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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아릴 에테르 치환된 이미다조퀴놀린

요약
1번 위치에 에테르 및 아릴 또는 알케닐 관능기를 함유한 이미다조퀴놀린 및 테트라히드로이미다조퀴놀린 화합물은
면역 반응 개질제로 유용하다. 본 발명의 화합물 및 조성물은 다양한 사이토카인의 생합성을 유도할 수 있고, 바이러
스성 질환 및 종양성 질환을 포함하는 다양한 질환들의 치료에 유용하다.
색인어
이미다조퀴놀린, 면역조절제, 사이토카인 생합성 유도, 바이러스 및 종양 질환.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에테르 및 아릴 또는 알케닐 관능기를 함유한 1-치환기를 가진 이미다조퀴놀린 화합물, 및 이들 화합물을
포함한 제약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추가적인 일면은 이들 화합물을 면역조절제, 예를 들어, 동물에서
사이토카인 생합성 유도 및 바이러스 및 종양 질환을 포함하는 질환에 치료하기 위한 용도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1H-이미다조[4,5-c]퀴놀린 환 계에 대한 최초의 믿을만한 보고로는 문헌 [Backman et al., J. Org. Chem. 15, 127
8-1284 (1950)]이 항말라리아제로 가능한 용도로 1-(6-메톡시-8-퀴놀리닐)-2-메틸-1H-이미다조[4,5-c]퀴놀린
을 기술하고 있다. 이어서, 다양한 치환된 1H-이미다조[4,5-c]퀴놀린의 합성이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문헌 [Jain e
t al., J. Med. Chem. 11, pp. 87-92 (1968)]은 가능한 항경련제 및 심장혈관제로서 1-[2-(4-피페리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문헌 [Baranov et al., Chem. Abs. 85, 94362 (1976)]은 다수의 2옥소이미다조[4,5-c]퀴놀론을 기술하고 있으며, 문헌 [Berenyi et al., J. Heterocyclic Chem. 18,1537-1540 (198
1)]이 특정 2-옥소이미다조[4,5-c]퀴놀린을 기술하고 있다.
특정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및 이들의 1- 및 2-치환된 유도체는 이후 항바이러스제, 기관지확장제 및
면역조절제로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그 중에서도 미국 특허 제4,689,338호, 제4,698,348호, 제4,929,624
호, 제 5,037,986호, 제5,268,376호, 제5,346,905호 및 제5,389,640호에 기술되어 있으며, 이들 전부는 본원에 참조
문헌으로 삽입되었다.
이미다조퀴놀린 환 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왔다. 1번 위치에 치환기를 함유하고 에테르를 가진 특정 1H-이
미다조[4,5-c]나프티리딘-4-아민, 1H-이미다조 [4,5-c]피리딘-4-아민 및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이
공지되어 있다. 이들은 미국 특허 제5,268,376호, 제5,389,640호, 제5,494,916호 및 WO 제99/29693호에 기술되어
있다.
사이토카인 생합성의 유도 또는 기타 기작에 의해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 화합물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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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요약
본 발명자들은 동물에서 사이토카인 생합성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신규한 군의 화합물들을 발견하였다. 따라
서, 본 발명은 1번 위치에 치환기가 있고 에테르를 함유한 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및 테트라히드로이미다조
[4,5-c]퀴놀린-4-아민 화합물을 제공한다. 이들 화합물들은 화학식 (I), (II), (III) 및 (IV)로 정의되고, 이들은 하기에
서 보다 상세히 기술된다. 이들 화합물은 다음 화 학식을 공유한다:

(상기 식에서, X, R

1

,R

2

및 R은 화학식 (I), (II), (III) 및 (IV)의 화합물들의 각각의 군에서 정의된 것과 같음)

화학식 (I), (II), (III) 및 (IV)의 화합물들은 동물에 투여되었을 때 사이토카인 생합성을 유도하고 또한, 달리 면역반응
을 조절하는 능력으로 인해 면역 반응 조절제로 유용하다. 이는 면역 반응에서 이같은 변화에 반응성이 있는 바이러스
질환 및 종양과 같은 다양한 증상의 치료에서 화합물들이 유용하도록 한다.
본 발명은 추가적으로, 면역반응 조절제를 함유한 제약학적 조성물, 및 화학식 (I), (II), (III) 및 (IV)의 화합물을 동물
에게 투여하여 동물 내에서 사이토카인을 생합성하는 방법, 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하는 방법 및 (또는) 종양 질환을 치
료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아울러, 본 발명은 본 발명의 화합물을 합성하는 방법 및 이들 화합물의 합성에 유용한 중간체를 제공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발명자들은 사이토카인 생합성을 유도하고, 동물 내에서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특정 화합
물들을 발견하였다. 이 같은 화합물들을 하기에 나타낸 것과 같이 화학식 (I), (II), (III) 및 (IV)로 나타낸다.
1번 위치에 에테르 및 아릴 또는 알케닐 관능기를 가진 본 발명의 이미다조퀴놀린 화합물은 하기 화학식 (I)의 화합물
또는 제약학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이다:

화학식 I

(상기 식에서,
X 는 -CHR
R

1

3

, -CHR

3

-알킬 또는 -CHR

은 -알케닐, -아릴, -R

4

3

-알케닐;

-아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됨;

R 2 는 -수소, -알킬, -알케닐,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알킬-Y-알킬, -알킬-Y-알케닐, -알킬-Y-아
릴; 및 -OH, -할로겐, -N(R 3 ) 2 , -CO-N(R 3 ) 2 , -CO-C 1-10 알킬, -CO-O-C 1-10 알킬, -N 3 , -아릴, -헤
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CO-아릴 및 -CO-헤테로아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치환기로 치
환된 -알킬 또는 알케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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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4

는 알킬 또는 알케닐로, 둘 다 하나 이상의 -O-기가 개입될 수 있음;

각각의 R

3

는 독립적으로 H 또는 C

1-10

각각의 Y 는 독립적으로 -O- 또는 -S(O)

알킬;
0-2

;

n 은 0 내지 4;
각각의 R 은 C
선택됨)

1-10

알킬, C

1-10

알콕시, 히드록시, 할로겐 및 트리플루오로메틸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또한, 본 발명은 1번 위치에 에테르 관능기를 함유하고, 상기 에테르기는 또한 치환기를 함유하는 알키닐기를 포함하
는 치환기를 갖는다. 이들 화합물은 하기 화학식 (II)를 갖는다:

화학식 II

(상기 식에서,
X 는 -CHR
R

10

3

-, -CHR

3

-알킬 또는 -CHR

3

-알케닐;

은 -H, -알킬, -알케닐 및 -아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됨;

R 2 는 -수소, -알킬, -알케닐,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알킬-Y-알킬, -알킬-Y-알케닐, -알킬-Y-아
릴, 및 -OH, -할로겐, -N(R 3 ) 2 , -CO-N(R 3 ) 2 , -CO- C 1-10 알킬, -CO-O-C 1-10 알킬, -N 3 , -아릴, -헤
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CO-아릴 및 -CO-헤테로아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치환기로 치
환된 -알킬 또는 알케닐;
n 은 0 내지 4;
각각의 Y 는 독립적으로 -O- 또는 -S(O)

0-2

각각의 R

알킬; 및

3

는 독립적으로 H 또는 C

각각의 R 은 C
선택됨)

1-10

알킬, C

1-10

1-10

;

알콕시, 히드록시, 할로겐 및 트리플루오로메틸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또한, 본 발명은 1번 위치에 치환기를 함유한 에테르 및 아릴 또는 알케닐을 포함하는 테트라히드로이미다조퀴놀린
화합물을 포함한다. 이같은 테트라히드로이미다조퀴놀린 화합물은 하기 화학식 (III)의 화합물 또는 제약학으로 허용
되는 그의 염이다.

-4-

공개특허 10-2004-0028691
화학식 III

(상기 식에서,
X 는 -CHR
R

1

3

, -CHR

3

-알킬 또는 -CHR

은 -아릴, -알케닐, -R

4

3

-알케닐;

-아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됨;

R 2 는 -수소, -알킬, -알케닐,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알킬-Y-알킬, -알킬-Y-아릴, -알킬-Y-알케
닐; 및 -OH, -할로겐, -N(R 3 ) 2 , -CO-N(R 3 ) 2 , -CO-C 1-10 알킬, -CO-O-C 1-10 알킬, -N 3 , -아릴, -헤
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CO-아릴 및 -CO-헤테로아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치환기로 치
환된 알킬 또는 알케닐;
R

4

는 알킬 또는 알케닐로, 둘 다 하나 이상의 -O-기가 개입될 수 있음;

각각의 R

3

는 독립적으로 H 또는 C

1-10

각각의 Y 는 독립적으로 -O- 또는 -S(O)

알킬;
0-2

;

n 은 0 내지 4;
각각의 R 은 C
선택됨)

1-10

알킬, C

1-10

알콕시, 히드록시, 할로겐 및 트리플루오로메틸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본 발명의 추가적인 군의 면역 반응 조절 화합물은 1번 위치에 치환기가 있는 에테르를 함유하고, 또한 치환기를 함
유하는 상기 에테르는 알키닐기를 포함하는 테트라히드로이미다조퀴놀린 화합물이다. 이들 화합물은 하기 화학식 (I
V)의 화합물이다.

화학식 IV

(상기 식에서,
X 는 -CHR
R

10

3

-, -CHR

3

-알킬 또는 -CHR

3

-알케닐;

은 -H, -알킬, -알케닐 및 -아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됨;

R 2 는 -수소, -알킬, -알케닐,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알킬-Y-알킬, -알킬-Y-아릴, -알킬-Y-알케
닐 및 -OH, -할로겐, -N(R 3 ) 2 , -CO-N(R 3 ) 2 , -CO-C 1-10 알킬, -CO-O-C 1-10 알킬, -N 3 , -아릴, -헤테
로아릴, -헤테로시클릴, -CO-아릴 및 -CO-헤테로아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치환기로 치환된
-알킬 또는 알케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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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R

3

는 독립적으로 H 또는 C

1-10

각각의 Y 는 독립적으로 -O- 또는 -S(O)

알킬;
0-2

;

n 은 0 내지 4;
각각의 R 은 C
선택됨)

1-10

알킬, C

1-10

알콕시, 히드록시, 할로겐 및 트리플루오로메틸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화합물의 제조
본 발명의 화합물은 하기 반응식 I [여기서, R, R 2 , X 및 n은 상기에서 기술한 것과 같고, R 11 은 아릴기 (상기 아릴
기는 비치환 또는 치환될 수 있음)로 치환된 알킬이거나, 또는 R 11 이 치환된 아릴이고, 하나 이상의 치환기는 에테
르 결합에 대해 오르토 또는 파라 위치의 강한 전자 끄는 기일 때, R 11 은 치환된 아릴임]에 따라 제조될 수 있다.
반응식 I

반응식 I에서, 화학식 (X)의 4-아미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 알콜은 화학식 (XI)의 할라이드로 알킬화되
어 화학식 (I)의 아군인 화학식 (XII)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생성한다. 화학식 (X)의 알콜은 N,N디메틸포름아미드와 같은 적합한 용매 중에서 소듐 하이드라이드와 반응하여 알콕사이드를 형성한다. 이후, 할라이
드는 반응 혼합물 중에 첨가된다. 반응은 주변 온도 또는 바란다면, 온화한 가열 (~50℃)로 수행될 수 있다. 생성물 또
는 이들의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은 통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단리될 수 있다.
다수의 화학식 (X)의 화합물들이 예를 들어, 문헌 [Gerster, U.S. 특허 제4,689,338호; 및 Gerster et. al., U.S. 특허
제5,605,899호]에 공지되어 있으며, 이들 문헌은 본원에 참조문헌으로 삽입되었다; 다른 화합물들은 공지의 합성 경
로, 예를 들어, [Andre et. al., U.S. 특허 제5,578,727호; Gerster, U.S. 특허 제5,175,296호; Nikolaides et al., U.S
. 특허 제5,395,937호; 및 Gerster et. al., U.S. 특허 제5,741,908호, 이들은 본원에 참조문헌으로 삽입되었음]를 사
용하여 용이하게 제조될 수 있다. 다수의 화학식 (XI)의 할라이드는 상업적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다른 화합물들은
공지의 합성 방법을 사용하여 용이하게 제조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화합물은 반응식 II [여기서, R, R

2

,R

11

, X 및 n은 상기에서 정의한 것과 같음]에 따라 제조될 수 있다.

반응식 II의 단계 (1)에서, 화학식 (XIII)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 알콜은 화학식 (XI)의 할라이드와 알킬
화되어 화학식 (XIV)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을 생성한다. 화학식 (XIII)의 알콜은 N,N-디메틸포름아미
드 또는 테트라히드로푸란과 같은 적합한 용매 중에서 소듐 하이드라이드와 반응하여 알콕사이드를 형성한다. 이후,
알콕사이드는 할라이드와 배합된다. 별법으로, 알콜 및 할라이드는 벤질트리메틸암모늄 클로라이드와 같은 상 전이
촉매 존재 하에서 디클로로메탄과 같은 비활성 용매 및 50%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2상 혼합물 중에서 배합될 수 있
다. 반응은 주변 온도에서 수행될 수 있다. 다수의 화학식 (XIII)의 화합물들이 예를 들어, 문헌 [Gerster, U.S. 특허
제4,689,338호]에 공지되어 있으며, 다른 화합물들은 공지의 합성 경로, 예를 들어, 문헌 [Gerster, U.S. 특허 제5,6
05,899호 및 Gerster, U.S. 특허 제5,175,296호]의 방법을 사용하여 용이하게 제조될 수 있다.
반응식 II의 단계 (2)에서, 화학식 (XIV)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 에테르는 N-옥사이드를 형성할 수 있
는 통상의 산화제를 사용하여 산화되어 화학식 (XV)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5N-옥사이드를 형성한다. 바람
직하게는, 클로로포름 또는 디클로로메탄과 같은 적합한 용매 중의 화학식 (XIV)의 화합물 용액은 주변 온도에서 3클로로퍼옥시벤조산을 사용하여 산화된다.
반응식 II의 단계 (3)에서, 화학식 (XV)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5N-옥사이드는 아민화되어 화학식 (I)의 아군
인 화학식 (XII)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제공한다. 단계 (3)은 (i) 화학식 (XV)의 화합물을 아크릴
화 물질과 반응시킨 후, (ii) 생성물을 아민화 물질과 반응시키는 것을 수반한다. 단계 (3)의 파트 (i)는 화학식 (XV)의
N-옥사이드를 아크릴화 물질과 반응시키는 것을 수반한다. 적합한 아크릴화 물질은 알킬- 또는 아릴술포닐 클로라
이드 (예를 들어, 벤젠술포닐 클로라이드, 메탄술포닐 클로라이드, p-톨루엔술포닐 클로라이드)를 포함한다. 아릴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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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닐 클로라이드가 바람직하다. 파라-톨루엔술포닐 클로라이드가 가장 바람직하다. 단계 (3)의 파트 (ii)는 파트 (i)의
생성물을 과량의 아민화 물질과 반응시키는 것을 수반한다. 적합한 아민화 물질은 암모니아 (예를 들어, 수산화암모
늄의 형태) 및 암모늄염 (예를 들어, 탄산암모늄, 중탄산암모늄, 인 산암모늄)을 포함한다. 수산화암모늄이 바람직하
다. 반응은 바람직하게는 화학식 (XV)의 N-옥사이드를 디클로로메탄과 같은 비활성 용매 중에 용해시키고, 아민화
물질을 용액에 첨가한 후, 아크릴화 물질을 천천히 첨가함으로써 수행된다. 생성물 또는 이들의 제약학적으로 허용되
는 염은 통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단리될 수 있다.
별법으로, 단계 (3)은 (i) 화학식 (XV)의 N-옥사이드를 이소시아네이트와 반응시킨 후, (ii) 생성물을 가수분해시켜
수행된다. 파트 (i)은 이소시아네이트기가 카르보닐기에 결합된 이소시아네이트와 N-옥사이드를 반응시키는 것을 수
반한다. 바람직한 이소시아네이트는 트리클로로아세틸 이소시아네이트 및 벤조일 이소시아네이트와 같은 아로일 이
소시아네이트를 포함한다. 이소시아네이트와 N-옥사이드의 반응은 실질적으로 무수 조건 하에서 이소시아네이트를
클롤로포름 또는 디클로로메탄과 같은 비활성 용매 중의 N-옥사이드 용액에 첨가하여 수행된다. 파트 (ii)는 파트 (i)
의 생성물의 가수분해를 수반한다. 가수분해는 물 또는 저급 알카놀 존재 하에서 및 임의로는 알칼리 금속 하이드록
사이드 또는 저급 알콕사이드와 같은 촉매 존재 하에서 가열과 같은 통상의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생성물 또는 이
들의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은 통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단리될 수 있다.
반응식 II

