmol)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3.5 ㎏/㎠ (50 psi)의 수소압하에 파르 장치상에서 4 시간 동안 환원시켰

다. 반응 혼합물을 여과하여 촉매를 제거하고, 여액을 진공 농축하여 조 고상물로서 N4-(2-메틸프로필)[1,5]나프티리딘-

3,4-디아민을 제공하였다.

B부:

A부로부터의 조 고상물을 디에톡시메틸아세테이트 2 mL와 합한 후, 증기조상에서 철야 가열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디클

로로메탄에 용해시켜 수세시키고, 황산마그네슘상에서 건조시킨 후에 실리카겔층을 통해 여과시켰다. 실리카겔을 디클로

로메탄으로 용리시켜 과잉의 디에톡시메틸아세테이트를 제거한 후, 디클로로메탄중의 5% 메탄올로 용리시켜 생성물을

회수하였다. 용리물을 농축시켜 오일을 제공하고, 이를 플래쉬 크로마토그래피 (50% 에틸 아세테이트/헥산으로 용리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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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에틸 아세테이트로 용리시킨 실리카겔)에 의해 정제하여 융점 82 내지 84 ℃의 고상물로서 1-(2-메틸프로필)-1H-

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 0.25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13H14N4에 대한 이론치 %C 69.00, %H 6.24, %N

24.76; 실측치 %C 68.79, %H 6.44, %N 24.73.

<실시예 31>

화학식 XXXIV의 화합물

1-(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5N-옥시드

소량의 50% 3-클로로퍼옥시벤조산 3.7 g을 주변 온도에서 클로로포름중의 1-(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

[1,5]나프티리딘 1.5 g의 용액에 30 분에 걸쳐 첨가하였다. 3 시간 후에 반응 혼합물을 디클로로포름으로 희석하고, 2.0

M 수산화나트륨으로 2회 세척하고, 물로 1회 세척하고, 황산마그네슘상에서 건조시킨 후에 진공 농축시켰다. 잔류물을 에

틸 아세테이트/헥산으로부터 재결정화시켜 융점 183 내지 185 ℃의 고상물로서 1-(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

c][1,5]나프티리딘-5N-옥시드 1.2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13H14N4O에 대한 이론치 %C 64.45, %H 5.82, %N 23.12;

실측치 %C 64.15, %H 5.92, %N 23.02.

<실시예 32>

화학식 I의 화합물

1-(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4-아민

수산화암모늄 10 mL를 디클로로메탄 30 mL중의 1-(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5N-옥시드

0.6 g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빙조에서 냉각시킨 후에 디클로로메탄중의 토실 클로라이드 0.5 g을 첨가하였

으며, 이 때 반응물은 빠르게 교반시켰다. 반응 혼합물을 주변 온도에서 철야 교반시켰다. 디클로로메탄층을 분리하여 수

성 중탄산나트륨으로 세척하고, 황산마그네슘상에서 건조시킨 후에 진공 농축시켰다. 잔류물을 에틸 아세테이트/헥산으로

부터 재결정화시켜 융점 230 내지 231.5 ℃의 고상물로서 1-(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4-

아민 0.2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13H15N5에 대한 이론치 %C 64.71, %H 6.27, %N 29.02; 실측치 %C 64.70, %H

6.01, %N 29.08.

<실시예 33>

화학식 II의 화합물

6,7,8,9-테트라히드로-1-(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4-아민

촉매량의 산화백금을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 10 mL중의 1-(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4-

아민 0.46 g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3.15 ㎏/㎠ (45 psi)의 수소압하에 4 시간 동안 파르 장치에서 환원시켰

다. 반응 혼합물을 여과하여 촉매를 제거하고, 여액을 진공 농축하였다. 잔류물을 수성 중탄산나트륨과 합한 후,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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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였다. 생성된 침전물을 디클로로메탄으로 추출시켰다. 디클로로메탄 추출물을 황산마그네슘

상에서 건조시킨 후에 진공 농축시켰다. 잔류물을 플래쉬 크로마토그래피 (0.5% 수산화암모늄을 함유하는 디클로로메탄

중의 5% 메탄올로 용리시킨 실리카겔)에 의해 정제하였다. 용리물을 진공 농축시켰다. 잔류물을 에틸 아세테이트로부터

재결정화시켜 융점 222 내지 226 ℃의 고상물로서 6,7,8,9-테트라히드로-1-(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

[1,5]나프티리딘-4-아민을 제공하였다. 분석: C13H19N5에 대한 이론치 %C 63.65, %H 7.81, %N 28.55; 실측치 %C

63.07, %H 7.51, %N 28.00.

<실시예 34>

화학식 XXXIII의 화합물

2-메틸-1-(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

A부:

황산마그네슘 3 g 및 촉매량의 탄소상 5% 백금을 에틸 아세테이트 250 mL중의 N4-(2-메틸프로필)-3-니트로[1,5]나프

티리딘-4-아민 4.0 g (16.2 mmol)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3.5 ㎏/㎠ (50 psi)의 수소압하에 파르 장치상에

서 4 시간 동안 환원시켰다. 반응 혼합물을 여과하여 촉매를 제거하고, 여액을 진공 농축시켜켜 조 고상물로서 N4-(2-메

틸프로필)[1,5]나프티리딘-3,4-디아민을 제공하였다.

B부:

A부로부터의 조 고상물을 아세트산에 용해시키고, 아세트산 무수물과 합한 후에 환류하에 철야 가열하였다. 반응 혼합물

을 진공 농축시켰다. 생성된 잔류물을 메탄올과 합하여 과잉의 아세트산 무수물을 분해시킨 후에 진공 농축시켰다. 생성된

잔류물을 시클로헥산과 합한 후에 진공 농축시켜 아세트산을 제거하였다. 생성된 잔류물을 헥산으로부터 재결정화시켜 융

점 118 내지 119 ℃의 백색 침정(針晶)으로서 2-메틸-1-(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 2.2 g

을 제공하였다. 분석: C14H16N4에 대한 이론치 %C 69.97, %H 6.71, %N 23.31; 실측치 %C 69.24, %H 6.67, %N 23.23.

<실시예 35>

화학식 XXXIV의 화합물

2-메틸-1-(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5N-옥시드

50% 3-클로로퍼옥시벤조산 4.5 g (13.1 mmol)을 주변 온도에서 클로로포름중의 2-메틸-1-(2-메틸프로필)-1H-이미

다조[4,5-c][1,5]나프티리딘 2.1 g (8.7 mmol)의 용액에 30 분에 걸쳐 소량 첨가하였다. 3 시간 후에 반응 혼합물을 클

로로포름으로 희석하고, 2.0 M 수산화나트륨으로 2회 세척하고, 물로 1회 세척하고, 염수로 1회 세척하여 황산마그네슘

상에서 건조시킨 후에 진공 농축시켰다. 잔류물을 플래쉬 크로마토그래피 (디클로로메탄중의 5% 메탄올로 용리시킨 실리

카겔)에 의해 정제하여 융점 228 내지 230 ℃의 고상물로서 2-메틸-1-(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5]나프

티리딘-5N-옥시드를 제공하였다. 분석: C14H16N4O에 대한 이론치 %C 65.61, %H 6.29, %N 21.86; 실측치 %C

65.73, %H 6.31, %N 21.95.

<실시예 36>

화학식 I의 화합물

2-메틸-1-(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4-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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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화암모늄 10 mL를 디클로로메탄 50 mL중의 2-메틸-1-(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

5N-옥시드 1.1 g (4.29 mmol)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빙조에서 냉각시킨 후에 디클로로메탄중의 토실 클

로라이드 0.82 g (4.29 mmol)을 첨가하였다. 반응물을 빠르게 교반시키면서 약 30 ℃로 가온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주변

온도에서 철야 교반시켰다. 디클로로메탄층을 분리하여 10% 수산화나트륨, 물 및 염수로 세척하고, 황산마그네슘상에서

건조시킨 후에 진공 농축시켰다. 잔류물을 에틸 아세테이트로부터 재결정화시켜 융점 228 내지 230 ℃의 고상물로서 2-

메틸-1-(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4-아민 0.8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14H17N5에 대한

이론치 %C 65.86, %H 6.71, %N 27.43; 실측치 %C 65.65, %H 6.69, %N 27.59.

<실시예 37>

화학식 XXXIII의 화합물

2-부틸-1-(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

A부:

황산마그네슘 3 g 및 촉매량의 탄소상 5% 백금을 에틸 아세테이트 150 mL중의 N4-(2-메틸프로필)-3-니트로[1,5]나프

티리딘-4-아민 3.0 g (12.2 mmol)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3.5 ㎏/㎠ (50 psi)의 수소압하에 4 시간 동안 파

르 장치상에서 환원시켰다. 반응 혼합물을 여과하여 촉매를 제거하고, 여액을 진공 농축시켜 조 고상물로서 N4-(2-메틸프

로필)[1,5]나프티리딘-3,4-디아민을 제공하였다.

B부:

A부로부터의 조 고상물을 아세토니트릴에 용해시킨 후에 발레릴 클로라이드 1.5 mL (12.2 mmol)과 합하였다. 혼합물을

주변 온도에서 30 분 동안 교반시켰다. 생성된 침전물을 여과에 의해 단리시키고, 소량의 아세토니트릴로 세척하고, 통기

건조시켜 고상물로서 N-(4-(2-메틸프로필아미노)[1,5]나프티리딘-3-일)발레르아미드 염산염 2.75 g을 제공하였다.

C부:

B부로부터의 고상물을 아세트산에 현탁시키고, 환류하에 철야 가열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진공 농축시키고, 생성된 잔류

물을 디클로로메탄과 수성 중탄산나트륨 사이에 분배시켰다. 디클로로메탄층을 분리하고, 황산마그네슘상에서 건조하고,

진공 농축시켜 오일로서 2-부틸-1-(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 2.3 g을 제공하였다.

<실시예 38>

화학식 XXXIV의 화합물

2-부틸-1-(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5N-옥시드

50% 3-클로로퍼옥시벤조산 5.3 g (15.2 mmol)을 주변 온도에서 클로로포름중의 2-부틸-1-(2-메틸프로필)-1H-이미

다조[4,5-c][1,5]나프티리딘 2.3 g (10.2 mmol)의 용액에 30 분에 걸쳐 소량 첨가하였다. 3 시간 후에 반응 혼합물을 클

로로포름으로 희석하고, 2.0 M 수산화나트륨을 2회 세척하고, 물로 1회 세척하고, 염수로 1회 세척하고, 황산마그네슘상

에서 건조한 후에 진공 농축시켰다. 잔류물을 플래쉬 크로마토그래피 (디클로로메탄중의 5% 메탄올로 용리시킨 실리카

겔)에 의해 정제하여 2-부틸-1-(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5N-옥시드를 제공하였다. 분

석: C17H22N4O에 대한 이론치 %C 68.43, %H 7.43, %N 18.78; 실측치 %C 67.67, %H 6.73, %N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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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39>

화학식 I의 화합물

2-부틸-1-(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4-아민

수산화암모늄 25 mL를 디클로로메탄 100 mL중의 2-부틸-1-(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

5N-옥시드 2.0 g (6.7 mmol)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빙조에서 냉각시킨 후에 디클로로메탄중의 토실 클로

라이드 1.3 g (6.7 mmol)을 첨가하였다. 반응물을 빠르게 교반하면서 약 30 ℃로 가온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주변 온도에

서 철야 교반하였다. 디클로로메탄층을 분리하고, 10% 수산화나트륨, 물 및 염수로 세척하고, 황산마그네슘상에서 건조시

킨 후에 진공 농축시켰다. 잔류물을 헥산으로부터 재결정화시켜 융점 115 내지 116 ℃의 고상물로서 2-부틸-1-(2-메틸

프로필)-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4-아민 1.55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17H23N5에 대한 이론치 %C

68.66, %H 7.80, %N 23.55; 실측치 %C 69.52, %H 7.72, %N 21.72.

<실시예 40>

화학식 II의 화합물

6,7,8,9-테트라히드로-2-부틸-1-(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4-아민

촉매량의 산화백금을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 15 mL중의 2-부틸-1-(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5]나프티

리딘-4-아민 0.5 g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3.5 ㎏/㎠ (50 psi)의 수소압하에 파르 장치상에서 철야 환원시

켰다. 반응 혼합물을 여과하여 촉매를 제거하고, 여액을 진공 농축하였다. 잔류물을 수성 중탄산나트륨과 합한 후에 소량

의 10% 수산화나트륨를 첨가하였다. 생성된 침전물을 디클로로메탄으로 추출하였다. 디클로로메탄 추출물을 황산마그네

슘상에서 건조한 후에 진공 농축시켰다. 잔류물을 플래쉬 크로마토그래피 (0.5% 수산화암모늄을 함유한 디클로로메탄중

의 1 내지 5% 메탄올로 용리시킨 실리카겔)에 의해 정제하였다. 용리물을 진공 농축시켰다. 잔류물을 헥산/에틸 아세테이

트로부터 재결정화시켜 융점 143 내지 147 ℃의 고상물로서 6,7,8,9-테트라히드로-2-부틸-1-(2-메틸프로필)-1H-이

미다조[4,5-c][1,5]나프티리딘-4-아민을 제공하였다. 분석: C17H27N5에 대한 이론치 %C 67.74, %H 9.03, %N 23.23;

실측치 %C 61.90, %H 7.51, %N 19.91.

<실시예 41>

화학식 XXXI의 화합물

1,1-디메틸에틸 N-{4-[(3-니트로[1,5]나프티리딘-4-일)아미노]부틸}카바메이트

옥시염화인 4 mL (0.31 mol)을 빙조에서 냉각하면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00 mL와 합하였다. 생성된 혼합물을 N,N-

디메틸포름아미드 500 mL중의 3-니트로[1,5]나프티리딘-4-올 50 g (0.26 mol)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주변 온도에서 6 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빙수에 쏟아부은 후, 디클로로메탄 1800 mL로 추출하였다. 유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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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리한 후에 트리에틸아민 45 mL와 합하였다. tert-부틸 N-(4-아미노부틸)카바메이트를 첨가하고, 반응 혼합물을 철

야 교반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진공 농축하고, 잔류물을 물 약 1500 mL로 처리하였다. 생성된 고상물을 여과에 의해 단리

시키고, 수세시키고, 건조하여 고상물로서 1,1-디메틸에틸 N-{4-[(3-니트로[1,5]나프티리딘-4-일)아미노]부틸}카바

메이트 76 g을 제공하였다. 소량의 샘플을 이소프로필 알콜로부터 재결정화시켜 융점 137 내지 138 ℃의 순수 샘플을 제

공하였다. 분석: C17H23N5O4에 대한 이론치 %C 56.50, %H 6.41, %N 19.38; 실측치 %C 56.26, %H 6.30, %N 19.53.

<실시예 42>

화학식 XXXII의 화합물

1,1-디메틸에틸 N-{4-[(3-아미노[1,5]나프티리딘-4-일)아미노]부틸}카바메이트

1,1-디메틸에틸 N-{4-[(3-니트로[1,5]나프티리딘-4-일)아미노]부틸}카바메이트 42.7 g (0.12 mol), 탄소상의 백금 2

g 및 에틸 아세테이트 500 mL를 합한 후에 2.1 ㎏/㎠ (30 psi)의 수소압하에 파르 장치상에서 1 시간 동안 수소화시켰다.

촉매를 여과 제거하고, 에틸 아세테이트로 세정하였다. 여액을 진공 농축하여 담황색-오렌지색 고상물로서 1,1-디메틸에

틸 N-{4-[(3-아미노[1,5]나프티리딘-4-일)아미노]부틸}카바메이트를 제공하였다.