R, R 2 , X 및 n이 상기에서 정의한 것과 같고, R 1 이 임의로 치환된 페닐인 화학식 (I)의 화합물은 반응식 III [여기
서, m은 0 내지 3, 각각의 R'는 독립적으로 알킬, 알콕시, 알킬티오, 할로알킬, 할로알콕시, 할로알킬티오, 할로겐, 니
트로, 멀캅토, 시아노, 카르복시, 포밀, 아릴, 아릴옥시, 아릴티오, 아릴알콕시, 아릴알킬티오, 헤테로아릴, 헤테로아릴
옥시, 헤테로아릴티오, 헤테로아릴알콕시, 헤테로아릴알킬티오, 아미노, 알킬아미노, 디알킬아미노, 헤테로시클릴, 헤
테로시클로알킬, 알킬카르보닐, 알케닐카르보닐, 아릴카르보닐, 알콕시카르보닐, 할로알킬카르보닐, 할로알콕시카르
보닐, 알킬티오카르보닐, 아릴옥시카르보닐, 알카노일옥시, 알카노일티오, 알카노일아미노, 아로일옥시 및 아로일아
미노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됨]에 따라 제조될 수 있다.
반응식 III에서, 화학식 (X)의 4-아미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 알 콜을 화학식 (XVI)의 페놀과 축합시켜
서 화학식 (I)의 아군인 화학식 (XVII)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생성한다. 바람직하게는, 화학식 (X)
의 화합물 용액 및 N,N-디메틸포름아미드와 같은 적합한 용매 중의 페놀을 주변 온도에서 디에틸 아조디카르복실레
이트 및 트리페닐포스핀으로 처리한다. 생성물 또는 그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을 통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단리할
수 있다.
반응식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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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화합물은 반응식 IV[여기서, R, R
있다.

2

,R

11

, X 및 n은 상기에서 정의한 것과 같음]에 따라 제조할 수

반응식 IV의 단계 (1)에서, 화학식 (XIII)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 알콜의 히드록시기는 벤질기로 보호된
다. 화학식 (XIII)의 알콜은 N,N-디메틸포름아미드와 같은 적합한 용매 중에서 수산화나트륨으로 반응시켜 알콕사이
드를 형성한다. 이후, 알콕사이드는 벤질 브로마이드로 알킬화되어 화학식 (XVIII)의 화합물을 생성한다. 반응은 주변
온도에서 수행될 수 있다.
반응식 IV의 단계 (2)에서, 화학식 (XVIII)의 화합물은 반응식 II의 단계 (2)의 방법을 사용하여 산화되어 화학식 (XIX
)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5N-옥 사이드를 생성한다.
반응식 IV의 단계 (3)에서, 화학식 (XIX)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5N-옥사이드는 염소화되어 화학식 (XX)의
4-클로로-1H-이미다조[4,5-c]퀴놀린을 생성한다. 바람직하게는, 톨루엔과 같은 적합한 용매 중의 화학식 (XIX)의
화합물 용액은 주변 온도에서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로 처리된다.
반응식 IV의 단계 (4)에서, 화학식 (XX)의 4-클로로-1H-이미다조[4,5-c]퀴놀린은 페놀과 반응하여 화학식 (XXI)의
4-페녹시-1H-이미다조[4,5-c]퀴놀린을 생성한다. 페놀은 디글리메와 같은 적합한 용매 중에서 소듐 하이드라이드
와 반응하여 페녹시드를 형성한다. 이후, 페녹시드는 상승된 온도에서 화학식 (XX)의 화합물과 반응한다.
반응식 IV의 단계 (5)에서, 화학식 (XXI)의 화합물로부터 벤질 보호기를 제거하여 화학식 (XXII)의 4-페녹시-1H-이
미다조[4,5-c]퀴놀린-1-일 알콜을 생성한다. 반응은 바람직하게는 조절된 방식으로 트리플릭산을 주변 온도에서 디
클로로메탄과 같은 적합한 용매 중의 화학식 (XXI)의 화합물 용액에 첨가하여 수행된다.
반응식 IV의 단계 (6)에서, 화학식 (XXII)의 4-페녹시-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 알콜은 화학식 Hal-R 11
의 할라이드로 알킬화되어 화학식 (XXIII)의 4-페녹시-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 에테르를 생성한다. 화학
식 (XXII)의 화합물의 알콕사이드는 벤질트리메탈암모늄 클로라이드와 같은 상 전이 촉매 존재 하에서 50%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및 디클로로메탄과 같은 비활성 용매의 2상 혼합물에 알콜을 첨가하여 형성된다. 이후, 알콕사이드는
알킬화된다. 반응은 주변 온도에서 수행될 수 있다.
반응식 IV의 단계 (7)에서, 화학식 (XXIII)의 4-페녹시-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 에테르는 아민화되어 화학
식 (I)의 아군인 화학식 (XII)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생성한다. 반응은 화학식 (XIII)의 화합물을 암
모늄 아세테이트와 혼합하고, 생성된 혼합물을 ~150℃에서 가열하여 수행될 수 있다. 생성물 또는 이들의 제약학적
으로 허용되는 염은 통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단리될 수 있다.
반응식 IV

-8-

공개특허 10-2004-0028691

본 발명의 테트라히드로이미다조퀴놀린은 반응식 V [여기서, R, R
에 따라 제조될 수 있다.

2

,R

11

, X 및 n은 상기에서 정의한 것과 같음]

반응식 V에서, 화학식 (XXIV)의 4-아미노-6,7,8,9-테트라히드로-1H-이미다조 [4,5-c]퀴놀린-1-일 알콜은 화학
식 (XI)의 할라이드로 알킬화되어 화학식 (III)의 아군인 화학식 (XXV)의 6,7,8,9-테트라히드로-1H-이미다조[4,5-c
]퀴놀린-4-아민을 생성한다. 화학식 (XXIV)의 알콜은 N,N-디메틸포름아미드와 같은 적합한 용매 중 의 소듐 하이
드라이드와 반응하여 알콕사이드를 형성한다. 이후, 알콕사이드는 할라이드와 혼합된다. 반응은 주변 온도에서 수행
될 수 있다. 생성물 또는 이들의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은 통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단리될 수 있다.
다수의 화학식 (XXIV)의 테트라히드로-1H-이미다조[4,5-c]퀴놀린이 문헌 [Nikolades et al., U.S. 특허 제5,352,7
84호]에 공지되어 있으며, 다른 화합물들은 문헌 [Lindstrom, U.S. 특허 제5,693,811호]에 기술된 공지의 합성 방법
을 사용하여 제조될 수 있다. 이들 문헌은 본원에 참조문헌으로 삽입되었다.
반응식 V

또한, 본 발명의 화합물은 반응식 VI[여기서, R, R
있다.

1

,R

2

, X 및 n은 상기에서 정의한 것과 같음]에 따라 제조될 수

반응식 VI의 단계 (1)에서, 화학식 (XXVI)의 4-클로로-3-니트로퀴놀린은 화학식 R 1 -O-X-NH 2 와 반응하여 화
학식 (XXVII)의 3-니트로퀴놀린-4-아민을 생성한다. 반응은 클로로포름 또는 디클로로메탄과 같은 적합한 용매 중
의 화학식 (XXVI)의 화합물 용액에 아민을 첨가하고, 임의로 가열하여 수행될 수 있다. 다수의 화학식 (XXVI)의 퀴놀
린은 공지된 화합물들이다 (U.S. 특허 제4,689,338호 및 상기 특허의 참조문헌들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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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식 VI의 단계 (2)에서, 화학식 (XXVII)의 3-니트로퀴놀린-4-아민은 환원되어 화학식 (XXVIII)의 퀴놀린-3,4디아민을 생성한다. 바람직하게는, 환원은 탄소 상 백금 또는 탄소 상 팔라듐과 같은 통상의 비균질 수소화 촉매를 사
용하여 수행된다. 반응은 편리하게는 이소프로필 알콜 또는 바람직하게는 톨루엔과 같은 적합한 용매 중의 파르 (Par
r) 기구 상에서 수행될 수 있다.
반응식 VI의 단계 (3)에서, 화학식 (XXVIII)의 퀴놀린-3,4-디아민은 카르복실산 또는 이들의 균등물과 반응하여 화
학식 (XXIX)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을 생성한다. 카르복실산에 대한 적합한 균등물은 오르토에스테르 및 1,1
-디알콕시알킬 알카노에이트를 포함한다. 카르복실산 또는 균등물은 화학식 (XXIX)의 화합물 중 목적한 R 2 치환기
를 제공하도록 선택된다. 예를 들어, 트리에틸 오르토포르메이트는 R 2 가 수소인 화합물을 제공하고, 트리에틸 오르
토아세테이트는 R 2 가 메틸인 화합물을 제공한다. 반응은 용매 부재 하에서, 또는 톨루엔과 같은 비활성 용매 존재
하에서 수행될 수 있다. 반응의 부산물로서 형성된 알콜 또는 물을 건조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가열하면서 반응을 수
행한다.
별법으로, 단계 (3)은 (i) 화학식 (XXVIII)의 디아민을 화학식 R 2 C(O)Cl의 아실 할라이드와 반응시킨 후, (ii) 고리화
시켜 수행될 수 있다. 파트 (i)에서 아실 할라이드는 아세토니트릴, 피리딘 또는 디클로로메탄과 같은 적합한 용매 중
의 디아민 용액에 첨가된다. 반응은 주변 온도에서 수행될 수 있다. 파트 (ii)에서, 파트 (i)의 생성물은 염기 존재 하의
알콜 용매 중에서 가열된다. 바람직하게는, 파트 (i)의 생성물은 과량의 트리에틸아민 존재 하에서 에탄올 중에서 환
류되거나 또는 메탄올계 암모니아로 가열된다. 별법으로, 단계 (i)이 피리딘 중에서 수행된다면, 단계 (i)이 완료됨을
나타내는 분석이 끝난 후 반응 혼합물을 가열하여 단계 (ii)가 수행될 수 있다.
반응식 VI의 단계 (4)에서, 화학식 (XXIX)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은 반응식 II의 단계 (2)의 방법을 사용하여
화학식 (XXX)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5N-옥사이드를 생성한다.
반응식 VI의 단계 (5)에서, 화학식 (XXX)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5N-옥사이드는 반응식 II의 방법을 사용하
여 아민화되어 화학식 (I)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생성한다.
반응식 VI

본 발명의 화합물은 반응식 VII[여기서, R, R 2 , X 및 n은 상기에서 정의한 것과 같고, R
같은 비치환 또는 치환된 아릴기임]에 따라 제조될 수 있다.

12

는 상기에서 정의한 것과

반응식 VII의 단계 (1)에서, 화학식 (XIII)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 알콜은 화학식 (XXXI)의 할라이드로
알킬화되어 화학식 (XXXII)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 에테르를 생성한다. 화학식 (XIII)의 화합물 및 화학
식 (XXXI)의 할라이드는 벤질트리메틸암모늄 클로라이드와 같은 상 전이 촉매 존재 하에서 50%의 수산화나트륨 수
용액 및 디클로로메탄과 같은 적합한 용매의 2상 혼합물 중에서 혼합된다. 반응은 주변 온도에서 수행될 수 있다.
반응식 VII의 단계 (2)에서, 화학식 (XXXII)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은 반응식 II의 단계 (2)의 방법을 사용하여
산화되어 화학식 (XXXII)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5N-옥사이드를 형성한다.
반응식 VII의 단계 (3)에서, 화학식 (XXXIII)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5N-옥사이드는 트리클로로아세틸 이소
시아네이트와 반응하여 화학식 (XXXIV)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4-일 트리클로로아세트아미드를 생성한다.
바람직하게는, 이소시아네이트는 주변 온도에서 조절된 방식으로 디클로로메탄과 같은 적합한 용매 중의 5N-옥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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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용액에 첨가된다.
반응식 VII의 단계 (4)에서, 화학식 (XXXIV)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4-일 트리클로로아세트아미드는 가수분
해되어 화학식 (II)의 아군인 화학식 (XXXV)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생성한다. 가수분해는 통상적
인 방법으로, 바 람직하게는 메탄올 중의 화학식 (XXXIV)의 화합물의 용액을 소듐 메톡사이드로 처리하여 수행될 수
있다.
반응식 VII의 단계 (5)에서, 화학식 (XXXV)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은 전이 금속 촉매를 사용하여 화
학식 Hal-R 12 의 할라이드와 커플링되어, 화학식 (II)의 아군인 화학식 (XXXVI)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생성한다. 바람직하게는, 화학식 (XXXV)의 화합물은 N,N-디메틸포름아미드 또는 아세토니트릴과 같은 적합
한 용매 중에서 요오드화구리 (I), 디클로로비스(트리페닐포스핀)팔라듐 (II), 및 과량의 트리에틸아민의 존재 하에서
할라이드와 혼합된다. 반응은 바람직하게는 상승된 온도 (60-80℃)에서 수행된다. 생성물 또는 이들의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은 통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단리될 수 있다.
반응식 VII

본 발명의 화합물은 반응식 VIII[여기서, R, R
르보닐임]에 따라 제조될 수 있다.

2

,R

12

, X 및 n은 상기에서 정의한 것과 같고, BOC는 ter-부톡시카

반응식 VIII의 단계 (1)에서, 화학식 (XXXV)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기는 두 개의 tert-부톡시카르보
닐기로 보호된다. 화학식 (XXXV)의 화합물은 4-(디메틸아미노)피리딘 및 트리에틸아민 존재 하에서, N,N-디메틸포
름아미드와 같은 적합한 용매 중에서 di-tert-부틸 디카르보네이트와 혼합된다. 반응은 상승된 온도 (80-85℃)에서
수행된다.
반응식 VIII의 단계 (2)에서, 화학식 (XXXVII)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은 전이 금속 촉매를 사용하여
화학식 Hal-R 12 의 할라이드와 커플링되어 화학식 (XXXVIII)의 보호된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제
공한다. 바람직하게는, 화학식 (XXXVII)의 화합물은 N,N-디메틸포름아미드 또는 아세토니트릴과 같은 적합한 용매
중에서 요오드화구리 (I), 디클로로비스(트리페닐포스핀)팔라듐 (II), 및 과량의 트리에틸아민의 존재 하에서 할라이드
와 혼합된다. 반응은 바람직하게는 상승된 온도 (40-80℃)에서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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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식 VIII의 단계 (3)에서, 산성 조건 하에서 가수분해에 의해 보호기가 제거되어 화학식 (II)의 아군인 화학식 (XXX
VIII)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형성한다. 바람직하게는, 화학식 (XXXVIII)의 화합물은 디클로로메탄
과 같은 적합한 용매 중에서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으로 처리된다. 반응은 주변 온도 또는 감소된 온도 (0℃)에서 수
행될 수 있다. 생성물 또는 이들의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은 통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단리될 수 있다.
반응식 VIII의 단계 (4)에서, 화학식 (XXXVIII)의 1H-이미다조[4,5-c] 퀴놀린-4-아민은 환원되어 화학식 (XXXIX)
의 보호된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생성한다. 바람직하게는, 환원은 산화백금, 탄소상 백금 또는 탄소
상 팔라듐과 같은 통상의 비균질 수소화 촉매를 사용하여 수행된다. 반응은 메탄올과 같은 적합한 용매 중에서 파르
기구 상에서 편리하게 수행될 수 있다.
반응식 VIII의 단계 (5)에서, 화학식 (XXXIX)의 화합물의 보호기는 단계 (3)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거되어 화학식
(I)의 아군인 화학식 (XL)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생성한다. 생성물 또는 이들의 제약학적으로 허
용되는 염은 통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단리될 수 있다.
반응식 VIII

본 발명의 화합물은 반응식 IX [여기서, R, R
닐임]에 따라 제조될 수 있다.

2

,R

12

, X 및 n은 상기에서 정의한 것과 같고, CBZ는 벤질옥시카르보

반응식 IX의 단계 (1)에서, 화학식 (XXXV)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은 벤질옥시카르보닐기로 보호된
다. 화학식 (XXXV)의 화합물은 N,N-디메틸포름 아미드와 같은 적합한 용매 중에서 디벤질 디카르보네이트와 혼합
된다. 반응은 주변 온도 또는 온화하게 가열 (40℃)하면서 수행될 수 있다.
반응식 IX의 단계 (2)에서, 화학식 (XLI)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은 통상의 금속 촉매를 사용하여 화
학식 Hal-R 12 의 할라이드와 커플링되어 화학식 (XLII)의 보호된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생성한다.
바람직하게는, 화학식 (XLI)의 화합물은 N,N-디메틸포름아미드 또는 아세토니트릴과 같은 적합한 용매 중에서 요오
드화구리 (I), 디클로로비스(트리페닐포스핀)팔라듐 (II), 및 과량의 트리에틸아민의 존재 하에서 할라이드와 혼합된다
. 반응은 바람직하게는 상승된 온도 (40-80℃)에서 수행된다.
반응식 IX의 단계 (3)에서, 보호기는 가수분해에 의해 제거되어 화학식 (II)의 아군인 화학식 (XXXVI)의 1H-이미다
조[4,5-c]퀴놀린-4-아민을 생성한다. 바람직하게는, 화학식 (XII)의 화합물은 메탄올과 같은 적합한 용매 중에서 소
듐 메톡사이드로 처리된다. 반응은 주변 온도에서 수행될 수 있다. 생성물 또는 이들의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은
통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단리될 수 있다.
반응식 IX의 단계 (4)에서, 화학식 (XLII)의 화합물의 보호기는 수소첨가분해에 의해 제거되고, 알킨 결합은 환원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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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I)의 아군인 화학식 (XL)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생성한다. 바람직하게는, 수소첨가분해/
환원은 탄소 상 팔라듐 하이드록사이드를 사용하여 수행된다. 반응은 메탄올과 같은 적합한 용매 중의 파르 기구 상
에서 편리하게 수행될 수 있다. 생성물 또는 이들 의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은 통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단리될 수
있다.
반응식 IX

본 발명의 화합물은 반응식 X[여기서, R, R

1

,R

2

, X 및 n은 상기에서 정의한 것과 같음]에 따라 제조될 수 있다.

반응식 X의 단계 (1)에서, 화학식 (XLIII)의 2,4-디클로로-3-니트로퀴놀린은 화학식 R 1 -O-X-NH 2 의 아민과 반
응하여 화학식 (XLIV)의 2-클로로-3-니트로퀴놀린-4-아민을 생성한다. 반응은 클로로포름 또는 디클로로메탄과
같은 적합한 용매 중의 화학식 (XLIII)의 화합물 용액에 아민을 첨가하고, 임의로 가열하여 수행될 수 있다. 다수의 화
학식 (XLIII)의 퀴놀린이 공지되어 있거나, 또는 공지의 합성 방법 (예를 들어, Andre et al., U.S. 특허 제4,988,815
호 및 상기 특허의 참조문헌을 참조)을 사용하여 제조될 수 있다.
반응식 X의 단계 (2)에서, 화학식 (XLIV)의 2-클로로-3-니트로퀴놀린-4-아민은 반응식 VI의 단계 (2)의 방법을 사
용하여 환원되어 화학식 (XLV)의 2-클로로퀴놀린-3,4-디아민을 생성한다.
반응식 X의 단계 (3)에서, 화학식 (XLV)의 2-클로로퀴놀린-3,4-디아민은 반응식 VI의 단계 (3)의 방법을 사용하여
고리화되어 화학식 (XLVI)의 4-클로로-1H-이미다조[4,5-c]퀴놀린을 생성한다.
반응식 X의 단계 (4)에서, 화학식 (XLVI)의 4-클로로-1H-이미다조[4,5-c]퀴놀린은 아민화되어 화학식 (I)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생성한다. 반응은 화학식 (XLVI)의 화합물을 알카놀 중 암모니아 용액 존재 하에
서 밀봉된 반응기 중 가압 하에서 가열하여 (예를 들어, 125-175℃) 수행된다. 생성물 또는 이들의 제약학적으로 허
용되는 염들은 통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단리될 수 있다.
반응식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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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화합물은 반응식 XI [여기서, R, R

1

,R

2

, X 및 n은 상기에서 정의한 것과 같음]에 따라 제조될 수 있다.

반응식 XI에서, 화학식 (XLVII)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은 화학식 (XLVIII)의 할라이드에 의해 알킬화
되어 화학식 (I)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생성한다. 화학식 (XLVII)의 화합물은 N,N-디메틸포름아
미드와 같은 적합한 용매 중에서 소듐 하이드라이드와 반응한다. 이후, 할라이드는 반응 혼합물 중에 첨가된다. 반응
은 상승된 온도 (~100℃)에서 수행될 수 있다. 알킬화는 N1 및 N3 질소 모두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목적한 1-이성
질체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 또는 재결정화와 같은 통상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3-이성질체로부터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다.
화학식 (XLVII)의 다수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이 공지되어 있 다; 다른 화합물들은 공지된 합성 방법,
예를 들어, 문헌 [Gerster, U.S. 특허 제5,756,747호 및 상기 특허에 인용된 참조문헌들을 참조]의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될 수 있다.
반응식 XI

본 발명의 화합물은 반응식 XII[여기서, R, R

1

,R

2

, X 및 n은 상기에서 정의한 것과 같음]에 따라 제조될 수 있다.

반응식 XII의 단계 (1)에서, 화학식 (XLIX)의 4-니트로테트라졸로[1,5-a]퀴놀린-5-올은 염소화되어 화학식 (L)의 5
-클로로-4-니트로테트라졸[1,5-a]퀴놀린을 생성한다. 통상적인 염소화 물질이 사용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반응
은 N,N-디메틸포름아미드와 같은 적합한 용매 중에서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행된다. 화학식 (XL
IX)의 4-니트로테트라졸로[1,5-a]퀴놀린-5-올은 공지되어 있거나, 또는 공지의 합성 방법 (예를 들어, Gerster, et
al., U.S. 특허 제5,741,908호 및 상기 특허의 참조문헌들을 참조)을 사용하여 제조될 수 있다.
반응식 XII의 단계 (2)에서, 화학식 (L)의 5-클로로-4-니트로테트라졸로 [1,5-a]퀴놀린은 화학식 R 1 -O-X-NH 2
의 아민과 반응하여 화학식 (LI)의 4-니트로테트라졸로[1,5-a]퀴놀린-5-아민을 생성한다. 반응은 트리에틸아민 존
재 하의 디클로 로메탄과 같은 적합한 용매 중의 화학식 (L)의 화합물 용액에 아민을 첨가하여 수행될 수 있다.
반응식 XII의 단계 (3)에서, 화학식 (LI)의 4-니트로테트라졸로[1,5-a]퀴놀린-5-아민은 반응식 VI의 단계 (2)의 방
법을 사용하여 환원되어 화학식 (LII)의 테트라졸[1,5-a]퀴놀린-4,5-디아민을 생성한다.
반응식 XII의 단계 (4)에서, 화학식 (LII)의 테트라졸[1,5-a]퀴놀린-4,5-디아민은 반응식 VI의 단계 (3)의 방법을 사
용하여 화학식 (LIII)의 6H-이미다조-[4,5-c]테트라졸[1,5-a]퀴놀린을 생성한다.
반응식 XII의 단계 (5)에서, 화학식 (LIII)의 6H-이미다조-[4,5-c]테트라졸 [1,5-a]퀴놀린은 환원되어 화학식 (I)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생성한다. 단계 (5)는 (i) 화학식 (LIII)의 화합물과 트리페닐포스핀의 반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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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ii) 가수분해를 수반한다. 파트 (i)은 1,2-디클로로벤젠과 같은 적합한 용매 중에서 화학식 (LIII)의 화합물을 트
리페닐포스핀과 혼합하고, 가열하여 수행될 수 있다. 파트 (ii)는 파트 (i)의 생성물의 가수분해를 수반한다. 가수분해
는 물 또는 저급 알카놀 존재 하에서 및 임의로, 알칼리 금속 하이드록사이드 또는 저급 알콕사이드와 같은 촉매 존재
하에서 가열과 같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생성물 또는 이들의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은 통상의 방
법을 사용하여 단리할 수 있다.
반응식 XII

본 발명의 화합물은 반응식 XIII[여기서, R, R
다.

2

,R

12

, X 및 n은 상기에서 정의한 것과 같음]에 따라 제조될 수 있

반응식 XIII의 단계 (1)에서, 화학식 (XXXII)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 에테르는 반응식 VII의 단계 (5)의
방법을 사용하여 화학식 Hal-R 12 의 할라이드와 커플링되어 화학식 (LIV)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 에
테르를 생성한다.
반응식 XIII의 단계 (2)에서, 화학식 (LIV)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 에테르는 반응식 II의 단계 (2)의 방
법을 사용하여 산화되어 화학식 (LV)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5N-옥사이드를 생성한다.
반응식 XIII의 단계 (3)에서, 화학식 (LV)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5N-옥사이드는 반응식 II의 단계 (3)의 방
법을 사용하여 아민화되어 화학식 (II)의 아 군인 화학식 (XXXVI)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생성한다
. 생성물 또는 이들의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은 통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단리될 수 있다.
반응식 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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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화합물은 반응식 XIV[여기서, R, R
다.

2

,R

12

, X 및 n은 상기에서 정의한 것과 같음]에 따라 제조될 수 있

반응식 XIV의 단계 (1)에서, 화학식 (LIV)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 에테르는 반응식 VIII의 단계 (4)의
방법을 사용하여 환원되어 화학식 (LVI)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 에테르를 생성하다.
반응식 XIV의 단계 (2)에서, 화학식 (LVI)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 에테르는 반응식 II의 단계 (2)의 방
법을 사용하여 산화되어 화학식 (LVII)의 1H- 이미다조[4,5-c]퀴놀린-5N-옥사이드를 생성한다.
반응식 XIV의 단계 (3)에서, 화학식 (LVII)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5N-옥사이드는 반응식 II의 단계 (3)의 방
법을 사용하여 아민화되어 화학식 (I)의 아군인 화학식 (XL)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생성한다. 생
성물 또는 이들의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은 통상의 방법으로 단리될 수 있다.
반응식 XIV

본 발명의 테트라히드로이미다조퀴놀린은 반응식 XV[여기서, R, R
에 따라 제조될 수 있다.

2

,R

12

, X 및 n은 상기에서 정의한 것과 같음]

반응식 XV의 단계 (1)에서, 화학식 (XXIV)의 4-아미노-6,7,8,9-테트라히드로 -1H-이미다조[4,5-c]퀴놀린은 반응
식 V에 기술된 방법을 사용하여 화학식 Hal-(CH 2 ) 1-10 -CH≡CH에 의해 알킬화되어 화학식 (IV)의 아군인 화학
식 (LVIII)의 6,7,8,9-테트라히드로-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생성한다.
반응식 XV의 단계 (2)에서, 화학식 (LVIII)의 6,7,8,9-테트라히드로-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은 반응식
VII의 단계 (5)에 기술된 방법을 사용하여 화학식 Hal-R 12 의 할라이드와 커플링되어 화학식 (IV)의 아군인 화학식
(LIX)의 6,7,8,9-테트라히드로-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생성한다. 생성물 또는 이들의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은 통상의 방법으로 단리될 수 있다.
반응식 XV

본 발명의 화합물은 반응식 XVI[여기서, R, R

2

, X 및 n은 상기에서 정의한 것과 같음]에 따라 제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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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식 XVI의 단계 (1)에서, 화학식 (LX)의 2,4-디히드록시-3-니트로-6,7,8,9-테트라히드로퀴놀린은 염소화되어
화학식 (LXI)의 2,4-디클로로-3-니트로-6,7,8,9-테트라히드로퀴놀린을 생성한다. 통상적인 염소화 물질이 사용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반응식은 화학식 (LX)의 화합물을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와 혼합한 후, 가열(55-65℃)
하여 수행된다. 화학식 (IX)의 화합물을 공지되어 있거나, 또는 공지의 합성 방법 (예를 들어, Nikolaides et al., U.S.
특허 제5,352,784호 및 상기 특허의 참조문헌들을 참조)을 사용하여 제조될 수 있다.
반응식 XVI의 단계 (2)에서, 화학식 (LXI)의 2,4-디클로로-3-니트로-6,7,8,9-테트라히드로퀴놀린은 화학식 R 1 O-X-NH 2 의 아민과 반응하여 화학식 (LXII)의 2-클로로-3-니트로-6,7,8,9-테트라히드로퀴놀린-4-아민을 생성
한다. 반응은 N,N-디메틸포름아미드와 같은 적합한 용매 중의 화학식 (LXI)의 화합물 용액에 아민을 첨가하고, 가열(
55-65℃)하여 수행될 수 있다.
반응식 XVI의 단계 (3)에서, 화학식 (LXII)의 2-클로로-3-니트로-6,7,8,9-테트라히드로퀴놀린-4-아민은 반응식 I
V의 단계 (4)의 방법을 사용하여 페놀과 반응하여 화학식 (LXIII)의 2-페녹시-3-니트로-6,7,8,9-테트라히드로퀴놀
린-4-아민을 생성한다.
반응식 XVI의 단계 (4)에서, 화학식 (LXIII)의 2-페녹시-3-니트로-6,7,8,9-테트라히드로퀴놀린-4-아민은 반응식
VI의 단계 (2)의 방법을 사용하여 환원되어 화학식 (LXIV)의 2-페녹시-6,7,8,9-테트라히드로퀴놀린-3,4-디아민을
생성한다.
반응식 XVI의 단계 (5)에서, 화학식 (LXIV)의 2-페녹시-6,7,8,9-테트라히드로퀴놀린-3,4-디아민은 반응식 VI의 단
계 (3)의 방법을 사용하여 고리화되어 화학식 (LXV)의 4-페녹시-6,7,8,9-테트라히드로-1H-이미다조[4,5-c]퀴놀
린을 생성한다.
반응식 XVI의 단계 (6)에서, 화학식 (LXV)의 4-페녹시-6,7,8,9-테트라히드로
-1H-이미다조[4,5-c]퀴놀린은 반응식 IV의 단계 (7)의 방법을 사용하여 화학식 (III)의 6,7,8,9-테트라히드로-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생성한다.
반응식 XVI