<실시예 43>

화학식 XXXIII의 화합물

1,1-디메틸에틸 N-[4-(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틸]카바메이트

새로이 증류된 트리메틸 오르쏘발레레이트 41 mL (0.24 mol)을 가온된 크실렌 500 mL중의 1,1-디메틸 N-{4-[(3-아미

노[1,5]나프티리딘-4-일)아미노]부틸}카바메이트 39 g (0.12 mol)의 혼합물에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환류하에 철

야 가열하였다. 박층 크로마토그래피는 출발 물질의 반 이상이 여전히 존재함을 나타내었다. p-톨루엔술폰산 무수물 일수

화물 6 g을 첨가하였다. 짧은 시간 후에 박층 크로마토그래피는 반응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었다. 반응 혼합물을 주변 온

도로 냉각시킨 후에 이를 에틸 아세테이트로 희석하고, 수성 중탄산나트륨으로 세척하였다. 유기층을 진공 농축시켜 유질

의 잔류물을 제공하였다. 잔류물을 헥산으로 연화시켜 짙은 핑크색 고상물을 제공하였다. 고상물을 아세토니트릴로부터

재결화시켜 융점 96.0 내지 98.0 ℃의 연분홍색 고상물로서 1,1-디메틸에틸 N-[4-(2-부틸-1H-이미다조[4,5-c][1,5]

나프티리딘-1일)부틸]카바메이트를 제공하였다. 분석: C22H31N5O2에 대한 이론치 %C 66.47, %H 7.86, %N 17.62; 실

측치 %C 66.29, %H 7.78, %N 17.76.

<실시예 44>

화학식 XXXIV의 화합물

1-{4-[(1,1-디메틸에틸카르보닐)아미노]부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5N-옥시드

57% 3-클로로퍼벤조산 1 당량을 클로로포름 50 mL중의 1,1-디메틸에틸 N-[4-(2-부틸-1H-이미다조[4,5-c][1,5]나

프티리딘-1-일)부틸]카바메이트의 용액에 부분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주변 온도에서 2 시간 동안 교반하였으며, 이

때의 박층 크로마토그래피는 출발 물질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응 혼합물을 디클로로메탄으로 희석한

후, 1 M 수산화나트륨으로 2회 세척하였다. 유기층을 황산마그네슘 무수물상에서 건조시킨 후, 진공 농축하여, 정치시 응

고하는 오렌지색 오일로서 1-{4-[(1,1-디메틸에틸카르보닐)아미노]부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

리딘-5N-옥시드를 제공하였다.

<실시예 45>

화학식 I의 화합물

1,1-디메틸에틸 N-[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틸]카바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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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화암모늄 20 mL를 클로로포름중의 1-{4-[(1,1-디메틸에틸카르보닐)아미노]부틸}-2-부틸-1H-이미다조[4,5-c]

[1,5]나프티리딘-5N-옥시드 19.4 g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토실 클로라이드 9 g을 서서히 첨가하였다. 박층 크로마토그

래피는 반응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추가의 토실 클로라이드를 2회 첨가하였다. 박층 크로마토그래피가

반응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낸 후에 층을 분리하였다. 유기층을 묽은 수성 탄산나트륨으로 세척하고, 황산마그네슘상에서

건조한 후에 진공 농축시켰다. 잔류물에 메틸 아세테이트 10 mL를 붓고, 헥산 5 mL를 첨가하고, 혼합물을 철야 정치시켰

다. 생성된 결정질 고상물을 여과에 의해 단리시키고, 헥산으로 세척한 후에 건조시켜 융점 148.5 내지 149.5 ℃의 1,1-디

메틸에틸 N-[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틸]카바메이트 15.1 g을 제공하였

다. 분석: C22H32N6O2에 대한 이론치 %C 64.05, %H 7.82, %N 20.37; 실측치 %C 64.15, %H 7.82, %N 20.55.

<실시예 46>

화학식 I의 화합물

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탄아민

1N 염산 140 mL중의 1,1-디메틸에틸 N-[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틸]카

바메이트 13.8 g의 현탁액을 1.5 시간 동안 증기조상에서 가열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주변 온도로 냉각시킨 후에 50% 수

산화나트륨을 사용하여 염기성 (pH>11)으로 만들었다. 생성된 침전물을 여과에 의해 단리시키고, 수세시킨 후, 건조하여

융점 212 내지 213 ℃의 백색 고상물로서 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탄아민

9.5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17H24N6에 대한 이론치 %C 65.36, %H 7.74, %N 26.90; 실측치 %C 65.16, %H 7.65, %N

27.29.

<실시예 47>

화학식 I의 화합물

N-[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틸]-N'-페닐우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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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 분위기하에서, 페닐 이소시아네이트 52 ㎕ (0.48 mmol)을 무수 테트라히드로푸란 60 mL중의 4-(4-아미노-2-부틸

-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탄아민 0.15 g (0.48 mmol)의 현탁액에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20

분 동안 교반시켰으며, 이 때 반응 혼합물은 균질하게 바뀌었고, 박층 크로마토그래피는 출발 물질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내었다. 아미노메틸 수지 (1% 가교됨, 미국 캘리포니아주 토랜스 소재의 BACHEM으로부터 입수가능한 100 내지

200 메쉬) 280 ㎎을 첨가하고, 반응 혼합물을 0.5 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실리카겔 0.4 g을 첨가하고, 혼합물을 진공 농축

하여 고상물을 제공하였다. 고상물을 95/5 디클로로메탄/메탄올로 용리시킨 플래쉬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정제하여 백

색 고상물을 얻고, 이것을 60 ℃에서 진공 건조하여 N-[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

1-일)부틸]-N'-페닐우레아 0.12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24H29N7O + 1/5 H2O에 대한 이론치 %C 66.25, %H 6.81, %

N 22.53; 실측치 %C 66.27, %H 6.63, %N 22.83.

<실시예 48>

화학식 I의 화합물

N-[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틸]-N'-시클로헥실우레아

실시예 47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시클로헥실 이소시아네이트 61 ㎕ (0.48 mmol)을 4-(4-아미노-2-부틸-1H-이

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탄아민 0.15 g (0.48 mmol)과 반응시켜 백색 고상물로서 N-[4-(4-아미노-2-

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틸]-N'-시클로헥실우레아 0.14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24H35N7O에 대한 이론치 %C 65.88, %H 8.06, %N 22.41. 1H NMR (300 MHz, CDCl3)δ 8.60 (dd, J=4.4, 1.4 Hz, 1H),

8.08 (d, J=8.5 Hz, 1H), 7.44 (dd, J=8.5, 4.4 Hz, 1H), 5.55 (br s, 2H), 4.92 (t, J=5.8 Hz, 1H), 4.82 (명백한 t, J=7.8

Hz, 2H), 4.13 (d, J=8.6 Hz, 1H), 3.48 (m, 1H), 3.35 (명백한 q, J=6.4 Hz, 2H), 2.93 (명백한 t, J=7.8 Hz, 2H), 1.80-

2.05 (m, 4H), 1.45-1.75 (m, 6H), 1.2-1.4 (m, 2H), 1.0-1.2 (m, 2H), 1.03 (t, 7.4 Hz, 3H); C24H35N7O (M +)에 대한

HRMS (EI) 이론치 437.2903, 실측치 437.2903.

<실시예 49>

화학식 I의 화합물

N-[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틸]-N'-부틸우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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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47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부틸 이소시아네이트 54 ㎕ (0.48 mmol)을 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

[4,5-c][1,5]나프티리딘-1-일)부탄아민 0.15 g (0.48 mmol)과 반응시켜 백색 고상물로서 N-[4-(4-아미노-2-부틸-

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틸]-N'-부틸우레아 0.13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22H33N7O에 대한 이

론치 %C 64.21, %H 8.08, %N 23.82; 실측치 %C 64.05, %H 7.97, %N 24.00.

<실시예 50>

화학식 I의 화합물

페닐 N-[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틸]카바메이트

실시예 47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페닐 클로로포르메이트 61 ㎕ (0.48 mmol)을 4-(4-아미노-2-부틸-1H-이미다

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탄아민 0.15 g (0.48 mmol)과 반응시켜 고상물로서 페닐 N-[4-(4-아미노-2-부틸

-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틸]카바메이트 0.12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24H28N6O2에 대한 이론

치 %C 66.65, %H 6.53, %N 19.43; 실측치 %C 66.49, %H 6.59, %N 19.32.

<실시예 51>

화학식 I의 화합물

N-[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틸]-2-푸라미드

실시예 47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푸로일 클로라이드 15.8 ㎕ (0.16 mmol)을 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

[4,5-c][1,5]나프티리딘-1-일)부탄아민 0.05 g (0.16 mmol)과 반응시켜 백색 고상물로서 N-[4-(4-아미노-2-부틸-

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틸]-2-푸라미드 0.019 g을 제공하였다. 1H NMR (300 MHz, CDCl3)δ

8.58 (dd, J=4.4, 1.5 Hz, 1H), 8.06 (dd, J=8.6, 1.6 Hz, 1H), 7.41 (dd, J=8.5, 4.4 Hz, 1H), 7.33 (m, 1H), 7.08 (dd,

J=3.5, 0.6 Hz, 1H), 6.84 (m, 1H), 6.47 (dd, J=3.5, 1.7 Hz, 1H), 4.86 (명백한 t, J=7.7 Hz, 2H), 3.59 (명백한 q, J=6.5

Hz, 2H), 2.92 (명백한 t, J=7.8 Hz, 2H), 1.7-2.1 (m, 6H), 1.51 (m, 2H); 1.00 (t, J=7.3 Hz, 3H); C22H26N6O2 (M +)에

대한 HRMS (EI) 이론치 406.2117, 실측치 406.2121.

<실시예 52>

화학식 I의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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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틸]벤자미드

실시예 47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벤조일 클로라이드 56 ㎕ (0.48 mmol)을 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

[4,5-c][1,5]나프티리딘-1-일)부탄아민 0.15 g (0.48 mmol)과 반응시켜 백색 고상물로서 N-[4-(4-아미노-2-부틸-

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틸]벤자미드 0.11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24H28N6O + 1/4 H2O에 대한

이론치 %C 68.47, %H 6.82, %N 19.96; 실측치 %C 68.24, %H 6.76, %N 19.90.

<실시예 53>

화학식 I의 화합물

N-[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틸]-N'-벤질우레아

벤질 이소시아네이트 59 ㎕ (0.48 mmol)을 주변 온도에서 테트라히드로푸란 60 mL중의 4-(4-아미노-2-부틸-1H-이미

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탄아민 0.15 g (0.48 mmol)의 현탁액에 첨가하였다. 용액을 30 분이 못되어 수득

하였으며, 박층 크로마토그래피 (9:1 디클로로메탄:메탄올)는 보다 높은 Rf 및 단지 미량의 출발 물질을 갖는 주요한 새로

운 반점을 나타내었다. 아미노메틸 수지 250 ㎎을 첨가하고, 반응 혼합물을 15 분 동안 교반하였다. 용매를 진공 제거하였

다. 잔류물을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정제하여 백색 고상물로서 N-[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

[1,5]나프티리딘-1-일)부틸]-N'-벤질우레아 0.16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25H31N7O에 대한 이론치 %C 67.39, %H

7.01, %N 22.00; 실측치 %C 67.43, %H 6.92, %N 22.02.

<실시예 54>

N3-[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틸]니코틴아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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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탄아민 0.050 g (0.16 mmol)을 테트라히드로푸

란 30 mL에 현탁시켰다. N,N-디이소프로필에틸아민 28 ㎕ (0.16 mmol)을 현탁액에 첨가한 후, 니코티노일 클로라이드

염산염 0.028 g (0.16 mmol)을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주변 온도에서 1 시간 동안 교반시켰으며, 이 때의 용액을 얻

었다. 박층 크로마토그래피 (9:1 디클로로메탄:메탄올)은 보다 높은 Rf 및 단지 미량의 출발 물질을 갖는 하나의 주요 신규

한 점을 나타내었다. 아미노메틸 수지 100 ㎎을 첨가하고, 반응 혼합물을 5 분 동안 교반하였다. 용매를 진공 농축시켰다.

잔류물을 디클로로메탄에 용해시키고, 실리카겔 층상에 위치시켰다. 실리카겔을 먼저 디클로로메탄으로 용리시킨 후, 9:1

디클로로메탄:메탄올로 용리시켰다. 가장 깨끗한 분획을 합한 후에 진공 농축시켜 백색 분말로서 N3-[4-(4-아미노-2-부

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틸]니코틴아미드를 제공하였다. 1H NMR (300 MHz, CDCl3) δ 8.91

(m, 1H), 8.68 (d, J=4.5, 1H), 8.45 (d, J=4.3 Hz, 1H), 8.03 (m, 2H), 7.30-7.40 (m, 2H), 6.98 (s, 2H), 5.51 (s, 1H),

4.86 (명백한 t, J=7.9 Hz, 2H), 3.66 (q, J=6.5 Hz, 2H), 2.92 (명백한 t, J=7.7 Hz, 2H), 2.05 (m, 2H), 1.75-1.95 (m,

4H), 1.51 (m, 2H), 1.00 (t, J=7.3 Hz, 3H); C23H27N7O (M+)에 대한 HRMS (EI) 이론치 417.2277, 실측치 417.2276.

<실시예 55>

화학식 I의 화합물

N-[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틸]페닐아세트아미드

페닐아세틸 클로라이드 21 ㎕ (0.16 mmol)를 테트라히드로푸란 30 mL중의 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

c][1,5]나프티리딘-1-일)부탄아민 0.050 g (0.16 mmol)의 현탁액에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주변 온도에서 1 시간

동안 교반하였으며, 이 때 용액을 수득하였다. 박층 크로마토그래피 (9:1 디클로로메탄:메탄올)은 보다 높은 Rf 및 단지 미

량의 출발 물질을 갖는 주요한 새로운 반점을 나타내었다. 아미노메틸 수지 100 ㎎을 첨가하고, 반응 혼합물을 5 분 동안

교반하였다. 용매를 진공 제거하여 백색 분말을 제공하였다. 이 물질을 실리카겔로 된 단컬럼상에 위치시키고, 먼저 디클

로로메탄으로 용리시킨 다음, 9:1 디클로로메탄:메탄올로 용리시켰다. 가장 깨끗한 분획을 합한 후에 진공 농축시켜 무색

오일을 제공하였다. 오일을 디클로로에탄에 용해시키고, 용액이 흐려지기 시작할 때까지 헥산을 첨가한 후에 용매를 제거

하여 백색 분말로서 N-[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틸]페닐아세트아미드를

제공하였다. 분석: C25H30N6O2에 대한 이론치 %C 67.24, %H 6.77, %N 18.82; 실측치 %C 67.52, %H 6.85, %N 18.38.

1H NMR (300 MHz, CDCl3) δ 8.51 (dd, J=4.4, 1.5 Hz, 1H), 8.11 (dd, J=8.4, 1.4 Hz, 1H), 7.43 (dd, J=8.4, 4.4 Hz,

1H), 7.10-7.20 (m, 5H), 6.30 (br s, 2H), 5.83 (m, 1H), 4.72 (명백한 t, J=7.8 Hz, 2H), 3.54 (s, 1H), 3.35 (명백한 q,

J=6.5 Hz, 2H), 2.88 (명백한 t, J=7.8 Hz, 2H), 1.80-1.90 (m, 4H), 1.45-1.65 (m, 4H), 1.00 (t, J=7.3 Hz, 3H);

C25H30N6O (M+ )에 대한 HRMS (EI) 이론치 430.2481, 실측치 430.2490.

<실시예 56>

화학식 I의 화합물

벤질 N-[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틸]카바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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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55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벤질 클로로포르메이트 83 ㎕ (0.58 mmol)을 4-(4-아미노-2-부틸-1H-이미다

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탄아민 0.15 g (0.48 mmol)과 반응하여 백색 분말로서 N-[4-(4-아미노-2-부틸-

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틸]카바메이트 0.18 g을 제공하였다.