또한, 본 발명은 화학식 (I), (II), (III) 및 (IV)의 화합물 합성의 중간체로서 유용한 신규 화합물을 제공한다. 이들 중간
체 화합물은 화학식 (V)-(IX)를 가지며, 이들은 하기에서 보다 상세히 기술된다.
중간체 화합물의 한 군은 하기 화학식 (V)의 화합물 또는 그의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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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V

(상기 식에서,
X 는 -CHR
R

1

3

, -CHR

3

-알킬 또는 -CHR

은 -아릴, -알케닐, -R

4

-아릴, -(CH

3

-알케닐;

2

)

1-10

-C≡C-R

10

-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됨;

R 2 는 -수소, -알킬, -알케닐,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알킬-Y-알킬, -알킬-Y-알케닐, -알킬-Y-아
릴; 및 -OH, -할로겐, -N(R 3 ) 2 , -CO-N(R 3 ) 2 , -CO-C 1-10 알킬, -CO-O-C 1-10 알킬, -N 3 , -아릴, -헤
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CO-아릴 및 -CO-헤테로아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치환기로 치
환된 -알킬 또는 알케닐;
R

4

는 알킬 또는 알케닐로, 하나 이상의 -O-기가 개입될 수 있음;

각각의 R
R

10

3

는 독립적으로 H 또는 C

1-10

알킬;

은 H, 알킬, 알케닐 및 아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됨;

각각의 Y 는 독립적으로 -O- 또는 -S(O)

0-2

;

n 은 0 내지 4;
각각의 R 은 C
선택됨)

1-10

알킬, C

1-10

알콕시, 히드록시, 할로겐 및 트리플루오로메틸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중간체의 다른 군은 하기 화학식 (VI)의 이미다조퀴놀린-4-페녹시 화합물 또는 그의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이다:

화학식 VI

(상기 식에서,
X 는 -CHR
R

1

3

, -CHR

3

-알킬 또는 -CHR

은 -아릴, -알케닐, -R

4

-아릴, -(CH

3

-알케닐;

2

)

1-10

-C≡C-R

10

-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됨;

R 2 는 -수소, -알킬, -알케닐,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알킬-Y-알킬, -알킬-Y-알케닐, -알킬-Y-아
릴; 및 -OH, -할로겐, -N(R 3 ) 2 , -CO-N(R 3 ) 2 , -CO-C 1-10 알킬, -CO-O-C 1-10 알킬, -N 3 , -아릴,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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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CO-아릴 및 -CO-헤테로아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치환기로 치
환된 -알킬 또는 알케닐;
R

4

는 알킬 또는 알케닐로, 모두 하나 이상의 -O-기가 개입될 수 있음;

각각의 R
R

10

3

는 독립적으로 H 또는 C

1-10

알킬;

은 H, 알킬, 알케닐 및 아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됨;

각각의 Y 는 독립적으로 -O- 또는 -S(O)

0-2

;

n 은 0 내지 4;
각각의 R 은 C
선택됨)

1-10

알킬, C

1-10

알콕시, 히드록시, 할로겐 및 트리플루오로메틸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중간체의 다른 군은 하기 화학식 (VII)의 이미다조퀴놀린-N-옥사이드 화합물또는 그의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이
다:

화학식 VII

(상기 식에서,
X 는 -CHR

3

, -CHR

3

-알킬 또는 -CHR

-알케닐;

2

)

R

1

은 -아릴, -알케닐, -R

R

4

는 알킬 또는 알케닐로, 모두 하나 이상의 -O-기가 개입될 수 있음;

각각의 R
R

10

3

4

-아릴, -(CH

3

는 독립적으로 H 또는 C

1-10

1-10

-C≡C-R

10

-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됨;

알킬;

은 H, 알킬, 알케닐 및 아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됨;

n 은 0 내지 4;
각각의 R 은 C
선택됨)

1-10

알킬, C

1-10

알콕시, 히드록시, 할로겐 및 트리플루오로메틸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중간체의 다른 군은 하기 화학식 (VIII)의 이미다조퀴놀린-4-페녹시 화합물또는 그의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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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VIII

(상기 식에서,
X 는 -CHR
R

1

3

, -CHR

3

-알킬 또는 -CHR

은 -아릴, -알케닐, -R

4

-아릴, -(CH

3

-알케닐;

2

)

1-10

-C≡C-R

10

-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됨;

R 2 는 -수소, -알킬, -알케닐,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알킬-Y- 알킬, -알킬-Y-알케닐, -알킬-Y-아
릴; 및 -OH, -할로겐, -N(R 3 ) 2 , -CO-N(R 3 ) 2 , -CO-C 1-10 알킬, -CO-O-C 1-10 알킬, -N 3 , -아릴, -헤
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CO-아릴 및 -CO-헤테로아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치환기로 치
환된 -알킬 또는 알케닐;
R

4

는 알킬 또는 알케닐로, 모두 하나 이상의 -O-기가 개입됨;

각각의 R
R

10

3

는 독립적으로 H 또는 C

1-10

알킬;

은 H, 알킬, 알케닐 및 아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됨;

각각의 Y 는 독립적으로 -O- 또는 -S(O)

0-2

;

n 은 0 내지 4;
각각의 R 은 C
선택됨;
R

7

1-10

알킬, C

1-10

알콕시, 히드록시, 할로겐 및 트리플루오로메틸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은 tert-부틸 또는 벤질)

중간체의 다른 군은 하기 화학식 (IX)의 이미다조퀴놀린-4-클로로 화합물 또는 그의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이다:

화학식 IX

(상기 식에서,
X 는 -CHR
R

1

3

, -CHR

3

-알킬 또는 -CHR

은 -아릴, -알케닐, -R

4

-아릴, -(CH

3

-알케닐;

2

)

1-10

-C≡CH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됨;

R 2 는 -수소, -알킬, -알케닐,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알킬-Y-알킬, -알킬-Y-알케닐, -알킬-Y-아
릴; 및 -OH, -할로겐, -N(R 3 ) 2 , -CO-N(R 3 ) 2 , -CO-C 1-10 알킬, -CO-O-C 1-10 알킬, -N 3 , -아릴,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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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CO-아릴 및 -CO-헤테로아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치환기로 치
환된 -알킬 또는 알케닐;
R

4

는 알킬 또는 알케닐로, 모두 하나 이상의 -O-기가 개입될 수 있음;

각각의 R

3

는 독립적으로 H 또는 C

1-10

각각의 Y 는 독립적으로 -O- 또는 -S(O)

알킬;
0-2

;

n 은 0 내지 4;
각각의 R 은 C
선택됨)

1-10

알킬, C

1-10

알콕시, 히드록시, 할로겐 및 트리플루오로메틸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본원에서 사용된, '알킬,' '알케닐' 및 접두사 'alk-'란 용어는 직쇄 및 분지쇄기 및 시클릭기, 즉, 시클로알킬 및 시클로
알케닐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달리 특정되지 않았다면, 이들 기의 탄소수는1 내지 20이고, 알케닐기의 탄소수는
2 내지 20이다. 바람직한 기의 탄소수는 10 이하이다. 시클릭기는 모노시클릭 또는 폴리시클릭일 수 있으며, 바람직
하게는 환 탄소 원자 수가 3 내지 10이다. 시클릭기의 예는 시클로프로필, 시클로프로필메틸, 시클로펜틸, 시클로헥
실, 시클로프로필메틸 및 아다만틸을 포함한다.
아울러, -X-기의 알킬 및 알케닐 부분은 비치환되거나 또는 하나 이상의 치환기로 치환될 수 있으며, 이들 치환기는
알킬, 알케닐,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아릴알킬, 헤테로아릴알킬, 및 헤테로시클릴알킬로 이루어진 군으로
부터 선택된다.
'할로알킬'이란 용어는 과불소화된기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할로겐 원자에 의해 치환된 기를 포함한다. 또한, 이들
은 접두사 '할로-'를 포함하는 기이다. 적합한 할로알킬기의 예는 클로로메틸, 트리플루오로메틸 등이다.
'아릴'이란 용어는 카르보시클릭 방향족 환 또는 환 계를 포함한다. 아릴기의 예는 페닐, 나프틸, 비페틸, 플루오레닐
및 인데닐을 포함한다. '헤테로아릴' 이란 용어는 하나 이상의 환 헤테로 원자 (예를 들어, O, S, N)을 포함하는 방향족
환 또는 환 계를 포함한다. 적합한 헤테로아릴기는 푸릴, 티에닐, 피리딜, 퀴놀리닐, 이소퀴놀리닐, 인돌릴, 이소인돌
릴, 트리아졸릴, 피롤릴, 테트라졸릴, 이미다졸릴, 피라졸릴, 옥사졸릴, 티아졸릴, 벤조푸라닐, 벤조티오페닐, 카르바
졸릴, 벤즈옥사졸릴, 피리미디닐, 벤즈이미다졸릴, 퀴녹사리닐, 벤조티아졸릴, 나프티리디닐, 이속사졸릴, 이소티아졸
릴, 푸라닐, 퀴나졸리닐 등을 포함한다.
'헤테로시클릴'은 하나 이상의 환 헤테로 원자 (예를 들어, O, S, N)을 포함하는 비방향족 환 또는 환 계를 포함하고,
상기에서 언급된 임의의 헤테로아릴기의 완전 포화되고 부분적으로 불포화된 유도체 모두를 포함한다. 예시적인 헤
테로시클릭기는 피롤리디닐, 테트라히드로푸라닐, 모르폴리닐, 티오모르폴리닐, 피페리디닐, 피페라지닐, 티아졸리디
닐, 이미다졸리디닐, 이소티아졸리디닐 등을 포함한다.
아릴, 헤테로아릴, 및 헤테로시클릴기는 비치환되거나 또는 알킬, 알콕시, 알킬티오, 할로알킬, 할로알콕시, 할로알킬
티오, 할로겐, 니트로, 히드록시, 멀캅토, 시아노, 카르복시, 포밀, 아릴, 아릴옥시, 아릴티오, 아릴알콕시, 아릴알킬티
오, 헤테로아릴, 헤테로아릴옥시, 헤테로아릴티오, 헤테로아릴알콕시, 헤테로아릴알킬티오, 아미노, 알킬아미노, 디알
킬아미노, 헤테로시클릴, 헤테로시클로알킬, 알킬카르보닐, 알케닐카르보닐, 알콕시카르보닐, 할로알킬카르보닐, 할
로알콕시카르보닐, 알킬티오카르보닐, 아릴카르보닐, 헤테로아릴카르보닐, 아릴옥시카르보닐, 헤테로아릴옥시카르보
닐, 아릴티오카르보닐, 헤테로아릴티오카르보닐, 알카노일옥시, 알카노일티오, 알카노일아미노, 아로일옥시, 아로일
티오, 아로일아미노, 알킬 아미노술포닐, 알킬술포닐, 아릴술포닐, 헤테로아릴술포닐, 알킬카르보닐아미노, 알케닐카
르보닐아미노, 아릴카르보닐아미노, 아릴알킬카르보닐아미노, 헤테로아릴카르보닐아미노, 헤테로아릴알킬카르보닐
아미노, 알킬술포닐아미노, 알케닐술포닐아미노, 아릴술포닐아미노, 아릴알킬술포닐아미노, 헤테로아릴술포닐아미노
, 헤테로아릴알킬술포닐아미노, 알킬아미노카르보닐아미노, 알케닐아미노카르보닐아미노, 아릴아미노카르보닐아미
노, 아릴알킬아미노카르보닐아미노, 헤테로아릴아미노카르보닐아미노, 헤테로아릴알킬아미노카르보닐아미노, 및 헤
테로시클릴의 경우 옥소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된 치환기로 치환될 수 있다. 임의의 기타 기가 '치환
' 또는 '임의로 치환된'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들 기는 또한 상기에서 열거된 하나 이상의 치환기로 치환될 수 있다.
특정 치환기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R 4 -아릴이 바람직한 R 1 기이고, 바람직한 R 10 기는 알킬 및
아릴이고, 페닐 또는 치환된 페닐이 바람직한 아릴기이다. 바람직하게는, 어떠한 R 치환기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n
이 0). 바람직한 R 2 기는 수소, 탄소수가 1 내지 4인 알킬기 (즉, 메틸, 에틸, 프로필, 이소프로필, n-부틸, sec-부틸,
이소부틸, 및 시클로프로필메틸), 메톡시메틸 및 에톡시메틸을 포함한다. 치환된 알킬 또는 치환된 아릴기와 같은 치
환된 기의 경우, 바람직한 치환기는 할로겐, 니트릴, 니트로, 카르복시, 메톡시, 메틸티오, 트리플루오로메틸 및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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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오로메톡시를 포함한다. 하나 이상의 이들 바람직한 치환기 (만약, 존재한다면)은 본 발명의 화합물 중에 임의의
조합으로 존재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이성질체 (예를 들어, 부분입체이성질체 및 거울상입체이성질체), 염, 용매 화합물, 다형체 등을 포함하는
이들의 임의의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형태로 본원에서 기술환 화합물들을 포함한다. 특히, 이들 화합물이 광학적으
로 활성이 있다면, 본 발명은 특이적으로는 이들 화합물들의 각각의 거울상이성질체 및 거울상이성질체의 라세믹 혼
합물을 포함한다.
제약학적 조성물 및 생물학적 활성
본 발명의 제약학적 조성물은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와 혼합된 상기 본원에서 기술된 치료적 유효량의 본 발명
의 화합물 및 혼합물을 포함한다.
'치료적 유효량'이란 용어는 치료적 효과, 예를 들어, 사이토카인 유도, 항암 효과 및(또는) 항바이러스 효과를 유도하
기에 충분한 양의 화합물을 의미한다. 본원 발명의 제약학적 조성물에서 사용되는 활성 화합물의 정확한 양은 당업계
에 알려진 요소들, 예를 들어, 화합물의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 담체의 성질, 및 목적한 투여 처방계획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본 발명의 조성물은 투여 개체에게 약 100ng/kg 내지 약 50mg/kg, 바람직하게는 약 10㎍/kg 내지 약 5m
g/kg의 투여량의 화합물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활성 성분을 포함할 것이다. 임의의 통상적인 투여 형태, 예를 들어, 정
제, 로젠진, 비경구, 점막투과 패치 등이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화합물은 치료 처방 중의 단일 치료제로서 투여될 수 있거나, 또는 본 발명의 화합물은 서로 혼합되거나 또
는 추가적인 면역 반응 개질제, 항바이러스제, 항생제 등의 기타 활성 물질과 혼합되어 투여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화합물은 하기의 시험에 따라 실시된 실험 중에서 특정 사이토카인의 생산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들 결과는 다수의 상이한 방식으로 면역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면역 반응 개질제로 유용하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이들을 다수의 질환 치료에 유용하도록 한다.
본 발명에 다른 화합물의 투여에 의해 그 생산이 유도될 수 있는 사이토카인은 일반적으로 인터페론-α(IFN-α) 및 (
또는) 종양 괴사 인자-α(TNF-α) 및 특정 인터루킨 (IL)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화합물에 의해 그 생산이 유도될 수
있는 사이토카인은 IFN-α, TNF-α, IL-1, IL-6, IL-10 및 IL-12 및 다양한 기타 사이토카인을 포함한다. 기타 효
과들 중에서, 이들 및 기타 사이토카인은 바이러스 생산 및 종양 세포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들 화합물이 바이
러스 질환 및 종양의 치료에서 유용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본 발명은 유효량의 본 발명의 화합물 또는 조성물을 동물
에게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동물 중에서 사이토카인 생합성을 유도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특정 화합물은 상당량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산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pDC2 세포 (전구체 수지상 세포
-유형 2)를 포함하는 PBMC (말초 혈액 단핵구 세포)와 같은 조혈 세포군에서 IFN-α의 발현을 선택적으로 유도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이토카인의 생산을 유도하는 능력과 아울러, 본 발명의 화합물은 선천적 면역 반응의 다른 면들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자연 살생 세포 (natural killer cell) 활성이 자극될 수 있고, 사이토카인 유도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 다
. 또한, 화합물은 대식세포를 활성화 시킬 수 있고, 이는 다시 산화질소의 분비 및 추가적인 사이토카인의 생산을 자극
할 수 있다. 아울러, 화합물들은 B-림프구의 증식 및 분화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화합물은 후천성 면역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T 세포 또는 T 세포 사이토카인의 유도
에 대해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도 없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화합물이 투여되면 T 헬퍼 유형 1 (Th1) 사이토카인 IFNγ의 유도가 간접적으로 유도되고, T 헬퍼 유형 2 (Th2) 사이토카인 IL-4, IL-5 및 IL-13의 생산은 억제된다. 이 활
성은 화합물이 Th1 반응의 상향조절 및(또는) Th2 반응의 하향조절이 요구되는 질환의 치료에서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발명의 화합물이 Th2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을 볼 때, 화합물은 아토피성 질환, 예를 들어, 아토피
성 피부염, 천식, 알러지, 알러지성 비염; 전신성 홍반 루푸스의 치료; 세포 매개성 면역의 백신 애주번트로서 유용한
것이고, 또한, 재발성 진균 질환 및 클라미디아의 치료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합물의 면역 반응 개질 효과는 이들이 폭넓은 다양한 증상의 치료에서 유용하도록 한다. 사이토카인, 예를 들어, IF
N-α및(또는) TNF-α와 같은 사이토카인의 생산을 유도하는 능력으로 인해, 화합물은 바이러스 질환 및 종양 치료
에서 특히 유용하다. 면역개질 능력은 본 발명의 화합물이, 생식기관 사마귀, 보통사마귀, 발바닥 사마귀, B형 간염, C
형 간염,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 유형 I 및 유형 II, 전염물렁종, 마마, 특히 큰 마마, 리노바이스, 아데노바이러스, 인
플루엔자, 파라-인플루엔자, HIV, CMV, VZV, 경부 상피내종양과 같은 상피내종양, 사람 파필 로마바이러스 (HPV)
및 관련된 종양을 포함하는 바이러스 질환; 진균 질환, 예를 들어, 칸디다, 아스파질러스 및 크립토코쿡스 수막염; 종
양성 질환, 예를 들어, 기저세포 암종, 털세포 백혈병, 카포시 육종, 신장 세포 암종, 편평세포 암종, 골수 백혈병, 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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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골수종, 흑색종, 비호지킨스 림프종, 피부 T-세포 림프종, 및 기타 암; 기생 질환, 예를 들어, 폐포자충증, 외포자충
증, 히스토플라스마종, 톡소포자충증, 파동편모충 감염 및 라슈만편모충중; 박테리아성 감염, 예를 들어, 결핵 및 조류
형 결핵과 같은 질환 치료에 유용하다. 본 발명의 화합물로 치료될 수 있는 추가 질환 또는 증상은 광선각화증, 습진,
호산구증가증, 본태 고혈소판증, 나병, 다발성 경화증, 오멘 증후군, 원반모양 루푸스, 보웬 질환, 보웨노이드 구진증,
원형 탈모증, 수술 후의 켈로이드 형성 및 기타 유형의 수술후 상처의 억제를 포함한다. 아울러, 이들 화합물은 만성
상처를 포함하여 상처의 치료를 향상시키거나 또는 자극한다. 화합물은 세포 매개 면역의 억제 후, 예를 들어, 이식 환
자, 암 환자 및 HIV 환자에서 발생하는 기회 감염 및 종양 치료에 유용할 수 있다.
사이토카인 생합성을 유도하기는 데 효과적인 화합물의 양은 단핵구, 대식세포, 수지상 세포 및 B-세포와 같은 하나
이상의 세포 유형이 하나 이상의 사이토카인, 예를 들어, IFN-α, TNF-α, IL-1, IL-6, IL-10 및 IL-12이 이들 사이
토카인의 배경 수준에 비해 증가된 양을 생산하기에 충분한 양이다. 정확한 양은 당업자들에게 알려진 인자에 따라
변화할 것이나, 약 100ng/kg 내지 약 50mg/kg, 바람직하게는 약 10㎍/kg 내지 약 5mg/kg의 양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의 화합물 또는 조성물의 유효량을 동물에게 투여하 는 것을 포함하는 동물의 바이러스 감염
을 치료하는 방법 및 동물의 종양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바이러스 감염을 치료 또는 억제하는 데 효과적
인 양은 하나 이상의 바이러스 감염의 징후, 예를 들어, 처리되지 않은 대조 동물과 대비한 바이러스 병변, 바이러스
함유량, 바이러스 생산 속도 및 사망율의 감소를 일으키는 양이다. 정확한 양은 당업계에 공지된 요소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약 100ng/kg 내지 약 50mg/kg, 바람직하게는 약 10㎍/kg 내지 약 5mg/kg의 양일 것으로 예상된다. 종양 증
상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인 화합물의 양은 종양 크기 또는 종양 병변의 수의 감소를 일으키는 양이다. 또한, 정확한
양은 당업계에 공지된 요소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약 100ng/kg 내지 약 50mg/kg, 바람직하게는 약 10㎍/kg 내지 약
5mg/kg의 양일 것으로 예상된다.
본 발명은 단지 예시를 위한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지는 않는 하기 실시예에 의해 추가적으로
기술될 것이다.