<실시예 57>

화학식 I의 화합물

9H-9-플루오레닐메틸 N-[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틸]카바메이트

실시예 55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9-플루오레닐메틸 클로로포르메이트 0.085 g (0.33 mmol)을 4-(4-아미노-2-

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탄아민 0.105 g (0.33 mmol)과 반응하여 백색 분말로서 9H-9-플

루오레닐메틸 N-[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틸]카바메이트 0.125 g을 제공

하였다. 분석: C32H34N6O2 + 1/4 H2O에 대한 이론치 %C 71.29, %H 6.45, %N 15.59; 실측치 %C 70.99, %H 6.35, %N

15.55.

<실시예 58>

화학식 I의 화합물

에틸 N-[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틸]카바메이트

실시예 55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에틸 클로로포르메이트 46 ㎕ (0.48 mmol)을 4-(4-아미노-2-부틸-1H-이미다

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탄아민 0.15 g (0.48 mmol)과 반응시켜 백색 분말로서 에틸 N-[4-(4-아미노-2-부

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틸]카바메이트 0.15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20H28N6O2에 대한 이론

치 %C 62.48, %H 7.34, %N 21.86; 실측치 %C 61.73, %H 7.28, %N 21.62.

<실시예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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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XXXI의 화합물

1,1-디메틸-2-[(3-니트로[1,5]나프티리딘-4-일)아미노]에탄올

옥시염화인 4 mL (43 mmol)을 빙조에서 냉각하면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5 mL와 반응시켰다. 혼합물을 N,N-디메틸

포름아미드 60 mL중의 3-니트로[1,5]나프티리딘-4-올 6.9 g (36.1 mmol)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오일조

에서 60 ℃로 가온시켰다. 3 시간 후, 반응 혼합물을 빙수에 쏟아부었다. 생성된 침전물을 여과에 의해 단리시킨 후, 수세

시켰다. 습윤 조 5-클로로-3-니트로[1,5]나프티리딘을 디클로로메탄 150 mL에 현탁시켰다. 디이소프로필에틸아민을

첨가한 후에 히드록시이소부틸아민 3.4 g (40 mmol)을 서서히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2 시간 동안 환류시킨 후, 물 약

100 mL와 합하였다. 생성된 침전물을 여과에 의해 단리시켜 1,1-디메틸-2-[(3-니트로[1,5]나프티리딘-4-일)아미노]

에탄올 7.2 g을 제공하였다. 소량의 샘플을 이소프로판올로부터 재결정화시켜 융점 184.5 내지 186 ℃의 순수 샘플을 제

공하였다. 분석: C12H14N4O3에 대한 이론치 %C 54.96, %H 5.38, %N 21.36; 실측치 %C 54.63, %H 5.36, %N 21.51.

<실시예 60>

화학식 XXXIII의 화합물

1,1-디메틸-2-(2-부틸[1,5]나프티리딘-1-일)에탄올

A부:

촉매량의 탄소상 5% 백금을 이소프로판올 300 mL중의 1,1-디메틸-2-[(3-니트로[1,5]나프티리딘-4-일)아미노]에탄

올 7 g (26 mmol)의 현탁액에 첨가하였다. 혼합물을 3.5 ㎏/㎠ (50 psi)의 수소압하에 파르 장치상에서 3 시간 동안 수소

화시켰다. 반응 혼합물을 여과하여 촉매를 제거하였다. 여액을 진공 농축시켰다. 톨루엔을 잔류물에 첨가하고, 혼합물을

진공 농축시켜 모든 알콜을 제거하고, 조 1,1-디메틸-2-[(3-아미노[1,5]나프티리딘-4-일)아미노]에탄올을 제공하였

다.

B부:

트리메틸오르쏘발레레이트 3.6 mL (20 mmol)을 크실렌 100 mL중의 1,1-디메틸-2-[(3-아미노[1,5]나프티리딘-4-

일)아미노]에탄올 3.5 g (13 mmol)의 현탁액에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2 일 동안 환류하에 가열하였다. 혼합물을 메

탄올 암모니아로 희석하고, 파르 용기에 위치시킨 후, 110 ℃에서 4 시간 동안 가열시켰다. 반응 혼합물을 진공 농축시켰

다. 잔류물을 디클로로메탄과 물 사이에 분배시켰다. 층을 분리하였다. 유기층을 수세시키고, 황산마그네슘상에서 건조시

킨 후에 진공 농축시켜 오일을 제공하였다. 오일을 메틸 아세테이트/벤젠으로부터 재결정화시켜 융점 85 내지 88.5 ℃의

고상물로서 1,1-디메틸-2-(2-부틸[1,5]나프티리딘-1-일)에탄올 2.8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17H22N4O에 대한 이론

치 %C 68.43, %H 7.43, %N 18.78; 실측치 %C 68.04, %H 7.18, %N 19.09.

<실시예 61>

화학식 XXXIV의 화합물

2-부틸-1-(2-히드록시-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5N-옥시드

3-클로로퍼벤조산 2.6 g (9.5 mmol)을 알루미늄박으로 포장한 플라스크에서 클로로포름 50 mL중의 1,1-디메틸-2-(2-

부틸[1,5]나프티리딘-1-일)에탄올 2.6 g (8.7 mmol)의 용액에 3회로 나누어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주변 온도에서

4 시간 동안 교반한 후, 이것을 묽은 수성 중탄산나트륨으로 2회 세척하고, 염수로 세척하고, 황산마그네슘상에서 건조시

킨 후에 진공 농축하였다. 잔류물을 메틸 아세테이트로부터 재결정화시켜 융점 156 내지 158 ℃의 2-부틸-1-(2-히드록

시-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5N-옥시드 2.25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17H22N4O2 + 1/4

H2O에 대한 이론치 %C 64.03, %H 7.11, %N 17.57; 실측치 %C 63.96, %H 6.84, %N 17.71.

<실시예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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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I의 화합물

1,1-디메틸-2-(4-아미노-2-부틸[1,5]나프티리딘-1-일)에탄올

수산화암모늄 15 mL를 디클로로메탄 40 mL중의 2-부틸-1-(2-히드록시-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5]나

프티리딘-5N-옥시드 1.9 g (6.0 mmol)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토실 클로라이드 1.2 g (6.4 mmol)을 서서히 첨가하였다.

박층 크로마토그래피는 반응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추가의 토실 클로라이드를 2회 첨가하였다. 박층 크

로마토그래피가 반응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낸 후에 층을 분리하였다. 유기 층을 묽은 수성 탄산나트륨으로 세척하고, 황산

마그네슘상에서 건조한 후에 진공 농축시켰다. 잔류물에 메틸 아세테이트 10 mL를 붓고, 헥산 5 mL를 첨가하고, 혼합물

을 철야 정치시켰다. 생성된 결정질 고상물을 여과에 의해 단리시켜 융점 177 내지 179 ℃의 1,1-디메틸-2-(4-아미노-

2-부틸[1,5]나프티리딘-1-일)에탄올 0.9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17H23N5O에 대한 이론치 %C 65.15, %H 7.40, %N

22.35; 실측치 %C 64.97, %H 7.33, %N 22.71.

<실시예 63>

화학식 XXXIII의 화합물

1,1-디메틸-2-(2-페닐메틸[1,5]나프티리딘-1-일)에탄올

A부:

페닐아세틸 클로라이드 2.0 mL (20 mmol)을 디클로로메탄 100 mL중의 1,1-디메틸-2-[(3-아미노[1,5]나프티리딘-4-

일)아미노]에탄올 3.5 g (13 mmol)의 현탁액에 첨가하였다. 박층 크로마토그래피가 반응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낼 때까지

반응 혼합물을 환류하에 가열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다음 단계로 넘겼다.

B부:

A부로부터의 물질을 메탄올 100 mL중의 7% 암모니아와 합하여 밀봉 용기에 넣은 후, 150 ℃에서 6 시간 동안 가열하였

다. 반응 혼합물을 진공 농축시켰다. 잔류물을 물 100 mL와 합한 후에 디클로로메탄 (2 X 75 mL)로 추출하였다. 추출물을

합하여 물 100 mL로 세척하고, 황산마그네슘상에서 건조시킨 후에 진공 농축시켰다. 잔류물을 메틸 아세테이트로부터 재

결정화시켜 융점 150 내지 152 ℃의 고상물로서 1,1-디메틸-2-(2-페닐메틸[1,5]나프티리딘-1-일)에탄올 2.1 g을 제

공하였다. 분석: C20H20N4O에 대한 이론치 %C 72.27, %H 6.06, %N 16.85; 실측치 %C 72.11, %H 6.01, %N 17.00.

<실시예 64>

화학식 XXXIV의 화합물

2-페닐메틸-1-(2-히드록시-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5N-옥시드

3-클로로퍼벤조산 1.8 g (6.6 mmol)을 알루미늄박으로 포장한 플라스크에서 클로로포름 50 mL중의 1,1-디메틸-2-(2-

페닐메틸[1,5]나프티리딘-1-일)에탄올 2 g (6 mmol)의 용액에 3회로 나누어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주변 온도에서

철야 교반시킨 후, 이것을 묽은 수성 중탄산나트륨으로 2회 세척하고, 염수로 세척하여 황산마그네슘상에서 건조한 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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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농축시켰다. 잔류물을 이소프로판올로부터 재결정화시켜 융점 204 내지 206 ℃의 2-페닐메틸-1-(2-히드록시-2-메

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5N-옥시드 2.25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20H20N4O2 + 1/2 H2O에

대한 이론치 %C 67.21, %H 5.92, %N 15.68; 실측치 %C 67.05, %H 5.65, %N 15.39.

<실시예 65>

화학식 I의 화합물

1,1-디메틸-2-(4-아미노-2-페닐메틸[1,5]나프티리딘-1-일)에탄올

수산화암모늄 10 mL를 디클로로메탄 40 mL중의 2-페닐메틸-1-(2-히드록시-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

[1,5]나프티리딘-5N-옥시드 1.5 g (4.3 mmol)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토실 클로라이드 0.8 g (4.3 mmol)을 서서히 첨가

하였다. 박층 크로마토그래피는 반응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추가의 토실 클로라이드를 2회 첨가하였다.

박층 크로마토그래피가 반응의 완료를 나타낸 후에, 층을 분리하였다. 유기층을 묽은 수성 탄산나트륨으로 세척하고, 황산

마그네슘상에서 건조한 후, 진공 농축시켰다. 잔류물에 메틸 아세테이트 10 mL를 붓고, 헥산 5 mL를 첨가하고, 혼합물을

철야 정치시켰다. 생성된 결정질 고상물을 여과에 의해 단리시켜 융점 211 내지 213 ℃의 1,1-디메틸-2-(4-아미노-2-

페닐메틸[1,5]나프티리딘-1일)에탄올을 제공하였다. 분석: C20H21N5O에 대한 이론치 %C 69.14, %H 6.09, %N 20.16;

실측치 %C 69.10, %H 6.12, %N 20.48.

<실시예 66>

화학식 XXXI의 화합물

N-페닐메틸-3-니트로[1,5]나프티리딘-4-아민

옥시염화인 3.5 mL (37.7 mmol)을 빙조에서 냉각시키면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5 mL와 반응시켰다. 이 혼합물을

N,N-디메틸포름아미드 60 mL중의 3-니트로[1,5]나프티리딘-4-올 6.0 g (31.4 mmol)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

물을 오일조에서 60 ℃로 가온시켰다. 3 시간 후에, 반응 혼합물을 빙수에 쏟아부었다. 생성된 침전물을 여과에 의해 단리

시킨 후에 수세시켰다. 습윤 조 5-클로로-3-니트로[1,5]나프티리딘을 디클로로메탄 150 mL중에 현탁시켰다. 디이소프

로필에틸아민 1.2 당량을 첨가한 후, 벤질아민 4.7 mL (40 mmol)를 서서히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2 시간 동안 환류

시킨 후에 물 약 100 mL와 합하였다. 층을 분리하고, 유기층을 진공 농축시켜 N-페닐메틸-3-니트로[1,5]나프티리딘-

4-아민 5.5 g을 제공하였다. 소량의 샘플을 이소프로판올로부터 재결정화시켜 융점 127 내지 129 ℃의 순수 샘플을 제공

하였다. 분석: C15H12N4O2에 대한 이론치 %C 64.28, %H 4.32, %N 19.99; 실측치 %C 63.89, %H 4.40, %N 20.35.

<실시예 67>

N-(4-페닐메틸아미노[1,5]나프티리딘-3-일)에톡시아세트아미드 염산염

촉매량의 탄소상 백금을 톨루엔 300 mL중의 N-페닐메틸-3-니트로[1,5]나프티리딘-4-아민 5.1 g (18.2 mmol)의 현탁

액에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3.5 ㎏/㎠ (50 psi)의 수소압하에 파르 장치상에서 1 시간 동안 수소화시켰다. 반응 혼합

물을 여과하여 촉매를 제거하였다. 여액을 약 200 mL의 부피로 진공 농축시킨 후, 에톡시아세틸 클로라이드 2.5 g (20

mmol)과 반응시켰다. 생성된 황색 침전물을 여과에 의해 단리시키고, 디에틸 에테르에 현탁시킨 후, 여과에 의해 단리시

켜 융점 205 내지 212 ℃의 N-(4-페닐메틸아미노[1,5]나프티리딘-3-일)에톡시아세트아미드 염산염 5.8 g을 제공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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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68>

화학식 XXXIII의 화합물

2-에톡시메틸-1-페닐메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

N-(4-페닐메틸아미노[1,5]나프티리딘-3-일)에톡시아세트아미드 염산염 5.8 g (15.5 mmol)을 메탄올 100 mL중의 7%

암모니아 용액과 합하고, 밀봉 파르 용기에 위치시킨 후에 6 시간 동안 150 ℃에서 가열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진공 농축

시켰다. 잔류물을 물과 디클로로메탄 사이에 분배시켰다. 디클로로메탄층을 분리하고, 수세시키고, 황산마그네슘상에서

건조시킨 후에 진공 농축시켰다. 잔류물을 메틸 아세테이트로부터 재결정화시켜 융점 118 내지 119 ℃의 2-에톡시메틸-

1-페닐메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 4.3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19H18N4 O에 대한 이론치 %C 71.68, %

H 5.70, %N 17.60; 실측치 %C 71.44, %H 5.60, %N 17.66.

<실시예 69>

화학식 XXXIV의 화합물

2-에톡시메틸-1-페닐메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5N-옥시드

3-클로로퍼벤조산 3.7 g (13.4 mmol)을 알루미늄박으로 포장한 플라스크에서 클로로포름 100 mL중의 2-에톡시메틸-

1-페닐메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 3.9 g (12.2 mmol)의 용액에 3회로 나누어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

을 주변 온도에서 철야 교반한 후, 묽은 수성 중탄산나트륨으로 2회 세척하고, 염수로 1회 세척하였다. 클로로포름층을 2

부분으로 나누었다. 한 부분은 하기 실시예에 사용하였다. 나머지 부분은 진공 농축시켰다. 잔류물을 이소프로필 알콜로부

터 재결정화시켜 융점 187.5 내지 189 ℃의 고상물로서 2-에톡시메틸-1-페닐메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

딘-5N-옥시드를 제공하였다. 분석: C19H18N4O2 + 1/4 H2O에 대한 이론치 %C 67.52, %H 5.49, %N 16.58; 실측치 %C

67.56, %H 5.36, %N 16.77.

<실시예 70>

화학식 I의 화합물

2-에톡시메틸-1-페닐메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4-아민

수산화암모늄 20 mL를 상기 실시예로부터의 2-에톡시메틸-1-페닐메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5N-옥

시드의 클로로포름 용액에 첨가하였다. 토실 클로라이드를 서서히 첨가하였다. 박층 크로마토그래피는 반응이 서서히 진

행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추가의 토실 클로라이드를 2회 첨가하였다. 박층 크로마토그래피가 반응이 완료되었음을 나타

낸 후에 층을 분리하였다. 유기층을 묽은 수성 탄산나트륨으로 세척하고, 황산마그네슘상에서 건조한 후, 진공 농축시켰

다. 잔류물에 메틸 아세테이트 10 mL를 붓고, 헥산 5 mL를 첨가하고, 혼합물을 철야 정치시켰다. 생성된 결정질 고상물을

여과에 의해 단리시켜 융점 173 내지 174 ℃의 2-에톡시메틸-1-페닐메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4-아

민을 제공하였다. 분석: C19H19N5O에 대한 이론치 %C 68.45, %H 5.74, %N 21.01; 실측치 %C 68.35, %H 5.83, %N

21.27.

<실시예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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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XXXI의 화합물

N4-(3-이소프로폭시프로필)-3-니트로[1,5]나프티리딘-4-아민

A부:

옥시염화인 3.4 mL (30 mmol)을 (빙조에서) 냉각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5 mL에 첨가하였다. 생성된 용액을 N,N-디

메틸포름아미드 35 mL중의 3-니트로[1,5]나프티리딘-4-올 5.73 g (30 mmol)의 용액에 적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주

변 온도에서 5 시간 동안 유지시킨 후, 이것을 빙조에 쏟아부었다. 생성된 황색 침전물을 여과에 의해 단리시킨 후, 디클로

로메탄 200 mL와 물 150 mL 사이에 분배시켰다. 유기층을 분리하고, 황산마그네슘상에서 건조시킨 후, 진공 농축시켜 조

4-클로로-3-니트로[1,5]나프티리딘 4.2 g을 제공하였다.

B부:

4-클로로-3-니트로[1,5]나프티리딘 4.1 g, 디클로로메탄 150 mL, 트리에틸아민 4.1 mL (29.5 mmol) 및 3-이소프로폭

시프로필아민 3.3 mL (23.8 mmol)을 합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주변 온도에서 철야 유지시킨 후, 물 100 mL로 급랭시켰

다. 상들을 분리시켰다. 수성상을 디클로로메탄 100 mL로 추출하였다. 유기상을 합하고, 황산마그네슘상에서 건조시키

고, 여과한 후에 진공 농축시켜 황색 오일을 제공하였다. 오일을 플래쉬 크로마토그래피 (1:1 에틸 아세테이트:헥산으로

용리시킨 실리카겔)에 의해 정제하여 융점 62.5 내지 63.5 ℃의 황색 분말로서 N4-(3-이소프로폭시프로필)-3-니트로

[1,5]나프티리딘-4-아민 4.8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14H18N4O3에 대한 이론치 %C 57.92, %H 6.25, %N 19.30; 실측

치 %C 57.96, %H 6.19, %N 19.51. 1H NMR (300 MHz, CDCl3): δ 10.08 (폭이 넓은 s, 1H), 9.38 (폭이 넓은 s, 1H),

8.78 (m, 1H), 8.21 (dd, J=8.4, 1.6 Hz, 1H), 7.64 (dd, J=8.4, 4.1 Hz, 1H), 4.57 (폭이 넓은 s, 2H), 3.65-3.57 (m, 3H),

2.05 (t, J=5.6 Hz, 2H), 1.19 (d, J=6.0 Hz, 6H); MS (EI): m/e 290.1366 (C14H18N4O3에 대한 이론치 290.1378).

<실시예 72>

화학식 XXXII의 화합물

N4-(3-이소프로폭시프로필)[1,5]나프티리딘-3,4-디아민

N4-(3-이소프로폭시프로필)-3-니트로[1,5]나프티리딘-4-아민 4.2 g (14.5 mmol), 탄소상 5% 백금 1.1 g 및 에틸 아

세테이트 100 mL를 수소화 플라스크에 위치시켰다. 혼합물을 3.5 ㎏/㎠ (50 psi)의 수소압하에 2.5 시간 동안 진탕시켰

다. 반응 혼합물을 여과하고, 촉매를 에틸 아세테이트로 세척하였다. 여액을 황산마그네슘상에서 건조시키고, 여과시킨

후, 진공 농축하여 담황색 오일로서 N4-(3-이소프로폭시프로필)[1,5]나프티리딘-3,4-디아민 3.6 g을 제공하였다. 1H

NMR (300 MHz, CDCl3): δ 8.70 (dd, J=4.1, 1.6 Hz, 1H), 8.39 (s, 1H), 8.17 (dd, J=8.4, 1.6 Hz, 1H), 7.37 (dd, J=8.4,

4.1 Hz, 1H), 5.99 (폭이 넓은 s, 1H), 3.98 (폭이 넓은 s, 2H), 3.63-3.55 (m, 5H), 1.87 (5중선, J=6.2 Hz, 2H), 1.17 (d,

J=6.1 Hz, 6H); MS (EI): m/e 260.1630 (C14H20N4O에 대한 이론치 260.1637).

<실시예 73>

화학식 XXXIII의 화합물

2-부틸-1-(3-이소프로폭시프로필)-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

A부:

발레릴 클로라이드 1.53 mL (12.9 mmol)을 디클로로메탄 40 mL중의 N4-(3-이소프로폭시프로필)[1,5]나프티리딘-

3,4-디아민 3.2 g (12.3 mmol)의 (빙조에서) 냉각된 용액에 15 분에 걸쳐 적가하였다. 냉각조를 제거하고, 반응 혼합물을

주변 온도에서 1 시간 동안 유지시켰다. 용매를 진공하에 제거하여 어두운 황갈색 고상물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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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부:

A부로부터의 물질 및 메탄올 100 mL중의 7.5% 암모니아 용액을 가압 용기에 위치시켰다. 용기를 밀봉한 후, 6 시간 동안

150 ℃에서 가열하였다. 혼합물을 주변 온도로 냉각시킨 후, 진공 농축시켰다. 잔류물을 디클로로메탄 150 mL와 물 150

mL 사이에 분배시켰다. 분획들을 분리하고, 수성 분획을 디클로로메탄 100 mL로 추출하였다. 유기 분획을 합하고, 황산

마그네슘상에서 건조하고, 여과한 후, 진공 농축하여 갈색 오일을 제공하였다. 오일을 플래쉬 크로마토그래피 (에틸 아세

테이트로 용리시킨 실리카겔)에 의해 정제하여 무색 오일로서 2-부틸-1-(3-이소프로폭시프로필)-1H-이미다조[4,5-c]

[1,5]나프티리딘 3.1 g을 제공하였다. 1H NMR (300 MHz, CDCl3): δ 9.32 (s, 1H), 8.90 (dd, J=4.3, 1.7 Hz, 1H), 8.49

(dd, J=8.5, 1.7 Hz, 1H), 7.57 (dd, J=8.5, 4.3 Hz, 1H), 4.94 (t, J=7.0 Hz, 2H) 3.56 (5중선, J=6.1 Hz, 1H), 3.44 (t,

J=5.7 Hz, 2H), 3.05 (t, J=7.9 Hz, 2H), 2.29-2.20 (m, 2H), 2.01-1.90 (m, 2H), 1.60-1.48 (m, 2H), 1.15 (d, J=6.1

Hz, 6H), 1.03 (t, J=7.3 Hz, 3H); MS (EI): m/e 326.2104 (C19H26N4O에 대한 이론치 326.2106).

<실시예 74>

화학식 XXXIV의 화합물

2-부틸-1-(3-이소프로폭시프로필)-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5N-옥시드

57 내지 86% 3-클로로퍼벤조산 1.2 g을 클로로포름 20 mL중의 2-부틸-1-(3-이소프로폭시프로필)-1H-이미다조

[4,5-c][1,5]나프티리딘 1.4 g (4.3 mmol)에 20 분에 걸쳐 4회로 나누어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주변 온도에서 2 시

간 동안 유지시킨 후, 포화 중탄산나트륨 (2 X 15 mL)과 물 20 mL로 세척하였다. 유기 분획을 황산마그네슘상에서 건조

시키고, 여과시킨 후에 진공 농축시켜 황색 오일을 제공하였다. 오일을 컬럼 크로마토그래피 (95:5 에틸 아세테이트:메탄

올로 용리시킨 실리카겔)에 의해 정제하여 융점 92.0 내지 93.0 ℃의 황색 고상물로서 2-부틸-1-(3-이소프로폭시프로

필)-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5N-옥시드 0.95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19H26N4O2에 대한 이론치 %C

66.64, %H 7.65, %N 16.36; 실측치 %C 66.18, %H 7.39, %N 16.26. 1H NMR (300 MHz, CDCl3): δ 9.24 (dd, J=8.8,

1.6 Hz, 1H), 9.05 (s, 1H), 8.98 (dd, J=4.3, 1.6 Hz, 1H), 7.65 (dd, J=8.8, 4.3 Hz, 1H), 4.89 (t, J=7.0 Hz, 2H), 3.56

(5중선, J=6.1 Hz, 1H), 3.44 (t, J=5.7 Hz, 2H), 3.02 (t, J=7.9 Hz, 2H) 2.27-2.18 (m, 2H), 1.97-1.87 (m, 2H), 1.59-

1.47 (m, 2H), 1.15 (d, J=6.1 Hz, 6H), 1.02 (t, J=7.3 Hz, 3H).

<실시예 75>

화학식 I의 화합물

2-부틸-1-(3-이소프로폭시프로필)-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4-아민

질소 분위기하에, 트리클로로아세틸 이소시아네이트 0.42 mL (3.5 mmol)을 디클로로메탄 25 mL중의 2-부틸-1-(3-이

소프로폭시프로필)-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5N-옥시드 0.8 g (2.3 mmol)의 용액에 적가하였다. 반응 혼

합물을 주변 온도에서 2 시간 동안 유지시킨 후에 진공 농축하여 황색 오일을 제공하였다. 오일을 메탄올 15 mL중에 용해

시킨 후에 25% 메탄올중의 메톡시화나트륨 0.8 mL (3.5 mmol)을 서서히 첨가하였다. 반응을 주변 온도에서 철야 유지시

켰다. 생성된 침전물을 여과에 의해 단리시킨 후, 메틸 아세테이트로부터 재결정화시켜 융점 174 내지 175 ℃의 백색 결정

질 고상물로서 2-부틸-1-(3-이소프로폭시프로필)-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4-아민 0.47 g을 제공하였

다. 분석: C19H27N5O에 대한 이론치 %C 66.83, %H 7.97, %N 20.51; 실측치 %C 66.70, %H 7.81, %N 20.75. 1H N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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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MHz, CDCl3): δ 8.50 (dd, J=4.3, 1.5 Hz, 1H), 7.90 (dd, J=8.4, 1.5 Hz, 1H), 7.42 (dd, J=8.4, 4.3 Hz, 1H), 6.75

(s, 2H), 4.77 (t, J=6.8 Hz, 2H), 3.50 (5중선, J=6.1 Hz, 1H), 3.35 (m,2H) 2.95 (t, J=7.8 Hz, 2H), 2.13-2.04 (m, 2H),

1.86-1.76 (m, 2H), 1.52-1.40 (m, 2H), 1.05 (d, J=6.1 Hz, 6H), 0.97 (t, J=7.3 Hz, 3H).

<실시예 76>

화학식 XXXI의 화합물

N4-(3-부톡시프로필)-3-니트로[1,5]나프티리딘-4-아민

질소 분위기하에, 3-부톡시프로필아민 4.0 mL (26 mmol)을 디클로로메탄 150 mL중의 4-클로로-3-니트로[1,5]나프티

리딘 4.6 g (22 mmol) 및 트리에틸아민 4.6 mL (33 mmol)의 용액에 10 분에 걸쳐 적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주변 온도

에서 철야 유지시켰다. 물 100 mL를 첨가하고, 상들을 분리시켰다. 수성상을 디클로로메탄 100 mL로 추출하였다. 유기

분획을 합하고, 황산마그네슘상에서 건조시켜 여과한 후, 진공 농축시켜 황색 오일을 제공하였다. 오일을 플래쉬 크로마토

그래피 (1:1 에틸 아세테이트:헥산으로 용리시킨 실리카겔)에 의해 정제하여 무색 오일로서 N4-(3-부톡시프로필)-3-니

트로[1,5]나프티리딘-4-아민 5.3 g을 제공하였다. 1H NMR (300 MHz, CDCl3): δ 10.08 (폭이 넓은 s, 1H), 9.38 (폭이

넓은 s, 1H), 8.78 (m, 1H), 8.22 (dd, J=8.4, 1.6 Hz, 1H), 7.64 (dd, J=8.4, 4.1 Hz, 1H), 4.57 (폭이 넓은 s, 2H), 3.63

(t, J=5.8 Hz, 2H) 3.46 (t, J=6.7 Hz, 2H), 2.10-2.03 (m, 2H), 1.65-1.55 (m, 2H), 1.44-1.32 (m, 2H), 0.92 (t, J=7.3

Hz, 3H); MS (EI): m/e 304.1535 (C15H20N4O3에 대한 이론치 304.1535).

<실시예 77>

화학식 XXXII의 화합물

N4-(3-부톡시프로필)[1,5]나프티리딘-3,4-디아민

실시예 72의 방법을 사용하여, N4-(3-부톡시프로필)-3-니트로[1,5]나프티리딘-4-아민 4.9 g (16 mmol)을 환원시켜

담황색 오일로서 N4-(3-부톡시프로필)[1,5]나프티리딘-3,4-디아민 4.3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15H22N4O에 대한 이론

치 %C 65.67, %H 8.08, %N 20.42; 실측치 %C 65.48, %H 8.07, %N 20.41. 1H NMR (300 MHz, CDCl3): δ 8.70 (dd,

J=4.1, 1.6 Hz, 1H), 8.39 (s, 1H), 8.18 (dd, J=8.4, 1.6 Hz, 1H), 7.37 (dd, J=8.4, 4.1 Hz, 1H), 5.97 (폭이 넓은 s, 1H),

3.96 (폭이 넓은 s, 2H), 3.63-3.56 (m, 4H), 3.44 (t, J=6.7 Hz, 2H), 1.89 (5중선, J=6.2 Hz, 2H), 1.63-1.53 (m,2H)

1.44-1.32 (m, 2H), 0.93 (t, J=7.3 Hz, 3H); MS (EI): m/e 274.1799 (C15H22N4O에 대한 이론치 274.1793).

<실시예 78>

화학식 XXXIII의 화합물

1-(3-부톡시프로필)-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

실시예 73 A부 및 B부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N4-(3-부톡시프로필)[1,5]나프티리딘-3,4-디아민 3.7 g (13.5

mmol)을 발레릴 클로라이드 1.7 mL (14.3 mmol)과 반응시키고, 생성된 아미드 중간체를 고리화시켜 무색 오일로서 1-

(3-부톡시프로필)-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 2.9 g을 제공하였다. 소량의 플래쉬 크로마토그래피

(에틸 아세테이트로 용리시킨 실리카겔)에 의해 정제하여 융점 56.5 내지 57.5 ℃의 백색 분말로서 순수한 샘플을 제공하

였다. 분석: C20H28N4O에 대한 이론치 %C 70.56, %H 8.29, %N 16.46; 실측치 %C 70.48, %H 8.25, %N 16.61. 1H

NMR (300 MHz, CDCl3): δ 9.32 (s, 1H), 8.90 (dd, J=4.3, 1.6 Hz, 1H), 8.49 (dd, J=8.5, 1.6 Hz, 1H), 7.57 (dd, J=8.5,

4.3 Hz, 1H), 4.94 (t, J=7.0 Hz, 2H), 3.45-3.39 (m, 4H), 3.04 (t, J=7.9 Hz, 2H), 2.26 (5중선, J=6.1 Hz, 2H), 2.01-

1.91 (m,2H) 1.62-1.48 (m, 4H), 1.45-1.33 (m, 2H), 1.03 (t, J=7.3 Hz, 3H), 0.94 (t, J=7.3 Hz, 3H).