실시예
실시예
하기 실시에에서, 일부 화합물들은 세미-준비 HPLC을 사용하여 정제되었다. 두 가지 상이한 방법이 사용되었고, 이
들을 하기에서 기술한다. 두 방법은 모두 900 시리즈 인텔리전트 인터페이스가 장착된 A-100 Gilson-6을 사용하였
다. 세미-준비 HPLC 분획을 LC-APCI/MS로 분석하고, 적절한 분획을 합하고, 동결건조하여 목적한 화합물의 트리
플루오로아세테이트염을 생성하였다.
방법 A
컬럼: 컬럼 마이크로소르브 (Microsorb) C18, 21.4 x 250 mm, 8 마이크론 입자 크기, 60A 포어; 유속: 10 mL/분; 2
5 분간 2-95% B로 구배 용출, 5분간 95% B로 유지, A=0.1%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물 및 B=0.1% 트리플루오로아
세트산/아세토니트릴; 트리거링 (triggering) 분획 수거를 위하여 254 nm에서 피크 검출.
컬럼: 페노메넥스 캅셀 팩C18 (Phenomenex Capcell PakC18), 35 x 20 mm, 5 마이크론 입자 크기; 유속: 20 mL/
분; 10 분간 5-95% B로 구배 용출, 2 분간 95% B로 유지, A=0.1%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물 및 B=0.1% 트리플루
오로아세트산/아세토니트릴; 트리거링 분획 수거를 위해 254 nm에서 피크 검출.
실시예 1
1-[2-(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파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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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1-에탄올 (28.5 g, 0.133 mol)을 1 시간에 걸쳐 조금씩 수산화나트륨 (50%,
240 mL), 디클로로메탄 (240 mL), 프로파르길 브로마이드 (80%, 39.6 g, 0.266 mol) 및 벤질트리메틸암모늄 클로
라이드 (2.46 g, 0.013 mmol)의 혼합물에 첨가하였다. 생성된 반응 혼합물을 주위 온도에서 16 시 간 동안 교반시켰
다. 층을 분리하였다. 수성 분획을 추가적 디클로로메탄으로 추출하였다. 유기 분획을 합하고, 물로 세척하고, 황산 마
그네슘 상에서 건조한 후 감압 하에서 농축하였다. 그 결과의 잔류물을 디에틸 에테르와 합하고 혼합물을 교반시켰다.
오렌지색 고체를 여과하여 단리하였다. 이 물질을 에틸 아세테이트로 재결정화하여 19.8 g의 2-(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틸 (2-프로피닐)에테르를 황색 결정성 고체로 생성하였다. m.p. 124-126℃.

파트 B
2-(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틸 (2-프로피닐)에테르 (19.7 g, 78.4 mmol) 및 클로로포름을 합한 후 0℃
로 냉각하였다. 3-클로로퍼옥시벤조산 (57-86%, 15.7 g)을 첨가하고 혼합물을 0.5 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혼합물을
주위 온도로 가온하였고, 이 때 모든 물질은 용액상태로 있었다. 박층 크로마토그래피 (TLC)로 분석한 결과 일부 출
발 물질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3-클로로퍼옥시벤조산 (4 g씩 별도로 2번)을 더 첨가하였다. 두번째 부
분을 첨가한지 약 0.5 시간 후, TLC로 출발 물질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반응 용액을 10% 수산화나트륨으로
추출하였다. 수성 분획을 디클로로메탄으로 수회 추출하였다. 유기 분획을 합하고, 황산마그네슘 상에서 건조하고, 여
과한 후 감압 하에서 농축 하여 18.5 g의 1-[2-(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5N-옥시드를
황색 오일로 생성하였다.
HRMS (ESI) C

15

H

14

N

3

O

2

(MH

+

)에 대한 계산치 268.1086, 실측치 268.1098

파트 C
질소 대기 하에서 트리클로로아세틸 이소시아네이트 (15.5 g, 82.2 mmol)을 1-[2-(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
미다조[4,5-c]퀴놀린-5N-옥시드 (18.3 g, 68.5 mmol) 및 디클로로메탄 (300 mL)의 혼합물에 적가하였다. 격렬한
이산화탄소 발생이 관찰되었다. 약 0.5 시간 후, 모든 물질이 용액 상태로 있었다. 반응 용액을 약 1 시간 동안 교반시
켰고, 이 때 TLC 분석에 의해 소량의 출발 물질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트리클로로아세틸 이소시아네이트 (4.5 g)를
더 첨가하였다. 1 시간 후, TLC 분석에 의해 반응이 완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휘발성 물질을 감압 하에서 제거하여
N-{1-[2-(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일}-2,2,2-트리클로로아세트아미드를 담황색
고체로 생성하였다.
파트 D
디클로로메탄 (150 mL)을 파트 C로부터의 고체 및 메탄올 (200 mL)의 혼합물에 첨가하였고 모든 물질을 용액 상태
로 되었다. 소듐 메톡시드 (메탄올 중의 25%, 50 g)를 첨가하고 용액을 주위 온도에서 밤새 교반하였다. 생성된 침전
을 여과에 의해 단리하였다. 여액을 약 100 mL의 부피까지 농축하고 두번째로 생긴 침전을 여과에 의해 단리하였다.
두 침전물을 합하고 60℃의 진공 오븐에서 16 시간 동안 건조하여 16.4 g의 1-[2-(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
다조[4,5-c]-퀴놀린-4-아민을 회백색 고체로 생성하였다. m.p. 225-227℃

실시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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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아미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톡시]-1-프로피닐}벤조니트릴

파트 A
질소 대기 하에서 1-[2-(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16 g, 60.1 mmol), 디-tert부틸 디카르보네이트 (32.7 g, 150 mmol), 트리에틸아민 (21 mL, 150 mol), N,N-디메틸포름아미드 (150 mL) 및 4
-(디메틸아미노)피리딘 (0.1 g)을 합하고 80-85℃로 가열하였다. 약 1 시간 후, 혼합물은 균질화되었고 TLC 분석에
의해 출발 물질이 아주 조금 잔류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용액 을 1 시간 더 가열하였다. 용액을 에틸 아세테이트 및 물
로 희석하였다. 층을 분리하고 수성 분획을 에틸 아세테이트로 추출하였다. 유기 분획을 합하고, 물에 이어 염수로 세
척하고, 황산 마그네슘 상에서 건조하고, 여과한 후 감압 하에서 농축하여 옅은 오렌지-황색 고체를 생성하였다. 이
물질을 디에틸 에테르로 연마하여 22.6 g의 N,N-(비스 tert-부톡시카르보닐)-1-[2-(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
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회백색 고체로 생성하였다. m.p. 139-142℃.

파트 B
질소 대기 하에서, 2-요오도벤조니트릴 (0.54 g, 2.35 mmol), 디클로로비스(트리페닐포스핀)팔라듐(II) (0.09 g, 0.1
3 mmol), 및 요오드화구리(I) (0.05 g, 0.26 mmol)을 N,N-(비스 tert-부톡시카르보닐)-1-[2-(2-프로피닐옥시)에
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1.0 g, 2.14 mmol) 및 무수 N,N-디메틸포름아미드 (25 mL)의 혼합물에
첨가하였다. 2 시간 후, 반응 혼합물을 물에 서서히 부었다. 생성된 침전을 수거하고 35℃에서 16 시간 동안 건조하여
1.18 g의 2-(3-{2-[4-(비스 tert-부톡시카르보닐)아미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톡시}-1-프로피
닐)벤조니트릴을 고체로 생성하였다.

HRMS (ESI) C

32

H

34

N

5

O

5

(MH

+

)에 대한 계산치 568.2560, 실측치 568.2565

파트 C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 (20 mL)을 디클로로메탄 (20 mL) 중의 파트 B로부터의 물질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4 시간 후
, 반응 혼합물을 소량의 메탄올 및 20% 수산화나트륨을 함유하는 디클로로메탄으로 희석하였다. 층을 분리하였다.
수성 분획을 디클로로메탄으로 추출하였다. 유기 분획을 합하고, 황산 마그네슘 상에서 건조하고, 여과한 후 감압 하
에서 농축하여 황색 분말을 생성하였다. 이 물질을 9/1 디클로로메탄/메탄올로 용출시키는 플래시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여 0.48 g의 2-{3-[2-(4-아미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톡시]-1-프로피닐}벤조니트릴을 백
색 분말로 생성하였다. m.p. 18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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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3
1-{2-[(3-페닐-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질소 대기 하에서, 1-[2-(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10 g, 37.6 mmol), 무수 N,
N-디메틸포름아미드 (150 mL) 및 탄산칼륨 (6.23 g, 45.1 mmol)을 70℃로 가열하였다. 요오도벤젠 (4.43 mL, 39.5
mmol), 디클로로비스(트리페닐포스핀)팔라듐 (II) (0.53 g, 0.75 mol) 및 요오드화 구리(I) (0.29 g 1.50 mmol)을 첨
가하고 혼합물을 0.5 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온도가 약 85℃까지 상승하였다. 1.5 시간 후 HPLC (역상, 0.1% 트리플
루오로아세트산을 포함하는 아세토니트릴/물)에 의한 분석으로 반응이 완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혼합물을 주위 온
도로 냉각시킨 후 여과하였다. 여액을 감압 하에서 농축하였다. 잔류물을 플래시 크로마토그래피 (95/5 디클로로메탄
/메탄올)로 두번 정제하여 2.7 g의 1-{2-[(3-페닐-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백색 고체로 생성하였다. m.p. 196-197℃.