<실시예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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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XXXIV의 화합물

1-(3-부톡시프로필)-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5N-옥시드

실시예 74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1-(3-부톡시프로필)-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 2.2 g

(6.47 mmol)을 산화시켜 융점 126.5 내지 127.5 ℃의 황색 분말로서 1-(3-부톡시프로필)-2-부틸-1H-이미다조[4,5-

c][1,5]나프티리딘-5N-옥시드 1.6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20H28N4O2에 대한 이론치 %C 67.39, %H 7.92, %N 15.72;

실측치 %C 67.13, %H 7.69, %N 15.82. 1H NMR (300 MHz, CDCl3): δ 9.22 (dd, J=8.8, 1.5 Hz, 1H), 9.04(s, 1H),

8.99 (dd, J=4.3, 1.5 Hz, 1H), 7.65 (dd, J=8.8, 4.3 Hz, 1H), 4.89 (t, J=7.0 Hz, 2H), 3.46-3.39 (m, 4H), 3.01 (t, J=7.9

Hz, 2H), 2.28-2.20 (m, 2H), 1.97-1.87 (m,2H) 1.62-1.46 (m, 4H), 1.45-1.33 (m, 2H), 1.03 (t, J=7.3 Hz, 3H), 0.94

(t, J=7.3 Hz, 3H).

<실시예 80>

화학식 I의 화합물

1-(3-부톡시프로필)-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4-아민

실시예 75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1-(3-부톡시프로필)-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5N-옥시

드 1.2 g (3.4 mmol)을 트리클로로아세틸 이소시아네이트 0.6 mL (5.0 mmol)과 반응시키고, 생성된 중간체를 가수분해

하여 융점 101.0 내지 101.5 ℃의 백색 분말로서 1-(3-부톡시프로필)-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

4-아민 0.86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20H29N5O에 대한 이론치 %C 67.58, %H 8.22, %N 19.70; 실측치 %C 67.55, %H

7.96, %N 20.10. 1H NMR (300 MHz, DMSO): δ 8.50 (dd, J=4.4, 1.5 Hz, 1H), 7.91 (dd, J=8.4, 1.6 Hz, 1H), 7.42 (dd,

J=8.8, 4.4 Hz, 1H), 6.77 (s, 2H), 4.78 (t, J=6.9 Hz, 2H), 3.38-3.30 (m, 4H), 2.93 (t, J=7.8 Hz, 2H), 2.11 (5중선,

J=6.1 Hz, 2H), 1.82 (5중선, J=7.6 Hz, 2H), 1.51-1.39 (m, 4H), 1.37-1.25 (m,2H), 0.96 (t, J=7.3 Hz, 3H), 0.88 (t,

J=7.3 Hz, 3H).

<실시예 81>

화학식 XXXI의 화합물

N4-(2-페녹시에틸)-3-니트로[1,5]나프티리딘-4-아민

실시예 76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4-클로로-3-니트로[1,5]나프티리딘 5.0 g (24 mmol)을 2-페녹시에틸아민 3.5

mL (27 mmol)과 반응시켜 융점 107 내지 108 ℃의 황색 고상물로서 N4-(2-페녹시에틸)-3-니트로[1,5]나프티리딘-4-

아민 6.6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16H14N4O3에 대한 이론치 %C 61.93, %H 4.55, %N 18.05; 실측치 %C 61.99, %H

4.58, %N 18.42. 1H NMR (300 MHz, DMSO): δ 10.25 (폭이 넓은 s, 1H), 9.39 (폭이 넓은 s, 1H), 8.81 (dd, J=4.1, 1.7

Hz, 1H), 8.25 (dd, J=8.5, 1.7Hz, 1H), 7.67 (dd, J=8.5, 4.1 Hz, 1H), 7.34-7.26 (m, 2H), 7.01-6.96 (m, 3H), 4.89 (폭

이 넓은 s, 2H), 4.35 (t, J=5.1 Hz, 2H); MS (EI): m/e 310.1065 (C16H14N4O3에 대한 이론치 310.1065).

<실시예 82>

화학식 XXXII의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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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4-(2-페녹시에틸)[1,5]나프티리딘-3,4-디아민

실시예 77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N4-(2-페녹시에틸)-3-니트로[1,5]나프티리딘-4-아민 5.4 g (17.4 mmol)을

환원시켜 담황색 오일로서 N4-(2-페녹시에틸)[1,5]나프티리딘-3,4-디아민 4.6 g을 제공하였다. 1H NMR (300 MHz,

DMSO): δ 8.68 (dd, J=4.1, 1.7 Hz, 1H), 8.40 (s, 1H), 8.10 (dd, J=8.4, 1.7Hz, 1H), 7.39 (dd, J=8.4, 4.1 Hz, 1H),

7.28-7.22 (m, 2H), 6.94-6.90 (m, 3H), 6.12 (t, J=7.0 Hz, 1H), 5.15 (s, 2H), 4.13 (t, J=5.5 Hz, 2H), 3.93-3.87 (m,

2H); MS (CI): m/e 281 (M+H).

<실시예 83>

화학식 XXXIII의 화합물

2-(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틸 페닐 에테르

실시예 73 A부 및 B부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N4-(2-페녹시에틸)[1,5]나프티리딘-3,4-디아민 4.4 g (15.7

mmol)을 발레릴 클로라이드 1.95 mL (16.4 mmol)과 반응시키고, 생성된 아미드 중간체를 고리화시켜 융점 150 내지

150.5 ℃의 백색 고상물로서 2-(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틸 페닐 에테르 4.0 g을 제공하

였다. 분석: C21H22N4O에 대한 이론치 %C 72.81, %H 6.40, %N 16.17; 실측치 %C 72.78, %H 6.40, %N 16.31. 1H

NMR (300 MHz, DMSO): δ 9.25 (s, 1H), 9.00 (dd, J=4.3, 1.7 Hz, 1H), 8.52 (dd, J=8.4, 1.7 Hz, 1H), 7.74 (dd, J=8.4,

4.3Hz, 1H), 7.25-7.20 (m, 2H), 6.91-6.84 (m, 3H), 5.22 (t, J=5.2 Hz, 2H), 4.53 (t, J=5.2 Hz, 2H), 3.09 (t, J=7.7

Hz, 2H), 1.91 (5중선, J=7.6 Hz, 2H), 1.55-1.43 (m, 2H), 0.97 (t, J=7.3 Hz, 3H); MS (EI): m/e 346.1794

(C21H22N4O에 대한 이론치 346.1793).

<실시예 84>

화학식 XXXIV의 화합물

2-부틸-1-(2-페녹시에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5N-옥시드

실시예 74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2-(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틸 페닐 에테르 0.6

g (1.7 mmol)을 산화시켜 황색 분말로서 2-부틸-1-(2-페녹시에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5N-옥시드

0.44 g을 제공하였다. 1H NMR (300 MHz, CDCl3): δ 9.10-9.03 (m, 3H), 7.81 (dd, J=8.7, 4.3 Hz, 1H), 7.25-7.20 (m,

2H), 6.92-6.83 (m, 3H), 5.16 (t, J=4.9 Hz, 2H), 4.51 (t, J=4.9 Hz, 2H), 3.06 (t, J=7.7 Hz, 2H), 1.93-1.83 (m, 2H),

1.54-1.41 (m, 2H), 0.96 (t, J=7.3 Hz, 3H); MS (CI): m/e 363 (M+H).

<실시예 85>

화학식 I의 화합물

2-부틸-1-(2-페녹시에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4-아민

실시예 75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2-부틸-1-(2-페녹시에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5N-옥시드

0.38 g (1.05 mmol)을 트리클로로아세틸 이소시아네이트 0.19 mL (1.6 mmol)과 반응시키고, 생성된 중간체를 가수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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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융점 159.0 내지 159.2 ℃의 백색 분말로서 2-부틸-1-(2-페녹시에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4-

아민 0.23 g을 제공하였다. 1H NMR (300 MHz, DMSO): δ 8.52 (dd, J=4.4, 1.5 Hz, 1H), 7.92 (dd, J=8.4, 1.5 Hz, 1H),

7.45 (dd, J=8.4, 4.4 Hz, 1H), 7.26-7.21 (m, 2H), 6.92-6.86 (m, 3H), 6.79 (m, 2H), 5.13 (t, J=5.2 Hz, 2H), 4.48 (t,

J=5.2 Hz, 2H), 3.00 (t, J=7.8 Hz, 2H), 1.91-1.81 (5중선, J=7.4 Hz, 2H), 1.52-1.40 (m, 2H), 0.95 (t, J=7.3 Hz, 3H);

MS (EI): m/e 361.1899 (C21H23N5O에 대한 이론치 361.1902).

<실시예 86>

화학식 XXXI의 화합물

1,1-디메틸에틸 N-{2-[(3-니트로[1,5]나프티리딘-4일)아미노]에틸}카바메이트

디클로로메탄 25 mL중의 디이소프로필에틸아민 13.47 g (0.10 mol)의 용액을 디클로로메탄 250 mL중의 5-클로로-3-

니트로[1,5]나프티리딘 18.2 g (0.086 mol)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디클로로메탄 75 mL중의 tert-부틸 N-(2-아미노에

틸)카바메이트 16.7 g (0.10 mol)의 용액을 반응 혼합물에 서서히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환류하에 철야 가열하였다.

추가의 tert-부틸 N-(2-아미노에틸)카바메이트 1 g을 첨가하고, 반응 혼합물을 환류하에 3 시간 더 가열하였다. 반응 혼

합물을 주변 온도로 냉각한 후, 추가의 디클로로메탄으로 희석하고, 수세시키고, 염수로 세척하고, 이어서 진공 농축시켜

어두운 색의 고상물을 제공하였다. 이 고상물을 플래쉬 크로마토그래피 (디클로로메탄으로 용리시킨 실리카겔)에 의해 정

제하여 선황색 고상물로서 1,1-디메틸에틸 N-{2-[(3-니트로[1,5]나프티리딘-4일)아미노]에틸}카바메이트 24.8 g을

제공하였다. 일부 (0.3 g)을 톨루엔 10 mL 및 헵탄 10 mL로부터 재결정화시켜 융점 149 내지 151 ℃의 선황색 침상물

0.2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15H19N5O4에 대한 이론치 %C 54.05, %H 5.75, %N 21.01; 실측치 %C 54.17, %H 5.73, %

N 20.90.

<실시예 87>

화학식 XXXII의 화합물

1,1-디메틸에틸 N-{2-[(3-아미노[1,5]나프티리딘-4-일)아미노]에틸}카바메이트

1,1-디메틸에틸 N-{2-[(3-니트로[1,5]나프티리딘-4-일)아미노]에틸}카바메이트 10 g (0.03 mol), 에틸 아세테이트

800 mL 및 탄소상 백금 촉매를 파르 병에서 합한 후, 혼합물을 철야 수소화시켰다. 반응 혼합물을 여과하여 촉매를 제거하

였다. 여액을 진공 농축시켜 황색 시럽으로서 1,1-디메틸에틸 N-{2-[(3-아미노[1,5]나프티리딘-4-일)아미노]에틸}카

바메이트 9.1 g을 제공하였다. C15H21N5O 2 + 0.1 CH3CO2C2H5에 대한 이론치 %C 59.25, %H 7.04, %N 22.43; 실측

치 %C 58.96, %H 6.87, %N 22.46.

<실시예 88>

화학식 XXXIII의 화합물

1,1-디메틸에틸 N-[2-(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틸]카바메이트

1,1-디메틸에틸 N-{2-[(3-아미노[1,5]나프티리딘-4-일)아미노]에틸}카바메이트 0.6 g (2 mmol), 트리메틸 오르쏘발

레레이트 0.35 g (2.1 mmol) 및 톨루엔 25 mL를 합하고, 환류하에 2 시간 동안 가열하였다. 추가의 트리메틸 오르쏘발레

레이트 1 당량을 첨가하고, 반응 혼합물을 환류하에 철야 가열하였다. 크실렌을 첨가하고, 톨루엔을 증류제거하였다. 반응

을 환류하에 8 시간 더 가열하였다. 크실렌을 증류하여 약 5 mL를 제거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냉각시켰다. 생성된 침전물

을 여과에 의해 단리시키고, 헵탄으로 세척하고 건조시켜 융점 198 내지 199 ℃의 아이보리색 분말로서 1,1-디메틸에틸

N-[2-(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틸]카바메이트 0.35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20H27N5O2 에 대한 이론치 %C 65.01, %H 7.36, %N 18.95; 실측치 %C 64.75, %H 7.57, %N 19.09.

<실시예 89>

화학식 XXXIII의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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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디메틸에톡시카르보닐)아미노]에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5N-옥시드

57 내지 86% 3-클로로퍼벤조산 0.7 g을 디클로로포름 10 mL에 용해시켰다. 이 용액의 반을 클로로포름 10 mL중의

1,1-디메틸에틸 N-[2-(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틸]카바메이트 1.0 g (2.7 mmol)의 용

액에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주변 온도에서 30 분 동안 교반시킨 후에 클로로퍼벤조산 용액의 나머지 반을 반응 혼합

물에 적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주변 온도에서 총 2.5 시간 동안 교반시킨 후, 클로로포름 50 mL로 희석하고, 탄산나트륨

으로 세척하고, 10% 수산화나트륨으로 세척하고, 물 및 염수로 세척하고, 건조하고, 진공 농축시켜 황색 고상물 1.1 g을

제공하였다. 이 물질을 아세토니트릴로부터 2회 재결정화시켜 1-{2-[(1,1-디메틸에톡시카르보닐)아미노]에틸}-2-부

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5N-옥시드 1.0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20H27N5O3에 대한 이론치 %C

62.32, %H 7.06, %N 18.17; 실측치 %C 62.03, %H 6.73, %N 18.10.

<실시예 90>

화학식 I의 화합물

1,1-디메틸에틸 N-[2-(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틸]카바메이트

트리클로로아세틸 이소시아네이트 4.8 mL (40 mmol)을 주사기를 통해 디클로로메탄 75 mL중의 1-{2-[(1,1-디메틸에

톡시카르보닐)아미노]에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5N-옥시드 10.4 g (27 mmol)의 용액에 첨

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주변 온도에서 1 시간 동안 교반시켰다. 메탄올중의 25% 메톡시화나트륨 9 mL를 첨가하고, 반

응 혼합물을 주변 온도에서 철야 교반시켰다. 박층 크로마토그래피는 반응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내었기 때문에 추

가의 메톡시화나트륨을 각각 2회 첨가한 후, 주변 온도에서 2 시간 교반시켰다. 반응 혼합물을 디클로로메탄으로 희석하

고, 중탄산나트륨, 물 및 이어서 염수로 세척하고, 건조한 후, 진공 농축시켜 황색 고상물 10.4 g을 제공하였다. 이 물질을

컬럼 크로마토그래피 (디클로로메탄으로 용리시킨 실리카겔)에 의해 정제하여 고상물 8.5 g을 제공하였다. 이 고상물을

톨루엔 20 mL로부터 재결정화시켜 융점 118 내지 120 ℃의 아이보리색 결정으로서 1,1-디메틸에틸 N-[2-(4-아미노-

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틸]카바메이트 6.0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20H28N6 O2에 대한

이론치 %C 62.48, %H 7.34, %N 21.85; 실측치 %C 62.31, %H 7.23, %N 22.13. C20H28N6O2 (M+)에 대한 HRMS (EI)

이론치 384.2273, 실측치 384.2273.

<실시예 91>

화학식 I의 화합물

2-(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탄아민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 5 mL를 디클로로메탄 10 mL중의 1,1-디메틸에틸 N-[2-(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

c][1,5]나프티리딘-1-일)에틸]카바메이트 5.7 g (15 mmol)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주변 온도에서 1 시간

동안 교반시켰다. 반응 혼합물을 디클로로메탄으로 희석한 후, 10% 염산으로 추출하였다. 염산 추출물을 디클로로메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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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 회 세척한 후, 이것을 수산화암모늄을 사용하여 염기성으로 만들었다. 생성된 침전물을 여과에 의해 단리시키고, 건

조하여 융점 175 내지 176 ℃의 백색 분말로서 2-(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탄

아민 3.7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15H20N6에 대한 이론치 %C 63.36, %H 7.09, %N 29.55; 실측치 %C 62.98, %H

6.92, %N 29.89. C15H20N6 (M+)에 대한 HRMS (EI) 이론치 284.1749, 실측치 284.1748.

<실시예 92>

화학식 I의 화합물

N1-[2-(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틸]아세트아미드

질소 분위기하에, 디클로로메탄 25 mL중의 아세틸 클로라이드 50 ㎕ (0.7 mmol)의 용액을 디클로로메탄 50 mL중의 2-

(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탄아민 0.2 g (0.7 mmol)의 (빙조)냉각된 용액에 적

가하였다. 첨가가 완료된 후, 반응 혼합물을 주변 온도로 가온시켰다. 30 분 후에, 박층 크로마토그래피는 반응이 완료되었

음을 나타내었다. 반응 혼합물을 10% 수산화나트륨, 물 및 염수로 세척하고, 건조시키고, 진공 농축하여 조생성물 0.25 g

을 제공하였다. 이 물질을 컬럼 크로마토그래피 (디클로로메탄으로 용리시킨 실리카겔)에 의해 정제하여 고상물 0.2 g을

제공하였다. 이 고상물을 아세토니트릴 30 mL로부터 재결정화시켜 융점 228 내지 230 ℃의 백색 분말로서 N1-[2-(4-아

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틸]아세트아미드 0.18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17H22N6O

에 대한 이론치 %C 62.56, %H 6.79, %N 25.75; 실측치 %C 62.50, %H 6.59, %N 26.04. C22H26N6O2 (M+)에 대한

HRMS (EI) 이론치 326.1855, 실측치 326.1846.

<실시예 93>

화학식 I의 화합물

N1-[2-(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틸]-(E)-2-부텐아미드

실시예 92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크로토닐 클로라이드 68 ㎕ (0.7 mmol)을 2-(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

[4,5-c][1,5]나프티리딘-1-일)에탄아민 0.2 g (0.7 mmol)과 반응시켜 융점 198 내지 200 ℃의 백색 분말로서 N1-[2-

(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틸]-(E)-2-부텐아미드 0.2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19H24N6O에 대한 이론치 %C 64.75, %H 6.86, %N 23.85; 실측치 %C 64.25, %H 6.68, %N 23.99. C19H24N6O (M+)

에 대한 HRMS (EI) 이론치 352.2011, 실측치 352.1996.

<실시예 94>

화학식 I의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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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2-(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틸]-1-시클로헥산카르복사미드

실시예 92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시클로헥산카르보닐 클로라이드 94 ㎕ (0.7 mmol)을 2-(4-아미노-2-부틸-

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탄아민 0.2 g (0.7 mmol)과 반응시켜 융점 188 내지 190 ℃의 백색 분말

로서 N1-[2-(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틸]-1-시클로헥산카르복사미드 0.2 g

을 제공하였다. 분석: C22H30N6O에 대한 이론치 %C 66.98, %H 7.66, %N 21.30; 실측치 %C 66.72, %H 7.57, %N

21.48. C22H30N6O (M+)에 대한 HRMS (EI) 이론치 394.2481, 실측치 394.2475.

<실시예 95>

화학식 I의 화합물

N1-[2-(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틸]-3,5-디-(1,1-디메틸에틸)-4-히드록시

벤자미드

실시예 92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3,5-디-(1,1-디메틸에틸)-4-히드록시벤조일 클로라이드 0.47 g (1.7 mmol)을

2-(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탄아민 0.5 g (1.7 mmol)과 반응시켜 융점 248

내지 250 ℃의 백색 분말로서 N1-[2-(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틸]-3,5-디-

(1,1-디메틸에틸)-4-히드록시벤자미드 0.5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30H40N6O2에 대한 이론치 %C 69.74, %H 7.80, %N

16.27; 실측치 %C 69.65, %H 7.69, %N 16.42. C30H40N6O2 (M+)에 대한 HRMS (EI) 이론치 516.3212, 실측치

516.3226.

<실시예 96>

화학식 I의 화합물

N1-[2-(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틸]-3-페닐프로판아미드 염산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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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92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히드로신나모일 클로라이드 0.1 g (0.7 mmol)을 2-(4-아미노-2-부틸-1H-이

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탄아민 0.2 g (0.7 mmol)과 반응시켰다. 1 시간 후, 반응 혼합물을 실리카겔 컬

럼상에 직접 붓고, 먼저 디클로로메탄으로 용리시킨 후에 15% 메탄올/디클로로메탄으로 용리시켜 고상물 0.2 g을 제공하

였다. 이 고상물을 톨루엔으로부터 재결정화시켜 융점 183 내지 185 ℃의 백색 고상물로서 N1-[2-(4-아미노-2-부틸-

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틸]-3-페닐프로판아미드 염산염 0.2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24H28N6O

HCl에 대한 이론치 %C 63.64, %H 6.45, %N 18.55; 실측치 %C 63.68, %H 6.43, %N 18.55.

<실시예 97>

화학식 I의 화합물

N-[2-(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틸]-5-옥소테트라히드로-2-푸란카르복사미

드

무수 디클로로메탄 30 mL중의 (S)-(+)-5-옥소-2-테트라히드로푸란카르복실산 0.23 g (1.7 mmol)의 용액을 무수 디클

로로메탄 100 mL중의 2-(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탄아민 0.5 g (1.7 mmol)

의 용액에 서서히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주변 온도에서 30 분 동안 교반한 후, 무수 디클로로메탄 50 mL중의 1-[3-

(디메톡시아미노)프로필]-3-에틸카르보디이미드 염산염 0.37 g (1.9 mmol)의 용액을 적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주변

온도에서 철야 교반시킨 후, 여과하여 고상물을 제거하였다. 여액을 10% 수산화나트륨으로 2회 세척하고, 이어서 염수로

세척한 후, 진공 농축시켜 조생성물 0.3 g을 제공하였다. 이 물질을 컬럼 크로마토그래피 (디클로로메탄으로 용리시킨 실

리카겔)에 의해 정제한 후, 아세토니트릴로부터 재결정화시켜 융점 153 내지 154 ℃의 백색 분말로서 N-[2-(4-아미노-

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틸]-5-옥소테트라히드로-2-푸란카르복사미드 0.1 g을 제공하

였다. 분석: C20H24N6O3 에 대한 이론치 %C 60.59, %H 6.10, %N 21.19; 실측치 %C 60.34, %H 6.14, %N 21.13.

C20H24N6O 3 (M+)에 대한 HRMS (EI) 이론치 396.1909, 실측치 396.1905.

<실시예 98>

화학식 I의 화합물

N1-[2-(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틸]-2-(3-히드록시페닐)아세트아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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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97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3-히드록시페닐 아세트산 0.26 g (1.7 mmol)을 2-(4-아미노-2-부틸-1H-이미

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탄아민 0.5 g (1.7 mmol)과 반응시켜 융점 208 내지 210 ℃의 백색 분말로서 N1-

[2-(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틸]-2-(3-히드록시페닐)아세트아미드 0.13 g

을 제공하였다. 분석: C23H26N6O2에 대한 이론치 %C 66.01, %H 6.26, %N 20.08; 실측치 %C 65.63, %H 6.11, %N

20.30. C23H26N6O2 (M+)에 대한 HRMS (EI) 이론치 418.2117, 실측치 418.2109.

<실시예 99>

화학식 I의 화합물

N-[2-(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틸]-6-히드록시-2-피리딘카르복사미드

실시예 97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6-히드록시피콜린산 0.24 g (1.7 mmol)을 2-(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

[4,5-c][1,5]나프티리딘-1-일)에탄아민 0.5 g (1.7 mmol)과 반응시켜 융점 258 내지 260 ℃의 백색 분말로서 N-[2-

(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틸]-6-히드록시-2-피리딘카르복사미드 0.15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21H23N7O2 + 1/2 CH3CN에 대한 이론치 %C 62.03, %H 5.80, %N 24.66; 실측치 %C 61.87, %H

5.70, %N 24.60.

<실시예 100>

화학식 I의 화합물

N1-[2-(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틸]-3,7-디메틸-6-옥텐아미드

실시예 97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시트로넬라산 0.3 g (1.7 mmol)을 2-(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

[1,5]나프티리딘-1-일)에탄아민 0.5 g (1.7 mmol)과 반응시켜 융점 163 내지 164 ℃의 백색 고상물로서 N1-[2-(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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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틸]-3,7-디메틸-6-옥텐아미드 0.5 g을 제공하였다. 분

석: C25H36N6O에 대한 이론치 %C 68.77, %H 8.31, %N 19.25; 실측치 %C 68.84, %H 8.14, %N 19.58. C25H36N6O

(M+)에 대한 HRMS (EI) 이론치 436.2950, 실측치 436.2952.

<실시예 101>

화학식 I의 화합물

1,1-디메틸에틸 N-[1-({[2-(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틸]아미노}카르보닐)-

3-메틸부틸]카바메이트

실시예 97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N-t-BOC-L-류신 0.41 g (1.7 mmol)을 2-(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

[4,5-c][1,5]나프티리딘-1-일)에탄아민 0.5 g (1.7 mmol)과 반응시켜 융점 184 내지 185 ℃의 백색 고상물로서 1,1-

디메틸에틸 N-[1-({[2-(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틸]아미노}카르보닐)-3-

메틸부틸]카바메이트 0.5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26H39N7O 3 (M+)에 대한 HRMS (EI) 이론치 497.3114, 실측치

497.3093.

<실시예 102>

화학식 I의 화합물

N1-[2-(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틸]-2-아미노-4-메틸펜탄아미드

1,1-디메틸에틸 N-[1-({[2-(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틸]아미노}카르보닐)-

3-메틸부틸]카바메이트 0.35 g (0.7 mmol)을 1 N 염산 40 mL와 합하여 증기조에서 30 분 동안 가열하였다. 반응 혼합물

을 냉각시킨 후, 10%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여 염기성으로 만들었다. 생성된 침전물을 여과에 의해 단리시키고, 건조하여

융점 60 내지 65 ℃의 백색 고상물로서 N1-[2-(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틸]-

2-아미노-4-메틸펜탄아미드 0.15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21H31N7O에 대한 이론치 %C 63.27, %H 7.86, %N 24.66; 실

측치 %C 62.27, %H 7.67, %N 24.77. C21H31N7O (M+)에 대한 HRMS (EI) 이론치 397.2590, 실측치 397.2582.

<실시예 103>

화학식 I의 화합물

N-[2-(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틸]-3,5-디메틸-4-이속사졸카르복사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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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97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3,5-디메틸이속사졸-4-카르복실산 0.25 g (1.7 mmol)을 2-(4-아미노-2-부틸

-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탄아민 0.5 g (1.7 mmol)과 반응시켜 융점 188 내지 189 ℃의 백색 분

말로서 N-[2-(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틸]-3,5-디메틸-4-이속사졸카르복

사미드 0.23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21H25N7O2 에 대한 이론치 %C 61.90, %H 6.18, %N 24.06; 실측치 %C 61.92, %H

6.15, %N 24.28. C21H25N7O 2 (M+)에 대한 HRMS (EI) 이론치 407.2069, 실측치 407.2068.

<실시예 104>

화학식 II의 화합물

N1-[2-(4-아미노-2-부틸-6,7,8,9-테트라히드로-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틸]-3,5-디-(1,1-

디메틸에틸)-4-히드록시벤자미드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 15 mL중의 N1-[2-(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틸]-

3,5-디-(1,1-디메틸에틸)-4-히드록시벤자미드 0.1 g (0.19 mmol)의 용액과 산화백금 0.1 g을 합하여 파르 장치상에서

철야 수소화시켰다. 반응 혼합물을 여과하여 촉매를 제거하였다. 여액을 진공 농축시켰다. 잔류물을 디클로로메탄에 용해

시켰다. 디클로로메탄 용액을 10% 수산화나트륨으로 2회 세척하고, 염수로 세척하여 건조시킨 후, 진공 농축하여 조생성

물을 제공하였다. 이 물질을 디클로로메탄중의 10% 메탄올로 용리시킨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정제하였다. 생성된 오일

을 아세토니트릴로 연화시켜 융점 208 내지 210 ℃의 백색 분말로서 N1-[2-(4-아미노-2-부틸-6,7,8,9-테트라히드로-

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틸]-3,5-디-(1,1-디메틸에틸)-4-히드록시벤자미드 0.05 g을 제공하였

다. 분석: C30H44N6O2 + 0.1 CF3CO2H에 대한 이론치 %C 68.17, %H 8.35, %N 15.79; 실측치 %C 68.48, %H 8.29, %

N 16.08.

<실시예 105>

화학식 I의 화합물

N1-[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틸]-5-(1,3-디메틸-2,6-옥소-2,3,6,7-테

트라히드로-1H-푸리닐)펜타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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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탄아민 0.2 g, 5-(1,3-디메틸-2,6-옥소-

2,3,6,7-테트라히드로-1H-푸리닐)펜탄산 0.18 g 및 디클로로메탄 100 mL를 합하여 주변 온도에서 30 분 동안 교반시켰

다. 1-[3-디메틸아미노)프로필]-3-에틸카르보디이미드 0.12 g을 첨가하고, 반응 혼합물을 주변 온도에서 2 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반응을 실리카겔의 컬럼을 통해 여과시키고, 디클로로메탄중의 10% 메탄올로 용리시켜 융점 153.5 내지

155 ℃의 N1-[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틸]-5-(1,3-디메틸-2,6-옥소-

2,3,6,7-테트라히드로-1H-푸리닐)펜타미드 0.2 g을 제공하였다. 분석: C29H38N10 O3에 대한 이론치 %C 60.61, %H

6.66, %N 24.37; 실측치 %C 60.65, %H 6.66, %N 24.32.

<실시예 106>

화학식 I의 화합물

N1-[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틸]-6-모르폴리노니코틴아미드

실시예 105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6-모르폴리노니코틴산 0.12 g (64 mmol)을 4-(4-아미노-2-부틸-1H-이미다

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탄아민 0.2 g (0.64 mmol)과 반응시켜 융점 95 내지 100 ℃의 백색 고상물로서 N1-

[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틸]-6-모르폴리노니코틴아미드를 제공하였다.

분석: C27H34N8O2 + 1/2 H2O에 대한 이론치 %C 63.39, %H 6.90, %N 21.90; 실측치 %C 63.69, %H 6.95, %N 21.52.

<실시예 107>

화학식 I의 화합물

N1-[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틸]-6-퀴놀린카르복사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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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05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6-퀴놀린카르복실산 0.11 g (64 mmol)을 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

[4,5-c][1,5]나프티리딘-1-일)부탄아민 0.2 g (0.64 mmol)과 반응시켜 융점 190 내지 191 ℃의 백색 고상물로서 N1-

[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틸]-6-퀴놀린카르복사미드를 제공하였다. 분석:

C27H29N7O + 1/4 H2O에 대한 이론치 %C 68.70, %H 6.30, %N 20.77; 실측치 %C 68.54, %H 6.21, %N 20.93.