실시예 4
1-{2-[(3-페닐-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염산염
1-{2-[(3-페닐-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1.0 g, 2.92 mmol)을 메탄올 (15 m
L) 및 디클로로메탄 (5 mL)의 혼합물에 용해시켰다. 염화수소/디에틸 에테르 (1M, 10 mL)를 첨가하고, 반응 용액을
16 시간 동안 교반하였고, 이 때 침전이 형성되었다. 혼합물을 감압 하에서 농축하여 고체를 생성하였다. 이 물질을
소량의 메탄올을 함유하는 아세토니트릴로 재결정화하여 0.52 g의 1-{2-[(3-페닐-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
미다조[4,5-c]퀴놀린-4-아민 염산염을 회백색 결정성 고체로 생성하였다. m.p. 231-236℃.

실시예 5
1-{2-[3-(4-메톡시페닐)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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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A
질소 대기 하에서, N,N-(비스 tert-부톡시카르보닐)-1-[2-(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
-아민 (1.0 g, 2.14 mmol), 트리에틸아민 (0.8 mL, 5.56 mmol), 4-요오도아니솔 (0.51 g, 2.18 mmol) 및 무수 N,N디메틸포름아미드 (15 mL)를 합하였다.
디클로로비스(트리페닐포스핀)팔라듐(II) (0.09 g, 0.13 mol) 및 요오드화 구리(I) (0.05 g, 0.26 mmol)을 첨가하고
반응 혼합물을 1 시간 동안 주위 온도에서 교반하였고, 이 때 HPLC (역상, 아세토니트릴/물) 분석에 의하여 반응이
완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에틸 아세테이트 및 수성 중탄산나트륨 사이에 분배시켰다. 유기 분획을 물
에 이어 염수로 세척하고, 황산마그네슘 상에서 건조하고, 여과한 후, 감압 하에서 농축하여 0.95 g의 N,N-(비스 tert
-부톡시카르보닐)-1-(2-{[3-(4-메톡시페닐)-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오
렌지색 고체로 생성하였다.
HRMS (ESI) C

32

H

36

N

4

O

6

(M

+

)에 대한 계산치 572.2635, 실측치 572.2635

파트 B
N,N-(비스 tert-부톡시카르보닐)-1-(2-{[3-(4-메톡시페닐)-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
-4-아민 (0.75 g, 1.31 mmol), 에틸 아세테이트 (25 mL) 및 촉매 (50% 물을 포함하는 5% Pd/C, 100 mg)를 합한
후, 파르 (Parr) 기구 상에서 40 psi (2.8 Kg/cm 2 )에서 수소화시켰다.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산화 백금 (150 mg)
및 메탄올 (10 mL)을 첨가하고 혼합물을 45 psi (3.15 Kg/cm 2 )에서 1 시간 동안 수소화시켰다. 즉시 수소 소모가
관찰되었다. 반응 혼합물을 여과하여 촉매를 제거하였다. 여액을 감압 하에서 농축하여 N,N-(비스 tert-부톡시카르
보닐)-1-{2-[3-(4-메톡시페닐)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황갈색 고무로 생성하였다.
HRMS (ESI) C

32

H

40

N

4

O

6

(M

+

)에 대한 계산치 576.2948, 실측치 576.2965

파트 C
질소 대기 하에서,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 (10 mL)을 파트 B로부터의 물질 및 디클로로메탄 (10 mL)의 혼합물에 첨
가하였다. 그 결과의 용액을 4 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용액을 감압 하에서 농축하였다. 잔류물을 50% 수성 수산화나
트륨 및 소량의 메탄올을 함유하는 디클로로메탄 사이에 분배시켰다. 유기 분획을 황산마그네슘 상에서 건조하고, 여
과한 후, 감압 하에서 농축하여 황갈색 포말을 생성하였다. 포말을 플래시 크로마토그래피 (9/1 디클로로메탄/메탄올)
로 정제하여 담황색 유리상 물질을 생성하였다. 유리상 물질을 디에틸 에테르로 연마하여 백색 분말을 생성하였다. 이
물질을 60℃의 진공 오븐에서 4 시간 동안 건조하여 0.41 g의 1-{2-[3-(4-메톡시페닐)프로폭시]에틸}-1H-이미다
조[4,5-c]퀴놀린-4-아민을 백 색 고체로 생성하였다. m.p. 116-118℃.

실시예 6
N

1

,4-디메틸-3-{3-[2-(4-아미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톡시]프로필}-1-벤젠술폰아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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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A
질소 대기 하에서, 1-[2-(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1.7 g, 6.35 mmol), 디벤질
디카르보네이트 (4.55 g, 15.9 mmol), 트리에틸아민 (1.8 mL, 13.0 mmol), 4-(디메틸아미노)피리딘 및 무수 N,N디메틸포름아미드 (20 mL)를 합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90℃로 가열하였고, 이 때 반응물이 균질한 상태로 변하였다.
그 후 반응물을 4 시간 동안 130℃로 가열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냉각시킨 후, 디클로로메탄과 물 사이에 분배시켰다.
수성 분획을 디클로 로메탄으로 추출하였다. 유기 분획을 합하고, 황산마그네슘 상에서 건조한 후 ～10 mL의 부피로
농축하였다. 농축물을 주말 내내 정치시킨 후 톨루엔으로 희석하였다. 생성된 침전물을 여과에 의해 단리한 결과 출발
물질로 확인되었다. 여액을 디에틸 에테르로 희석하였다. 생성된 침전을 여과에 의해 단리하여 1.1 g의 벤질 N-{1-[
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일}카르바메이트를 백색 고체로 생성하였다.

파트 B
질소 대기 하에서 벤질 N-{1-[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일}카르바메이트 (0.37 g, 0
.91 mmol), 3-요오도-4-메틸-1-벤젠술폰아미드 (0.3 g, 0.96 mmol), 트리에틸아민 (0.2 mL, 1.36 mmol) 및 무수
아세토니트릴 (20 mL)을 합하였다.
디클로로비스(트리페닐포스핀)팔라듐(II) (13 mg, 0.018 mol) 및 요오드화구리(I) (7 mg, 0.036 mmol)을 첨가하고
반응 용액을 ～45℃로 가열하였다. 3 시간 후, 역상 HPLC로 분석한 결과 반응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반응 용
액을 감압 하에서 농축하고 잔류물을 플래시 크로마토그래피 (98/2 내지 95/5 디클로로메탄/메탄올)로 정제하여 0.3
3 g의 벤질 N-(1-{2-[(3-{2-메틸-5-[(메틸아미노)술포닐]페닐}-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
퀴놀린-4-일)카르바메이트를 담황색 고체로 생성하였다.

파트 C
탄소 상의 백금 (10%, 0.08 g)을 벤질 N-(1-{2-[(3-{2-메틸-5-[(메틸아미노)술포닐]페닐}-2-프로피닐)옥시]에
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일)카르바메이트 (0.3 g, 0.51 mmol) 및 메탄올 (10 mL)의 혼합물에 첨가하였
다. 혼합물을 파르 기구 상에서 40 psi (2.8 Kg/cm 2 )에서 16 시간 동안 수소화시켰다. LC-MS로 분석한 결과 알킨
환원이 일어났으나 페녹시카르보닐이 제거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탄소상의 팔라듐 (10%, 0.1 g)을 첨가하고 반
응 혼합물을 40 psi (2.8 Kg/cm 2 )에서 8 시간 동안 수소화시켰다. LC-MS에 의해 분석한 결과 소량의 페녹시카르
보닐만이 제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팔라듐 블랙 (0.1 g)을 첨가하고 반응 혼합물을 40 psi (2.8 Kg/cm 2 )에서 16
시간 동안 수소화시켰다. LC-MS에 의해 분석한 결과 목적 생성물과 일치하는 질량을 갖는 하나의 주 생성물을 확인
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여과하고 여액을 메탄올 및 디클로로메탄으로 세척하였다. 용매를 감압 하에서 제거하여 회백
색 분말을 생성하였다. 이 물질을 아세토니트릴로 재결정화하여 0.11 g의 N 1 ,4-디메틸-3-{3-[2-(4-아미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톡시]프로필}- 1-벤젠술폰아미드를 담황색 결정성 고체로 생성하였다. m.p. 20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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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7
1-(2-{[3-(2-이소프로필페닐)-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염산염

질소 대기 하에서 1-[2-(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0.50 g, 1.88 mmol), 2-요오
도이소프로필벤젠 (0.65 g, 2.63 mmol), 트리에틸아민 (0.68 mL, 4.88 mmol) 및 N,N-디메틸포름아미드 (10 mL)를
합한 후, 60℃까지 가열하였다. 요오드화구리(I) (0.04 g) 및 디클로로비스(트리페닐포스핀)팔라듐(II) (0.08 g)을 첨
가하였다. 1.5 시간 후, TLC (9/1 디클로로메탄/메탄올)로 분석하여 반응이 완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감압 하에서 농축하였 다. 잔류물을 9/1 디클로로메탄/메탄올로 용출시키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였다. 생
성물 분획을 합하고 감압 하에서 농축하였다. 잔류물을 0.5% 진한 수산화암모늄을 함유하는 9/1 디클로로메탄/메탄
올로 용출시키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였다. 생성물 분획을 합하고 감압 하에서 농축하여 ～0.38 g의 고체를
생성하였다. 이 물질을 염화수소/디에틸 에테르 (1.0M, 3.9 mL)와 합하고 밤새 교반한 후 감압 하에서 농축하였다.
잔류물을 이소프로판올/메탄올로 재결정화시키고, 여과하여 단리한 후 건조하여 0.24 g의 1-(2-{[3-(2-이소프로필
페닐)-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염산염을 고체로서 생성하였다. m.p. 239-241
℃.

실시예 8
1-(2-{[3-(2,6-디메틸페닐)-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 린-4-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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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7의 일반적 방법을 사용하여, 1-[2-(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0.50 g, 1
.88 mmol)을 2,6-디메틸요오도벤젠 (0.61 g, 2.63 mmol)과 반응시켰다. 조생성물을 95/5 디클로로메탄/메탄올로
용출시키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여 0.056g의 1-(2-{[3-(2,6-디메틸페닐)-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고체로 생성하였다. m.p. 200-201℃.

실시예 9
1-(2-{[3-(4-페녹시페닐)-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 4-아민

실시예 7의 일반적 방법을 사용하여, 1-[2-(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0.50 g, 1
.88 mmol)을 4-요오도페닐 페닐 에테르 (0.78 g, 2.63 mmol)과 반응시켰다. 조생성물을 95/5 디클로로메탄/메탄올
로 용출시키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여 고체를 생성하였다. 이 고체를 수성 수산화나트륨으로 슬러리화하여
염을 제거한 후 9/1 에틸 아세테이트/메탄올로 용출시키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여 고체를 생성하였다. 이
물질을 99/1 에틸 아세테이트/메탄올로 용출시키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더 정제하여 24 mg의 1-(2-{[3-(4-페
녹시페닐)-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고체로 생성하였다. m.p. 146-148℃.

실시예 10
1-[2-({3-[2-(트리플루오로메틸)페닐]-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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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7의 일반적 방법을 사용하여, 1-[2-(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0.50 g, 1
.88 mmol)을 2-요오도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 (0.71 g, 2.63 mmol)과 반응시켰다. 반응 혼합물을 감압 하에서 농축
하였다. 생성된 유리상 고체를 수성 소듐 바이술파이트 (10 mL) 및 메탄올 (20 mL)로 처리하였다. 고체를 여과에 의
해 제거하였다. 여액을 감압 하에서 농축하여 백색 분말을 생성하였다. 이 물질을 물로 세척하고 80℃의 오븐에서 4
일간 건조하여 ～0.33 g의 고체를 생성하였다. 이 물질을 디클로로메탄 (17 mL) 및 메탄올 (17 mL)의 혼합물에 부분
적으로 용해시켰다. 염화수소/디에틸 에테르 (1.0M, 3.24 mL)를 첨가하였고 혼합물은 균질액으로 변하였다. 혼합물
을 감압 하에서 농축하여 갈색 결정성 잔류물을 생성하였다. 이 잔류물을 소량의 메탄올을 함유하는 50/50 아세토니
트릴/에틸 아세테이트와 합하였다. 수산화나트륨 (20%, 0.5 mL)을 첨가하였 다. 혼합물을 감압 하에서 농축하여 유
리상 물질을 생성하였다. 이 유리상 물질을 9/1 에틸 아세테이트/메탄올로 용출시키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
여 14 mg의 1-[2-({3-[2-(트리플루오로메틸)페닐]-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 [4,5-c]퀴놀린-4-아
민을 백색 결정성 고체로 생성하였다. m.p. 154-155℃.

실시예 11
1-(2-{3-[4-(1H-1-피롤릴)페닐]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트리플루오로아세테이트

파트 A
질소 대기 하에서 디벤질 디카르보네이트 (50 g, 174 mmol)를 1-[2-(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
퀴놀린-4-아민 (16.4 g, 61.6 mmol) 및 무수 N,N-디메틸포름아미드 (200 mL)의 혼합물에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
물을 주위 온도 에서 16 시간 동안 교반하였고, 반응 혼합물은 균질한 상태로 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에틸 아세테이
트 및 물 사이에 분배시켰다. 층이 분리되었다. 수층을 에틸 아세테이트로 추출하였다. 유기 분획을 합하고, 물로 세척
하고, 염수로 세척하고, 황산마그네슘 상에서 건조하고, 여과한 후 감압 하에서 농축하여 반고체를 생성하였다. 이 물
질을 디에틸 에테르로 연마하여 27.4 g의 N,N-(비스벤질옥시카르보닐)-1-[2-(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
조[4,5-c]퀴놀린-4-아민을 백색 고체로 생성하였다.
파트 B
질소 대기 하에서, N,N-(비스 벤질옥시카르보닐)-1-[2-(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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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0.5 g, 0.94 mmol), 무수 아세토니트릴 (5 mL), 트리에틸아민 (0.34 mL, 2.43 mmol), 및 1-(4-요오도페닐)피롤
(0.28 g, 1.03 mmol)을 합하고 생성된 균질 혼합물을 80℃로 가열하였다. 요오드화구리(I) (0.007 g) 및 디클로로비
스(트리페닐포스핀)팔라듐(II) (0.013 g)을 첨가하였다. 반응은 30 분 후 완결되었다. 생성물을 4/6 헥산/에틸 아세테
이트를 사용하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여 유리상 고체를 생성하였다. 이 물질을 9/1 헥산/에틸 아세테이트를
사용하는 두번째 컬럼 상에서 정제하여 0.229 g의 N,N-(비스 벤질옥시카르보닐)-1-[2-({3-[4-(1H-피롤-1-일)페
닐]프로프-2-이닐}옥시)에틸]-1H-이미 다조[4,5-c]퀴놀린-4-아민을 생성하였다.

파트 C
파트 B로부터의 물질, 수산화팔라듐 (탄소상 20%, 0.24 g) 및 메탄올 (5 mL)를 파르 플라스크에서 합하고 45 psi (3.
2 Kg/cm 2 )에서 3-4 시간 동안 수소화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여과하여 촉매를 제거하고, 여과 케이크를 추가적 메
탄올로 세척하고, 여액을 감압 하에서 농축하였다. 잔류물을 방법 B를 사용하는 세미-제조용 HPLC에 의해 정제하여
36.6 mg의 1-(2-{3-[4-(1H-1-피롤릴)페닐]프로폭시}에틸)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트리플루오로
아세테이트를 고체로 생성하였다. m.p. 179-181℃.

실시예 12
3-{3-[2-(4-아미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톡시]프로필}벤조산 비 스(트리플루오로아세테이트)

파트 A
질소 대기 하에서, N,N-(비스 tert-부톡시카르보닐)-1-[2-(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
-아민 (2.82 g, 6.04 mmol), 벤질 3-요오도벤조에이트 (2.245 g, 6.64 mmol), 트리에틸아민 (2.2 mL, 15.7 mmol)
및 무수 아세토니트릴 (120 mL)을 합하고 생성된 혼합물을 60℃로 가열하였다. 요오드화구리(I) (0.05 g) 및 디클로
로비스(트리페닐포스핀)팔라듐(II) (0.08 g)을 첨가하였다. 반응은 30 분 후 완결되었다. 반응 혼합물을 감압 하에서
농축하고 잔류물을 처음에는 디클로로메탄으로, 그 후 98/2 디클로로메탄/메탄올로 용출시키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
에 의해 정제하여 1.82 g의 벤질 3-{3-[2-(4-비스 tert-부톡시카르보닐)아미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
)에톡시]프로프-1-이닐}벤조에이트를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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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B
메탄올 중의 파트 A로부터의 물질의 용액을 촉매 (탄소 상의 10% 팔라듐 1.0 g)와 합하고, 혼합물을 45 psi (3.2 Kg/
cm 2 ), 주위 온도에서 ～2.25 시간 동안 수소화하였다. 촉매 (0.3 g)를 더 첨가하고 수소화를 2 시간 동안 더 지속시
켰다. 반응 혼합물을 여과하여 촉매를 제거하고 여과 케이크를 메탄올로 완전히 헹구었다. 여액을 감압 하에서 농축
하여 ～1.2 g의 N,N-(비스 tert-부톡시카르보닐)-3-{3-[2-(4-아미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톡시]
프로필}벤조산을 생성하였다.

파트 C
질소 대기 하에서, 파트 B로부터의 물질을 무수 디클로로메탄 (10 mL) 및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 (10 mL)과 합하였
다. 반응 혼합물을 1.5 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감압 하에서 농축하여 오일을 생성하였고 이를 고 진공
하, 주위 온도에서 건조하여 고체를 얻었다. 이 고체를 에테르로 연마하였다. 생성된 백색 분말을 65℃, 진공 오븐에
서 밤새 건조하여 1.19 g의 3-{3-[2-(4-아미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톡시]프로필}벤조산 비스(트
리플루오로아세테이트) 를 생성하였다. m.p. 138-140℃

실시예 13
2-{3-[2-(4-아미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톡시]프로필}벤조산 트리플루오로아세테이트

파트 A
실시예 12, 파트 A의 일반적 방법을 사용하여, N,N-(비스 tert-부톡시카르보닐)-1-[2-(2-프로피닐옥시)에틸]-1H
-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2 g, 4.3 mmol)을 벤질 2-요오도벤조에이트 (1.57 g, 4.71 mmol)과 커플링시켜
서 1.79 g의 모노- 및 디-BOC로 보호된 벤질 2-{3-[2-(4-아미노-1H-이미다조[4,5-c]퀴놀린-1- 일)에톡시]프
로프-1-이닐}벤조에이트의 혼합물을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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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B
실시예 12, 파트 B의 일반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트 A로부터의 물질을 수소화시켜서 0.041 g의 모노- 및 디-BOC로
보호된 2-{3-[2-(4-아미노-1H-이미다조 [4,5-c]퀴놀린-1-일)에톡시]프로필)벤조산의 혼합물을 생성하였다.

파트 C
실시예 12, 파트 C의 일반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트 B로부터의 물질을 가수분해하여 0.28 g의 2-{3-[2-(4-아미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톡시]프로필}벤조산을 고체로 생성하였다. m.p. 186-188℃.

실시예 14
4-{3-[2-(4-아미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톡시]프로필}벤조산 트리플루오로아세테이트

파트 A
실시예 12, 파트 A의 일반적 방법을 사용하여, N,N-(비스 tert-부톡시카르보닐)-1-[2-(2-프로피닐옥시)에틸]-1H
-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2.82 g, 6.04 mmol)을 벤질 4-요오도벤조에이트 (2.25 g, 6.64 mmol)과 커플링
시켜서 2.14 g의 모노- 및 디-BOC로 보호된 벤질 4-[3-(2-{4-아미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톡시)
프로프-1-이닐]벤조에이트의 혼합물을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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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B
실시예 12, 파트 B의 일반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트 A로부터의 물질을 수소화시켜서 1.86 g의 모노- 및 디-BOC로
보호된 4-{3-[2-(4-아미노-1H-이미다조[4,5- c]퀴놀린-1-일)에톡시]프로필}벤조산의 혼합물을 생성하였다.

파트 C
실시예 12, 파트 C의 일반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트 B로부터의 물질을 가수분해하여 0.96 g의 4-{3-[2-(4-아미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톡시]프로필}벤조산 트리플루오로아세테이트를 생성하였다. m.p. 235-237℃.

실시예 15
1-(2-{3-[3-(디메틸아미노)페닐]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이염산염

파트 A
실시예 12, 파트 A의 일반적 방법을 사용하되, 반응 온도를 80℃로 올려서 N,N-(비스 tert-부톡시카르보닐)-1-[2(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3 g, 6.43 mmol)을 3-요오도-N,N-디메틸아닐린 (7.
07 mmol)과 커플링시켜서 3.06 g의 모노 보호된 것 및 비보호된 1-[2-({3-[3-(디메틸아미노)페닐]프로프-2-이닐
}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의 혼합물을 생성하였다.
파트 B
실시예 12, 파트 B의 일반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트 A로부터의 물질을 수소화시켜서 ～2.9 g의 모노 BOC로 보호된
것 및 비보호된 1-(2-{3-[3-(디메틸아미노)페닐]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의 혼합물을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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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C
파트 B로부터의 물질을 염화수소/메탄올 (3M, 30 mL)과 합하고 주위 온도에서 19 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침전을 여
과에 의해 제거하였다. 여액을 감압 하에서 농축하고 잔류물을 소량의 메탄올에 용해시킨 후 진한 수산화암모늄으로
중화시 켜 pH를 ～11로 만들었다. 생성된 침전을 95/5/1 디클로로메탄/메탄올/수산화암모늄으로 용출시키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였다. 이 물질을 염화수소/디에틸 에테르와 합하였다. 생성된 용액을 감압 하에서 농축하였
다. 잔류물을 디에틸 에테르로 연마하였다. 생성된 고체를 여과에 의해 단리한 후 건조하여, 0.114 g의 1-(2-{3-[3(디메틸아미노)페닐]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이염산염을 생성하였다. m.p. 180-183℃
.

실시예 16
2-(에톡시메틸)-1-[2-(3-페닐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염산염

파트 A
2-[2-(에톡시메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탄올 (3.50 g, 12.9 mmol)을 20 분에 걸쳐 무수 N,N-디
메틸포름아미드 중의 소듐 히드리드 (광유 중의 60%, 0.67 g, 16.77 mmol)의 현탁액에 서서히 첨가하였다. 반응 혼
합물을 1 시간 동안 교반한 후, 1-브로모-3-페닐프로판 (2.16 mL, 14.19 mmol)을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밤새
교반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에틸 아세테이트로 희석하고, 물로 세척하고, 염수로 세척하고, 황산마그네슘 상에서 건조
한 후 감압 하에서 농축하였다. 잔류물을 에틸 아세테이트로 용출시키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여 2.38 g의 2
-(에톡시메틸)-1-[2-(3-페닐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을 황색 오일로 생성하였다.
C

24

H

27

N

3

O

2

에 대한 MS(CI) m/z 390 (MH+), 346

파트 B
파트 A로부터의 물질을 클로로포름 (50 mL)과 합하고 0℃로 냉각하였다. 3-클로로퍼옥시벤조산 (57-86%, 2.22 g)
을 첨가하였다. 1 시간 후, 반응 혼합물을 주위 온도로 가온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수성 중탄산나트륨 및 디클로로메
탄 사이에 분배시켰다. 유기 분획을 황산마그네슘 상에서 건조하고, 여과한 후 감압 하에서 농축하여 2-(에톡시메틸)
-1-[2-(3-페닐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5N-옥시드를 갈색 고체로 생성하였다.
파트 C
질소 대기 하에서, 트리클로로아세틸 이소시아네이트 (0.87 mL, 7.33 mmol) 을 파트 B로부터의 물질 및 무수 디클
로로메탄 (60 mL)의 혼합물에 서서히 첨가하였다. 1 시간 후 반응 혼합물을 감압 하에서 농축하여 2,2,2-트리클로로
-N-{2-(에톡시메틸)-1-[2-(3-페닐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아세트아미드를 생성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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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D
소듐 메톡시드 (메탄올 중의 25%, 4.79 mL)를 파트 C로부터의 물질 및 메탄올 (30 mL)의 혼합물에 첨가하였다. 반
응 혼합물을 밤새 교반한 후 감압 하에서 농축하여 짙은 색 오일을 생성하였다. 짙은 색 오일을 디클로로메탄 중의 5
% 메탄올로 용출시키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여 담황색 오일을 생성하였다. 이 오일을 1.0 M 염화수소로 처
리하여 백색 고체를 생성하였다. 이 물질을 여과에 의해 단리한 후 80℃의 진공 오븐에서 밤새 건조하여 0.79 g의 2(에톡시메틸)-1-[2-(3-페닐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염산염을 백색 고체로 생성하였다
. m.p. 128-134℃.

실시예 17
1-(1-{[(3-클로로벤질)옥시]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파트 A
2-에틸-2-(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1-에탄올 (3.0 g, 12.43 mmol), 디클로로메탄 (40 mL), 수성 수산
화나트륨 (50%, 40 mL), 벤질트리메틸암모늄 클로라이드 (0.01 g) 및 3-클로로벤질 브로마이드 (2.81 g, 13.67 mm
ol)을 합하고 생성된 용액을 주위 온도에서 밤새 교반하였다. TLC (디클로로메탄 중의 5% 메탄올)에 의한 분석 결과
반응이 완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반응물을 디클로로메탄 (100 mL) 및 물 (100 mL)로 희석하였다. 층이 분리되었다.
수성 분획을 디클로로메탄으로 추출하였다. 유기 분획을 합하고, 염수로 세척하고, 황산마그네슘 상에서 건조한 후
감압 하에서 농축하였다. 잔류물을 플래시 크로마토그래피 (에틸 아세테이트로 용출시키는 실리카겔)로 정제하여 4.2
2 g의 1-(1-{[(3-클로로벤질)옥시]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퀴놀린을 옅은 오렌지색 오일로 생성하였다.

파트 B
3-클로로퍼옥시 벤조산 (77%, 2.84 g)을 클로로포름 (60 mL) 중의 파트 A로부터의 물질의 용액에 조금씩 첨가하였
다. 2 시간 후, TLC (디클로로메탄 중의 10% 메탄올)로 분석한 결과 반응이 완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반응물을 클
로로포름으로 희석하고, 포화 중탄산나트륨으로 세척하고, 염수로 세척하고, 황산마그네슘 상에서 건조한 후 감압 하
에서 농축하여 조 1-(1-{[(3-클로로벤질)옥시]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퀴놀린-5N-옥시드를 생성하였
다.
파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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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화암모늄 (20 mL)을 디클로로메탄 (80 mL) 중의 파트 B로부터의 물질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토실 클로라이드 (
2.42 g)을 조금씩 첨가하였다. TLC (디클로로메탄 중의 5% 메탄올)로 분석하여 토실 클로라이드 첨가 직후 반응이
완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디클로로메탄 및 포화 중탄산나트륨으로 희석하였다. 층이 분리되었다. 유
기 층을 염수로 세척하고, 황산마그네슘 상에서 건조한 후 감압 하에서 농축하여 담갈색 오일을 생성하였다. 이 오일
을 플래시 크로마토그래피 (디클로로메탄 중의 5% 메탄올로 용출시키는 실리카겔)로 정제하여 회백색의 끈적끈적한
고체를 생성하였다. 이 물질을 플래시 크로마토그래피 (디클로로메탄 중의 5% 메탄올로 용출시키는 실리카겔)로 정
제하여 연분홍빛 백색 고체를 생성하였다. 이 물질을 플래시 크로마토그래피 (에틸 아세테이트로 용출시키는 실리카
겔)로 더 정제하여 ～1.0 g의 1-(1-{[(3-클로로벤질)옥시]메틸}프로필)-1H-이미 다조[4,5-c]퀴놀린-4-아민을 회
백색 고체로 얻었다. m.p. 60-62℃.

실시예 18
1-{2-[3-(2-아미노페닐)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트리플루오로아세테이트

파트 A
질소 대기 하에서, N,N-(비스 tert-부톡시카르보닐)-1-[2-(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
-아민 (0.50 g, 1.07 mmol), 트리에틸아민 (0.39 mL, 2.79 mmol) 및 무수 아세토니트릴 (10 mL)를 합하였다. 생성
된 용액을 80℃로 가열하였다. 반응이 가열되고 있을 때, 2-요오도아닐린 (0.26 mL, 1.18 mmol), 요오드화구리(I) (
0.012 g) 및 디클로로비스(트리페닐포스핀)팔라듐(II) (0.023 g)을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밤새 80℃에서 가열하
였다. 아세토니트릴을 감압 하에서 제거하고 잔류물을 플래시 크로마토그래피 (디클로로메탄 중의 3% 메탄올로 용출
시키는 실리카겔)로 정제하여 0.47 g의 N,N-(비스 tert-부톡시카르보닐)-1-(2-{[3-(2-아미노페닐)프로프-2-이닐
]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갈색 고체로 얻었다.

파트 B
촉매 (탄소 상의 5% 팔라듐)를 메탄올 중의 N,N-(비스 tert-부톡시카르보닐)-1-(2-{[3-(2-아미노페닐)프로프-2이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혼합물을 50 psi (3.5 Kg.cm 2 )에서
파르 기구 상에서 밤새 수소화시켰다. 반응 혼합물을 셀라이트(등록상표) 필터 에이드의 층을 통하여 여과하고 여과
케이크를 추가적 메탄올로 세척하였다. 여액을 감압 하에서 농축하여 회백색 고체를 생성하였다. 이 물질을 플래시
크로마토그래피 (디클로로메탄에 이어 디클로로메탄 중의 1% 메탄올, 그 후 디클로로메탄 중의 2% 메탄올, 마지막으
로 디클로로메탄 중의 3% 메탄올로 용출시키는 실리카겔)로 정제하여 ～0.25 g의 N,N-(비스 tert-부톡시카르보닐)
-1-{2-[3-(2-아미노페닐) 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담황색 오일로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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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C
무수 디클로로메탄 (4 mL) 중의 파트 B로부터의 물질의 용액을 교반하면서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 (2 mL) 및 무수
디클로로메탄 (2 mL)의 용액에 첨가하고, 이를 0℃로 냉각시켰다. 반응 혼합물을 얼음 배스에 약 2 시간 동안 둔 후,
주위 온도로 가온시켰다. 반응 혼합물을 주위 온도에서 밤새 교반하였다. 휘발성 물질을 감압 하에서 제거하여 분홍색
오일을 생성하였다. 이 오일을 에틸 아세테이트 (～3 mL)에 용해시키고 트리에틸아민 (～1 mL)을 적가하였다. 혼합
물을 약 1 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생성된 침전물을 여과에 의해 단리하여 0.13 g의 1-{2-[3-(2-아미노페닐)프로폭
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트리플루오로아세테이트를 백색 고체로 얻었다.