<실시예 108>

화학식 I의 화합물

N1-[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틸]-2-(4-히드록시-5-메틸-2-옥소-1,2-

디히드로-1-피리미디닐)아세트아미드

실시예 105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2-(4-히드록시-5-메틸-2-옥소-1,2-디히드로-1-피리미디닐)아세트산 0.12

g (64 mmol)을 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탄아민 0.2 g (0.64 mmol)과 반응

시켜 융점 242 내지 244 ℃의 고상물로서 N1-[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

틸]-2-(4-히드록시-5-메틸-2-옥소-1,2-디히드로-1-피리미디닐)아세트아미드 0.06 g을 제공하였다.

<실시예 109>

화학식 I의 화합물

N1-[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틸]-2-(2-피리미디닐술파닐)아세트아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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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05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2-피리미디닐티오)아세트산 0.11 g (64 mmol)을 4-(4-아미노-2-부틸-1H-

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탄아민 0.2 g (0.64 mmol)과 반응시켜 융점 156 내지 160 ℃ (분해)의 백색

고상물로서 N1-[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틸]-2-(2-피리미디닐술파닐)아

세트아미드를 제공하였다.

<실시예 110>

화학식 I의 화합물

N1-[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틸]-2-(4-피리딜술파닐)아세트아미드

실시예 105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4-피리딜티오)아세트산 0.11 g (64 mmol)을 4-(4-아미노-2-부틸-1H-이미

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탄아민 0.2 g (0.64 mmol)과 반응시켜 융점 127.5 내지 129 ℃의 고상물로서

N1-[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틸]-2-(4-피리딜술파닐)아세트아미드 0.1

g을 제공하였다.

<실시예 111>

화학식 I의 화합물

4-(4-아미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탄아민

A부:

트리에틸오르쏘포르메이트 2.8 mL (16.6 mmol)을 톨루엔 150 mL중의 1,1-디메틸에틸 N-{4-[(3-아미노[1,5]나프티

리딘-4-일)아미노]부틸}카바메이트 5.0 g (15.1 mmol)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반응을 딘 스탁 트랩 (Dean Stark trap)에

서 수집된 에탄올과 함께 환류하에 철야 가열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환류하에 6 시간 더 가열한 후, p-톨루엔술폰산 1.4 g

(7.5 mmol)을 첨가하고, 반응을 철야 환류시켰다. 어두운 오렌지색/갈색 오일이 형성되었다. 톨루엔 상청액을 따라내어

제거하고, 진공 농축하여 1,1-디메틸에틸 N-[4-(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틸]카바메이트 1.1 g

을 제공하였다. 오일은 4-(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탄아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물질을 1,1-디

메틸에틸-디카르보네이트와 반응시켜 1,1-디메틸에틸 N-[4-(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틸]카바

메이트를 추가로 1 g 제공하였다. 2개의 분획을 합하여 다음 단계를 계속하였다.

B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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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3-클로로퍼벤조산 1.86 g을 클로로포름 25 mL중의 A부로부터의 물질의 용액에 소량 첨가하였다. 반응을 주변 온도

에서 철야 유지시킨 후, 5% 탄산나트륨 용액으로 희석시켰다. 층을 분리하였다. 유기층을 진공 농축시켰다. 잔류물을 고온

의 메틸 아세테이트로 슬러리시키고, 냉각시킨 후에 여과하여 1-{4-[(1,1-디메틸에틸카르보닐)아미노]부틸}-1H-이미

다조[4,5-c][1,5]나프티리딘-5N-옥시드 2.0 g을 제공하였다.

C부:

토실 클로라이드 0.64 g (3.37 mmol)을 디클로로메탄 20 mL중의 B부로부터의 물질 1.2 g (3.37 mmol)의 용액에 소량

서서히 첨가하였다. 4 시간 후에 토실 클로라이드 100 ㎎을 추가로 첨가하여 반응을 완료시켰다. 반응물을 진한 수산화암

모늄 5 mL 및 물 10 mL로 급랭시키고, 주변 온도에서 주말에 걸쳐 교반하였다. 층을 분리하였다. 유기층을 진공 농축시켜

황갈색 고상물을 제공하였다. 이 고상물을 고온의 메틸 아세테이트에 슬러리시키고, 냉각시키고, 여과시켜 1,1-디메틸에

틸 N-[4-(4-아미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틸]카바메이트 0.9 g을 제공하였다.

D부:

C부로부터의 물질과 1 N 염산 25 mL의 혼합물을 박층 크로마토그래피가 반응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낼 때까지 환류하에

가열하였다. 혼합물을 6 N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여 pH 14로 조정하였다. 생성된 침전물을 여과에 의해 단리하여 융점

161 내지 163 ℃의 담황색 고상물로서 4-(4-아미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탄아민 0.2 g을 제

공하였다. 질량 분석 (M+1) = 257.09

<실시예 112>

화학식 I의 화합물

N1-[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틸]-4{[2-(디메틸아미노)에톡시](페닐)메

틸}벤자미드

A부:

질소 분위기하에, 에테르중의 3 M 페닐 마그네슘 브로마이드 39 mL를 메틸 4-포르밀벤조에이트 19.2 g (117 mmol)의

용액에 주사기를 통해 30 분에 걸쳐 첨가하였다. 혼합물을 10 분 더 교반시킨 후, 1 M 염산 125 mL를 첨가하여 급랭시켰

다. 반응 혼합물을 디에틸 에테르 (2 X 200 mL)로 추출시켰다. 합쳐진 추출물을 염수로 세척하고, 황산마그네슘상에서 건

조시키고, 여과시킨 후에 진공 농축하여 황색 오일을 제공하였다. 이 물질을 플래쉬 크로마토그래피 (6:1 헥산:에틸 아세

테이트로 용리시킨 실리카겔)에 의해 정제하여 투명한 오일로서 메틸 4-(α-히드록시벤질)벤조에이트 6.9 g을 제공하였

다.

질소 분위기하에, 톨루엔 70 mL중의 p-톨루엔술폰산 일수화물 10.7 g (56 mmol)의 현탁액을 환류하에 가열하였다. 약 1

mL의 물을 딘 스탁 트랩에서 수집하였다. 가열 맨틀을 제거하였다. 가온된 혼합물에 극소량의 톨루엔중의 N,N-디메틸에

탄올아민 2.9 mL (28 mmol) 및 메틸 4-(α-히드록시벤질)벤조에이트 3.47 g (14 mmol)의 용액을 첨가하였다. 혼합물을

환류하에 20 분 동안 가열한 후, 주변 온도로 냉각시켰다. 반응 혼합물을 디에틸 에테르와 포화 수성 중탄산나트륨 사이에

분배시켰다 (수성층은 염기성임). 수성층을 추가의 디에틸 에테르 100 mL로 추출하였다. 합쳐진 유기층을 건조시킨 후,

진공 농축시켰다. 잔류물을 플래쉬 크로마토그래피 (디클로로메탄중의 5% 및 이어서 10% 메탄올로 용리시킨 실리카겔)

에 의해 정제하여 무색 오일로서 메틸 4-[α-(2-N,N-디메틸아미노에톡시)벤질]벤조에이트 2.49 g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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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N 수산화나트륨 2.54 mL를 메탄올 10 mL중의 4-[α-(2-N,N-디메틸아미노에톡시)벤질]벤조에이트 0.53 g (1.7

mmol)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용액을 1 시간 동안 환류하에 가열하고, 주변 온도로 냉각시킨 후, 1 N 염산 2.54 mL를 사용

하여 pH 5-6으로 중화시켰다. 혼합물을 45 ℃의 조에서 진공 농축시켰다. 생성된 잔류물을 디클로로메탄 15 mL 및 메탄

올 3 mL의 혼합물내로 추출시켰다. 추출물을 여과시키고, 여액을 진공 농축시켜 점성의 잔류물을 제공하였다. 많은 양의

디에틸 에테르로 연화시켜 백색 분말로서 4-[α-(2-N,N-디메틸아미노에톡시)벤질]벤조산 0.39 g을 제공하였다.

B부:

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탄아민 0.130 g (0.4175 mmol) 및 4-[α-(2-

N,N-디메틸아미노에톡시)벤질]벤조산 0.125 g (0.4175 mmol)을 디클로로메탄 150 mL중에서 합하고, 투명 용액이 수

득될 때까지 주변 온도에서 교반하였다. 1-[3-(디메틸아미노)프로필]-3-에틸카르보디이미드 염산염 0.088 g (0.46

mmol)을 첨가하고, 반응을 주변 온도에서 2 일 동안 유지시켰다. 디클로로메탄의 부피를 감소시키고, 농축액을 플래쉬 크

로마토그래피 (디클로로메탄중의 10% 메탄올로 용리시킨 실리카겔)에 의해 정제하여 융점 105 내지 108 ℃의 고상물로

서 N1-[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틸]-4{[2-(디메틸아미노)에톡시](페닐)

메틸}벤자미드 0.085 g을 제공하였다. 질량 분석 (M+1) = 594.30

<실시예 113>

화학식 I의 화합물

N1-[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틸]-4-벤조일벤자미드

실시예 112, B부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4-벤조일벤조산 72 ㎎ (0.32 mmol)을 4-(4-아미노-2-부틸-1H-이미다

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탄아민 100 ㎎ (0.32 mmol)과 반응시켜 백색 고상물로서 N1-[4-(4-아미노-2-부

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부틸]-4-벤조일벤자미드 30 ㎎을 제공하였다. 질량 분석 (M+1 =

521.31).

<실시예 114>

화학식 I의 화합물

N1-[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틸]-2-(5-메틸-2,4-디옥소-1,2,3,4-테트

라히드로-1-피리미디닐)아세트아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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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에 112, B부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티민-1-아세트산 130 ㎎ (0.70 mmol)을 4-(4-아미노-2-부틸-1H-이미

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탄아민 200 ㎎ (0.70 mmol)과 반응시켜 융점 241 내지 242 ℃의 백색 고상물로서

N1-[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틸]-2-(5-메틸-2,4-디옥소-1,2,3,4-테트

라히드로-1-피리미디닐)아세트아미드 68 ㎎을 제공하였다. 질량 분석 (M+1 = 451.24).

<실시예 115>

화학식 I의 화합물

N1-[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틸]-6-(5-메틸-2-옥소-4-이미다졸리디

닐)헥사미드

실시예 112, B부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D-데스티오비오틴 151 ㎎ (0.70 mmol)을 4-(4-아미노-2-부틸-1H-이

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탄아민 200 ㎎ (0.70 mmol)과 반응시켜 융점 184 내지 186 ℃의 백색 고상물로

서 N1-[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틸]-6-(5-메틸-2-옥소-4-이미다졸리

디닐)헥사미드 231 ㎎을 제공하였다. 질량 분석 (M+1 = 481.35).

<실시예 116>

화학식 I의 화합물

N1-[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틸]메탄술폰아미드

하기 실시예의 방법을 사용하여, 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탄아민 14 ㎎ (50

μmol)을 메탄술포닐 클로라이드 4 ㎕ (50 μmol)과 반응시켜 N1-[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

티리딘-1-일)에틸]메탄술폰아미드 5.3 ㎎을 제공하였다. 1H NMR (500 MHz, d6-DMSO) δ=8.49 (dd, J=4.3; 1.5 Hz,

1H), 7.92 (dd, J=8.0; 1.5 Hz, 1H), 7.44 (dd, J=8.0; 4.3 Hz, 1H), 7.30 (t, J=6 Hz, 1H), 6.76 (s, 2H), 4.77 (t, J=6 Hz,

2H), 3.50 (q, J=6 Hz, 2H), 2.98 (t, J=7 Hz, 2H), 2.85 (s, 3H), 1.82 (5중선, J=7 Hz, 2H), 1.46 (m, 2H), 0.96 (t, J=7

Hz, 3H). APCI (+/-) 플러그 주사에 의한 질량 분석 결과, 목적하는 분자량을 얻었다.

<실시예 117>

화학식 I의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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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틸]벤젠술폰아미드

하기 실시예 118 내지 152의 방법을 사용하여, 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탄

아민 14 ㎎ (50 μmol)을 벤젠술포닐 클로라이드 6 ㎕ (50 μmol)과 반응시켜 N1-[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

[4,5-c][1,5]나프티리딘-1-일)에틸]벤젠술폰아미드 10.9 ㎎을 제공하였다. 1H NMR (500 MHz, d6-DMSO) δ=8.43

(dd, J=4.4; 1.5 Hz, 1H), 7.94 (t, J=6 Hz, 1H), 7.89 (dd, J=8.4; 1.5 Hz, 1H), 7.68 (d, J=8 Hz, 2H), 7.58 (t, J=8 Hz,

1H), 7.50 (t, J=8 Hz, 2H), 7.41 (dd, J=8.4;4.4 Hz, 1H), 4.72 (t, J=6 Hz, 2H), 3.34 (m, 2H), 2.97 (t, J=7 Hz, 2H),

1.81 (5중선, J=7 Hz, 2H), 1.45 (6중선, J= 7 Hz, 2H), 0.97 (t, J=7 Hz, 3H). APCI (+/-) 플러그 주사에 의한 질량 분석

결과, 목적하는 분자량을 얻었다.

<실시예 118 내지 152>

화학식 I의 화합물

하기 표에 나타내는 실시예 118 내지 152의 화합물을 하기 방법에 따라 제조하였다. 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

[4,5-c][1,5]나프티리딘-1-일)에탄아민 50 μmol을 나선-뚜껑 시험관에서 디클로로메탄 5 mL에 용해시키고, 용액을 빙

수조에서 냉각시켰다. 화학식 RACOCl의 산 염화물 50 μmol을 디클로로메탄 100 ㎕중의 용액으로서 첨가하였다 (고상인

산 염화물을 약 400 ㎕의 디클로로메탄에 용해 또는 현탁시킨 후에 첨가함). 혼합물을 15 초 내지 1 분 동안 와동시켜 흐리

게 한 다음, 약 80 ㎎의 아미노메틸 폴리스티렌 수지 (0.62 밀리당량/g, 100-200 메쉬, 1% 가교, 바켐 (Bachem) #D-

2100, 로트번호 FM507)를 첨가하고, 혼합물을 추가로 30 초 동안 와동시켰다. 혼합물을 디클로로메탄으로 컨디셔닝시킨

실리카겔의 단컬럼 (3 x 1 cm)에 가하였다. 생성물을 10:1 디클로로메탄:메탄올로 용리시켜 약 2 mL의 분획을 수집하였

다. 분획에 대하여 박층 크로마토그래피를 수행하고, 생성물 반점을 갖는 분획을 고이게 하고 새반트 스피드 진공조

(Savant Speed Va.)에서 스트립핑시켜 건조시켰다. 역상-HPLC (HPLC 조건은 C18 라이닌 마이크로소브 (Rainin

Microsorb) MV 컬럼 (4.6 x 50 mm, 입도=3 미크론, 공극 크기=100 옹스트롱)을 장착한 휴렛패커드 (HP) 1090 시스템

을 사용하여 참고하였다. 중력 용리: 100% 물 + 100% 아세토니트릴에 대한 0.1%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 + 0.1% 트리플

루오로아세트산으로부터의 5 분에 걸친 선형 중력 (1 mL/분에서). 220 nm 및 254 nm에서 검출)에 의해 순도를 체크하였

다. APCI-질량 분석 데이터에 의해 예견된 분자 이온의 존재를 확인하고, 양성자 nmr 데이터에 의해 예견된 구조를 뒷받

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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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53 내지 190>

화학식 I의 화합물

하기 표에 나타내는 실시예 153 내지 190의 화합물을 하기 방법에 따라 제조하였다. 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

[4,5-c][1,5]나프티리딘-1-일)부탄아민 25 μmol을 나선-뚜껑 시험관에서 디클로로메탄 10 mL에 용해시키고, 용액을

빙수조에서 냉각시켰다. 화학식 RACOCl의 산 염화물 25 μmol을 디클로로메탄 100 ㎕중의 용액으로서 첨가하였다 (고상

인 산 염화물을 직접 첨가함). 혼합물을 15 초 내지 1 분 동안 와동시켜 흐리게 한 다음, 약 80 ㎎의 아미노메틸 폴리스티렌

수지 (0.62 밀리당량/g, 100-200 메쉬, 1% 가교, 바켐 #D-2100, 로트번호 FM507)를 첨가하고, 혼합물을 추가로 30 초

동안 와동시켰다. 혼합물을 디클로로메탄으로 컨디셔닝시킨 실리카겔의 단컬럼 (3 x 1 cm)에 가하였다. 생성물을 10:1 디

클로로메탄:메탄올로 용리시켜 약 2 mL의 분획을 수집하였다. 분획에 대하여 박층 크로마토그래피를 수행하고, 생성물 반

점을 갖는 분획을 고이게 하고 새반트 스피드 진공조에서 스트립핑시켜 건조시켰다. 역상-HPLC (HPLC 조건은 C18 라이

닌 마이크로소브 MV 컬럼 (4.6 x 50 mm, 입도=3 미크론, 공극 크기=100 옹스트롱)을 장착한 휴렛패커드 (HP) 1090 시

스템을 사용하여 참고하였다. 중력 용리: 100% 물 + 100% 아세토니트릴에 대한 0.1%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 + 0.1% 트

리플루오로아세트산으로부터의 5 분에 걸친 선형 중력 (1 mL/분에서). 220 nm 및 254 nm에서 검출)에 의해 순도를 체크

하였다. APCI-질량 분석 데이터에 의해 예견된 분자 이온의 존재를 확인하고, 양성자 nmr 데이터에 의해 예견된 구조를

뒷받침하였다.

등록특허 10-0563175

- 67 -



등록특허 10-0563175

- 68 -



등록특허 10-0563175

- 69 -



등록특허 10-0563175

- 70 -



등록특허 10-0563175

- 71 -



등록특허 10-0563175

- 72 -



등록특허 10-0563175

- 73 -



등록특허 10-0563175

- 74 -



<실시예 191 내지 212>

화학식 I의 화합물

하기 표에 나타내는 실시예 191 내지 212의 화합물을 하기 방법에 따라 제조하였다. 4-(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

[4,5-c][1,5]나프티리딘-1-일)에탄아민 50 μmol을 나선-뚜껑 시험관에서 디클로로메탄 5 mL에 용해시키고, 화학식

RACOOH의 카르복실산 50 μmol을 주변 온도에서 첨가하였다. 전형적으로는, 3 분 이내에 엷은 현탁액이 형성되었다. 커

플링제인 1-(3-디메틸아미노프로필)-3-에틸 카보디이미드 염산염 약 10.5 ㎎ (55 μmol)을 첨가하고, 혼합물을 주변 온

도에서 1 내지 2 시간 동안 400 rpm에서 와동시켜 대부분의 경우에 투명 용액을 얻었다. 혼합물을 디클로로메탄으로 컨디

셔닝시킨 실리카겔의 단컬럼 (3 x 1 cm)에 가하였다. 생성물을 10:1 디클로로메탄:메탄올로 용리시켜 약 2 mL의 분획을

수집하였다. 분획에 대하여 박층 크로마토그래피를 수행하고, 생성물 반점을 갖는 분획을 고이게 하고 새반트 스피드 진공

조에서 스트립핑시켜 건조시켰다. 역상-HPLC (HPLC 조건은 C18 라이닌 마이크로소브 MV 컬럼 (4.6 x 50 mm, 입도=3

미크론, 공극 크기=100 옹스트롱)을 장착한 휴렛패커드 (HP) 1090 시스템을 사용하여 참고하였다. 중력 용리: 100% 물

+ 100% 아세토니트릴에 대한 0.1%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 + 0.1%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으로부터의 5 분에 걸친 선형

중력 (1 mL/분에서). 220 nm 및 254 nm에서 검출)에 의해 순도를 체크하였다. APCI-질량 분석 데이터에 의해 예견된 분

자 이온의 존재를 확인하고, 양성자 nmr 데이터에 의해 예견된 구조를 뒷받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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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213>

화학식 II의 화합물

N-[2-(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틸]-5-옥소-2-피롤린카르복사미드

실시예 97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L-피로글루탐산 0.23 g (1.7 mmol)을 2-(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

[4,5-c][1,5]나프티리딘-1-일)에탄아민 0.5 g (1.7 mmol)과 반응시켜 융점 135 내지 138 ℃의 백색 분말로서 N-[2-

(4-아미노-2-부틸-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1-일)에틸]-5-옥소-2-피롤린카르복사미드 0.10 g을 제공

하였다. 분석: C20H25N7O2 1/2CH3CN에 대한 이론치 %C 60.63, %H 6.42, %N 25.25; 실측치 %C 60.14, %H 6.41, %N

25.20. C20H25N7O2 (M+)에 대한 HRMS (EI) 이론치 396.2103, 실측치 396.2112.

<시험 방법>

인간 세포내에서의 시토킨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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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내 인간 혈액 세포계를 사용하여 본 발명의 화합물에 의한 시토킨 유발을 평가하였다. 활성은 테스터맨

(Testerman) 등의 문헌 ["Cytokine Induction by the Immunomodulators Imiquimod and S-27609", Journal of

Leukocyte Biology, 58, 365-372 (1995년 9월)]에 기재된 바와 같이 배지내로 분비된 인터페론 및 종양 괴사 인자 (∝)

(각각 IFN 및 TNF)를 기준으로 하였다.

배지용 혈액 세포 준비

전혈을 정맥천자에 의해 건강한 인간 수여자로부터의 EDTA 진공관내로 수집하였다. 주변 혈액 일핵 세포 (PBMC)를 히

스토패크 (Histopaque(등록상표))-1077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 소재의 시그마 케미칼스 (Sigma Chemicals)) 밀

도 중력 원심분리기에 의해 전혈로부터 분리하였다. 10% 태내 우형 혈정, 2 mM L-글루타민 및 1% 페니실린/스트렙토마

이신 용액을 함유한 RPMI 1640 배지에서 PBMC를 1.5×106 내지 2×106 세포/mL로 현탁시켰다 (RPMI 완료). PBMC 현

탁액의 1 mL 부분을 24개의 웰 평저 살균 조직 배양판에 첨가하였다.

화합물 제조

화합물을 디메틸 술폭시드 (DMSO)에 가용해시켰다. DMSO 농도는 배양 웰에 첨가하는 동안 1%의 최종 농도를 넘지 않

아야 한다. 화합물은 일반적으로 0.1 내지 100 μM의 농도 범위에서 시험하였다.

항온배양 (Incubation)

시험 화합물의 용액을 배지중에 PBMC 1 mL를 함유한 웰에 첨가하였다. 배양판을 플라스틱 덮개로 덮고, 온화하게 혼합

한 후, 5% 이산화탄소 분위기하에 37 ℃에서 24 시간 동안 항온배양시켰다.

분리

항온배양 후에, 배양판을 4 ℃에서 1000 rpm (약 200 x g)에서 5 내지 10 분 동안 원심분리하였다. 세포 배양 상청액을

살균 폴리프로필렌 피펫으로 제거하고, 2 mL 살균 극저온관에 옮겼다. 샘플을 분석할 때까지 -70 ℃로 유지시켰다.

인터페론 분석/계산

인터페론은 뇌척수염으로 무능해진 A549 인간 폐 암종 세포를 사용하여 생물학적 정량에 의해 측정하였다. 생물학적 정

량 방법의 세부내용은 본 명세서의 참고문헌으로 인용되는 브레난 (G.L. Brennan) 및 크로넨베르크 (L.H. Kronenberg)

의 문헌 ["Automated Bioassay of Interferons in Miro-test Plates", Biotechniques, June/July, 78, 1983]에 기재되어

있다. 이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 549 세포를 샘플 및 표준 인터페론 희석액을 사용하여 37 ℃에서 24 시간 동안

항온배양시켰다. 이어서, 배양된 세포를 뇌척수염 바이러스 접종물로 감염시켰다. 감염된 세포는 바이러스성 세포변성 효

과를 정량화하기 전에 37 ℃에서 추가로 24 시간 동안 항온배양시켰다. 바이러스성 세포변성 효과를 착색을 통해 정량화

하고, 이어서 배양판을 육안 관찰하였다. 결과는 NIH 인간 백혈구 IFN 표준물질에 대해 얻어진 값을 근거로 알파 참조 유

닛/mL으로 표시하였다.

종양 괴사 인자 (∝) 분석

종양 괴사 인자 (∝) (TNF) 농도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캠브릿지 소재의 젠자임 (Genzyme)으로부터 입수한 ELISA 키트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결과는 pg/mL로 표시하였다.

하기 표에서 "+"는 화합물이 특정 농도에서 지시 시토킨을 유발하였음을 나타내고, "-"는 화합물이 특정 농도에서 지시 시

토킨을 유발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는 결과가 특정 농도에서 뚜렷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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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세포내에서의 인터페론 (α) 유발>

시험관내 인간 혈액 세포계를 사용하여 본 발명의 화합물에 의한 인터페론 유발을 평가하였다. 활성은 배지내로 분비된 인

터페론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하였다. 인터페론은 생물학적 정량에 의해 측정하였다.

배지용 혈액 세포 준비

전혈을 정맥천자에 의해 EDTA 진공관내로 수집하였다. 주변 혈액 일핵 세포 (PBM)를 루코PREP(상표명) 브랜드 셀 세퍼

레이션 튜브 (벡톤 디킨슨 (Becton Dickinson)으로부터 입수) 또는 피콜-패크(Ficoll-Paque(등록상표)) 용액 (미국 뉴저

지주 피스캣어웨이 소재의 파마시아 LKB 바이오테크날러지 인크. (Pharmacia LKB Biotechnology Inc.)로부터 입수)를

사용하여 전혈로부터 분리하였다. PBM을 25 mM HEPES (N-2-히드록시에틸피페라진-N'-2-에탄술폰산), 및 10% 열

불활성 (30 분 동안 56 ℃) 자가이식 혈청이 첨가된 L-글루타민 (1% 페니실린-스트렙토마이신 용액이 첨가됨)을 함유한

RPMI 1640 배지 (미국 뉴욕주 그랜드 아일랜드 소재의 GIBCO로부터 입수가능)에서 PBM을 1×106 세포/mL에서 현탁시

켰다. PBM 현탁액의 200 ㎕ 부분을 96개의 웰 (평저) 마이크로 테스트 III 살균 조직 배양판에 첨가하였다.

화합물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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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을 에탄올, 디메틸 술폭시드 또는 조직 배양수에 가용해시킨 후에 조직 배양수, 0.01 N 수산화나트륨 또는 0.01 N

염산으로 희석시켰다 (용매의 선택은 시험되는 화합물의 화학적 특성에 따라 좌우될 것임). 에탄올 또는 DMSO 농도는 배

양 웰에 첨가하는 동안 1%의 최종 농도를 넘어서는 않된다. 화합물은 초기에 약 0.1 ㎍/mL 내지 5 ㎍/mL의 농도 범위에

서 시험하였다. 이어서, 0.5 ㎍/mL의 농도에서의 유발을 나타내는 화합물은 보다 넓은 농도 범위에서 시험하였다.

항온배양

시험 화합물의 용액을 배지중에 PBM 또는 희석된 전혈 200 ㎕를 함유한 웰에 소정의 부피 (50 ㎕ 이하)로 첨가하였다. 용

매 및(또는) 배지를 대조 웰 (시험되지 않은 화합물을 갖는 웰)에 첨가하고, 각각의 웰의 최종 부피를 250 ㎕로 조정하였

다. 배양판을 플라스틱 덮개로 덮고, 온화하게 혼합한 후, 5% 이산화탄소 분위기하에 37 ℃에서 48 시간 동안 항온배양시

켰다.

분리

항온배양 후에, 배양판을 대몬(Damon) IEC 모델 CRU-5000 원심분리기에서 4 ℃에서 1000 rpm에서 5 내지 10 분 동안

원심분리하였다. 배지 약 200 ㎕를 4 내지 8개의 웰로부터 제거하여 2 mL의 살균 동결 바이알에 모아두었다. 샘플을 분석

할 때까지 -70 ℃로 유지시켰다.

인터페론 분석/계산

인터페론은 뇌척수염으로 무능해진 A549 인간 폐 암종 세포를 사용하여 생물학적 정량에 의해 측정하였다. 생물학적 정

량 방법의 세부내용은 본 명세서의 참고문헌으로 인용되는 브레난 및 크로넨베르크의 문헌 ["Automated Bioassay of

Interferons in Miro-test Plates", Biotechniques, June/July, 78, 1983]에 기재되어 있다. 이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A 549 세포를 37 ℃에서 1 내지 24 시간 동안 항온배양시켰다. 이어서, 배양된 세포를 뇌척수염 바이러스 접종물로 감

염시켰다. 감염된 세포는 바이러스성 세포변성 효과를 정량화하기 전에 37 ℃에서 추가의 기간 동안 항온배양시켰다. 바이

러스성 세포변성 효과를 착색 및 후속하는 분광광도계 흡수 측정을 통해 정량화하였다. 결과는 NIH HU IF-L 표준물질에

대해 얻어진 값을 근거로 알파 참조 유닛/mL으로 표시하였다. 인터페론은 뇌척수염 바이러스로 무능해진 A 549 세포 단

층을 사용하여 래빗 항-인간 인터페론 (베타) 및 염소 항-인간 인터페론 (알파)에 대해 체커보드 중화 평가를 통해 사실상

모두 인터페론 알파로 동정되었다.

하기 표에서 "+"는 화합물이 특정 농도에서 인터페론 알파를 유발하였음을 나타내고, "-"는 화합물이 특정 농도에서 인터

페론 알파를 유발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는 결과가 특정 농도에서 뚜렷하지 않았음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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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본 발명의 여러 실시태양을 참고로 기재되었다.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실시예는 단지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

해 제공되었고, 이들로부터 어떠한 불필요한 제한도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기술된 실시태양에 대해 만들어질 수 있는 여

러 변형들은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벗어남 없이 당업계의 숙련자들에게 명백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본

명세서에 기재된 조성물 및 구조물과 꼭같은 세부사항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하기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바에 의해

서만 제한되어야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이미다조나프티리딘 및 테트라히드로이미다조나프티리딘 화합물, 이들 화합물의 제조 방법, 및 이들 화합물의

제조시에 사용되는 중간체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이미다조나프티리딘 및 테트라히드로이미다조나프티리딘 화합물

을 함유하는 제약 조성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면은 동물내의 면역조절제로서 및 시토킨 생합성 유발을 위한 이

들 화합물의 용도를 제공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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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화학식의 화합물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가능한 염.

식 중,

R1은 C1-6알킬 및 C1-6알킬-NH2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n은 0 내지 3이고,

각각의 R은 독립적으로 C1-10알킬, C1-10알콕시, 할로겐 및 트리플루오로메틸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된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R1이 C1-6알킬이며, n이 0인 화합물 또는 그의 염.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1-(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1,5]나프티리딘-4-아민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가능한 염인

화합물 또는 그의 염.

청구항 4.

치료적으로 유효량의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화합물 또는 그의 염, 및 제약상 허용가능한 담체를 포함하는, 종양 또는

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하기 위한 제약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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