실시예 19
4-{[2-(4-아미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톡시]메틸}벤조니트릴

파트 A
2-(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탄올 (1.5 g, 7.0 mmol)을 α-브로모-p-톨루니트릴 (1.79 g, 9.1 mmol),
수산화나트륨 (20 ml, 50%), 디클로로메탄 (20 ml) 및 벤질트리메틸암모늄 클로라이드 (0.06 g, 0.3 mmol)의 교반
혼합물에 첨가하였다. 반응을 18 시간 동안 유지시키고 디클로로메탄 (20 ml) 및 물 (20 ml)로 희석하였다. 두 상이
분리되었고 수성 분획을 추가적 디클로로메탄으로 추출하였다. 유기 분획을 합하고, 물로 세척하고, 건조하고 (MgSO
4 ), 여과하고 농축하였다. 잔류물을 플래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 (실리카겔, 9/1 디클로로메탄/메탄올)로 정제하여
1.8 g의 4-{[2-(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톡시]메틸}벤조니트릴을 생성하였다.

파트 B
3-클로로퍼옥시벤조산 (1.6 g, 5.5 mmol, 60 중량%)을 클로로포름 (50 ml) 중의 4-{2-(1H-이미다조[4,5-c]퀴놀
린-1-일)에톡시]메틸}벤조니트릴 (1.8 g, 5.5 mmol)의 용액에 천천히 첨가하였다. 반응을 밤새 유지시킨 후 포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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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나트륨 (200 ml), 물 (2 X 100 ml)로 차례로 세척하고 건조하고 (MgSO 4 ), 여과하고, 농축하여 1.4 g의 1-{2[(4-시아노벤질)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5N-옥시드를 생성하였다.
파트 C
트리클로로아세틸 이소시아네이트 (0.73 ml, 6.1 mmol)을 1-{2-[(4-시아노벤질)옥시]에틸}-1H-이미다조[4,5-c]
퀴놀린-5N-옥시드 (1.4 g, 4.1 mmol) 및 디클로로메탄 (25 ml)의 용액에 적가하였다. 반응을 밤새 유지한 후 농축하
였다. 생성된 붉은색 고체를 메탄올 (100 ml)에 용해시키고 소듐 메톡시드 (4 ml, 메탄올 중의 25%)를 적가하였다.
반응을 밤새 유지하였다. 조생성물이 침전으로 형성되었고 이를 여과에 의해 단리하였다. 재결정화 (이소프로필 알콜
)에 이어 플래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 (실리카겔, 9/1 디클로로메탄/메탄올)로 고체를 정제하여 1.0 g의 4-{[2-(4아미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톡시]메틸}벤조니트릴을 백 색 고체로 생성하였다. m.p. 238.1-239.2
℃.

실시예 20
2-(에톡시메틸)-1-(2-{[6-(4-페닐부톡시)헥실]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파트 A
N,N-디메틸포름아미드 (20 ml) 중의 2-[2-(에톡시메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탄올 (1.0 g, 3.7 m
mol)의 용액을 N,N-디메틸포름아미드 (10 ml) 중의 소듐 히드리드 (광유 중의 60% 분산 0.19 g, 4.8 mmol)의 현탁
액에 적가하였다. 반응을 45 분 동안 유지시킨 후 {4-[(6-브로모헥실)옥시]부틸}벤젠 (1.6 g, 5.1 mmol)을 적가하였
다. 반응을 밤새 실온에서 교반한 후 에틸 아세테이트 및 물 사 이에 분배시켰다. 두 상으로 분리되었고 수성 분획을
추가적 에틸 아세테이트로 추출하였다. 유기 분획을 합하고, 물로 세척하고, 건조하고 (MgSO 4 ), 여과하고 농축하였
다. 조 생성물을 플래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 (실리카겔, 4:1 에틸 아세테이트/헥산)로 정제하여 0.81 g의 2-(에톡시
메틸)-1-(2-{[6-(4-페닐부톡시)헥실]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을 갈색 오일로 생성하였다.
파트 B
3-클로로퍼옥시벤조산 (0.47 g, 1.6 mmol, 60 중량%)을 클로로포름 (15 ml) 중의 2-(에톡시메틸)-1-(2-{[6-(4페닐부톡시)헥실]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 (0.81 g, 1.6 mmol)의 용액에 천천히 첨가하였다. 반응을
밤새 유지시킨 후 포화 중탄산나트륨 및 물로 차례로 세척하고, 건조하고 (MgSO 4 ), 여과하고, 농축하여 0.7 g의 2(에톡시메틸)-1-(2-{[6-(4-페닐부톡시)헥실]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5N-옥시드를 오렌지색 고
체로 생성하였다.
파트 C
트리클로로아세틸 이소시아네이트 (0.25 ml, 2.1 mmol)을 2-(에톡시메틸)-1-(2-{[6-(4-페닐부톡시)헥실]옥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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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1H-이미다조[4,5-c]퀴놀린-5N-옥시드 (0.7 g, 1.4 mmol) 및 디클로로메탄 (20 ml)의 용액에 적가하였다. 반
응을 2 시간 동안 유지하고 소듐 메톡시드 (2.5 ml, 메탄올 중의 25%)를 적가하였다. 반응을 밤새 유지하였다. 혼합물
을 여과하고 여액을 농축하였다. 여액을 플래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 (실리카겔, 97:3 에틸 아세테이트/메탄올)로 정
제하여 0.22 g의 2-(에톡 시메틸)-1-(2-{[6-(4-페닐부톡시)헥실]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을 무색 오일로서 생성하였다.

M
실시예 21
1-{2-[3-(벤질옥시)프로폭시]에틸}-2-(에톡시메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N,N-디메틸포름아미드 중의 2-[2-(에톡시메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탄올 (1.0 g, 3.7 mmol)의
용액을 N,N-디메틸포름아미드 (20 ml) 중의 소듐 히드리드 (광유 중의 60% 분산 0.19 g, 4.8 mmol)의 현탁액에 적
가하였다. 반응을 2 시간 동안 유지한 후 벤질 3-브로모프로필 에테르 (0.72 ml, 4.1 mmol)를 적가하였다. 반응을 밤
새 100℃에서 교반하고, 얼음에 부어 반응을 중단시키고, 에틸 아세테이트로 추출하였다. 유기 분획을 물로 세척하고,
건조하고 (MgSO 4 ), 여과하고, 농축하였다. 조생성물을 플래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 (실리카겔 4:1 에틸 아세테이
트/헥산)로 정제하여 0.45 g의 1-{2-[3-(벤질옥시)프로폭시]에틸}-2-(에톡시메틸)-1H-이미다조[4,5-c]퀴놀린을
갈색 오일로 생성하였다.
1-{2-[3-(벤질옥시)프로폭시]에틸}-2-(에톡시메틸)-1H-이미다조[4,5-c]퀴놀린을 실시예 20의 파트 B 및 C에
기재된 일반적 방법을 사용하여 1-{2-[3-(벤질옥시)프로폭시]에틸}-2-(에톡시메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으로 전환시켰다. 플래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 (실리카겔, 95/5 에틸 아세테이트/메탄올)로 정제하여 목적 생
성물을 무색 오일로 생성하였다.

실시예 22
1-[2-(3-페닐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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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20 (파트 A-C)의 일반적 방법에 따라, 2-(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탄올 및 (3-브로모프로필)벤
젠을 합하여 1-[2-(3-페닐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백색 고체로 생성하였다.

실시예 23
1-(2-{[3-(3,4-디메틸페닐)-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질소 대기 하에서, 1-[2-(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0.5 g, 1.9 mmol), 요오드화
구리(I) (0.036 g, 0.2 mmol), 4-요오도-오르토-크실렌 (0.5 g, 2.1 mmol) 및 피롤리딘 (10 ml)을 합하고 주위 온도
에서 교반하였다. 디클로로비스(트리페닐포스핀)팔라듐(II) (0.066 g, 0.1 mmol)을 첨가하고 반응 혼합물을 주위 온
도에서 1 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TLC (클로로포름 중의 30% 메탄올)에 의한 분석 결과 출발 물질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65℃에서 밤새 가열하였다. 피롤리딘을 감압 하에서 제거하였다. 생성된 잔류물을
메탄올을 함유하는 디클로로메탄으로 연마하였다. 불용성 물질을 여과에 의해 단리한 후 톨루엔 (40 mL)으로 재결정
화하여 0.1 g의 1-(2-{[3-(3,4-디메틸페닐)-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고체
로 얻었다. m.p. 214-216℃.

실시예 24-27
하기 표의 화합물을 하기 일반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기 반응식 I의 합성 방법에 따라 제조하였다.
2-(4-아미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2-에틸에탄올 (25 mg)을 2 드램 (7.4 mL) 바이알에 넣었다. 소듐
히드리드 (광유 중의 60%, 1.75 당량) 및 N,N-디메틸포름아미드 (1 mL)를 첨가하였다. 바이알을 초음파기에서 약 1
0 시간 동안 주위 온도에 두어 알콕시드가 형성되게 하였다. 할라이드 (1.75 당량)를 첨가하고 바이알을 다시 초음파
기에서 약 30 내지 60 분 동안 주위 온도에 두었다. 반응 혼합물을 LC/MS로 분석하여 목적 화합물의 형성을 확인하
였다. 반응 혼합물을 세미-제조용 HPLC로 정제하였다. 세미-제조용 HPLC 분획을 LC-APCI/MS로 분석하고 적절

- 42 -

공개특허 10-2004-0028691
한 분획을 합하고 동결건조하여 목적 화합물의 트리플루오로아세테이트 염을 생성하고, 이를 정밀 질량 및
로 확인하였다. 하기 표는 유리 염기의 구조 및 이론 질량 (TM) 및 측정 질량 (MM)을 나타낸다.

1

H NMR

실시예 28-41
하기 표의 화합물을 하기 일반적 방법을 사용하여 반응식 I의 합성 방법에 따라 제조하였다.
4-아미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 알콜 (25 mg)을 2 드램 (7.4 ml) 바이알에 넣었다. 소듐 히드리드 (광
유 중의 60%, 1.2 당량) 및 N,N-디메틸포름아미드 (1 mL)를 첨가하였다. 바이알을 초음파기에 넣고 약 1 시간 동안
50℃에 두어 알콕시드가 형성되게 하였다. 할라이드 (1.2 당량)를 첨가하고 바이알을 다시 초음파기에서 약 1 내지 2
시간 동안 50℃에 두었다. 반응 혼합물을 LC/MS로 분석하여 목적 생성물의 형성을 확인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세미
-제조용 HPLC로 정제하였다. 세미-제조용 HPLC 분획을 LC-APCI/MS로 분석하고 적절한 분획을 합하고 동결건조
하여 목적 화합물의 트리플루오로아세테이트 염을 생성하고, 이를 정밀 질 량 및 1 H NMR로 확인하였다. 하기 표는
유리 염기의 구조 및 이론 질량 (TM) 및 측정 질량 (MM)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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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42-88
하기 표의 화합물을 하기 일반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기 반응식 I의 합성 방법에 따라 제조하였다.

- 46 -

공개특허 10-2004-0028691
4-아미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 알콜 (25 mg)을 2 드램 (7.4 mL) 바이알에 넣었다. 소듐 히드리드 (광
유 중의 60%, 1.2 당량) 및 N,N-디메틸포름아미드 (1 mL)를 첨가하였다. 바이알을 초음파기에서 약 15 내지 30 분
동안 주위 온도에 두어 알콕시드가 형성되게 하였다. 할라이드 (1.2 당량)를 첨가하고 바이알을 다시 초음파기에서 약
15 내지 120 분 동안 주위 온도에 두었다. 반응 혼합물을 LC/MS로 분석하여 목적 생성물의 형성을 확인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세미-제조용 HPLC로 정제하였다. 세미-제조용 HPLC 분획을 LC-APCI/MS로 분석하고 적절한 분획을 합
하고 동결건조하여 목적 생성물의 트리플루오로아세테이트 염을 생성하 고, 이를 정밀 질량 및 1 H NMR로 확인하였
다. 하기 표는 유리 염기의 구조 및 이론 질량 (TM) 및 측정 질량 (MM) 또는 명목 질량 (NM)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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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89-96
하기 표의 화합물을 하기 일반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기 반응식 V의 합성 방법에 따라 제조하였다.
2-(4-아미노-2-부틸-6,7,8,9-테트라히드로-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탄올 (25 mg)을 2 드램 (7.4 mL
) 바이알에 넣었다. 소듐 히드리드 (광유 중의 60%, 1.2 당량) 및 N,N-디메틸포름아미드 (1 mL)를 첨가하였다. 바이
알을 초음파기에서 약 15 분 동안 주위 온도에 두어 알콕시드가 형성되게 하였다. 할라이드 (1.2 당량)를 첨가하고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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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알을 다시 초음파기에서 약 15 분 동안 주위 온도에 두었다. 반응 혼합물을 LC/MS로 분석하여 목적 생성물의 형성
을 확인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세미-제조용 HPLC로 정제하였다. 세미-제조용 HPLC 분획을 LC-APCI/MS로 분석
하고 적절한 분획을 합하고 동결건조하여 목적 생성물의 트리플루오로아세테이트 염을 생성하고, 이를 정밀 질량 및
1 H NMR로 확인하였다. 하기 표는 유리 염기의 구조 및 이론 질량 (TM) 및 측정 질량 (MM)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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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97-100
하기 표의 화합물을 하기 일반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기 반응식 III의 합성 방법에 따라 제조하였다.
N,N-디메틸포름아미드 (20 mL)에 0.5 g의 1-(4-아미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프로판-2-올을 용해시
켜서 제조한 용액의 1 mL 분량을 페놀 (2 당량)을 함유하는 2 드램 (7.4 ml) 유리 바이알에 넣었다. N,N-디메틸포름
아미드 (1 mL)에 용해시킨 트리페닐포스핀 (54 mg, 2 당량)을 바이알에 첨가하였다. 생성된 슬러리를 초음파처리하
여 페놀을 용해시켰다. 디에틸 아조디카르복실레이트 (36 mg, 2 당량)를 그 자체로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30 분
동안 초음파처리한 후 주위 온도에서 밤새 진탕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방법 A를 사용하여 세미-제조용 HPLC로 정제
하였다. 실시예 99 및 100의 화합물을 트리플루오로아세테이트 염으로서 생성하였다. 생성물을 정밀 질량 및 1 H N
MR로 확인하였다. 하기 표는 유리 염기의 구 조 및 이론 질량 (TM) 및 명목 질량 (NM)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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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01-104
하기 표의 화합물을 하기 일반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기 반응식 III의 합성 방법에 따라 제조하였다.
N,N-디메틸포름아미드 (20 mL)에 0.5 g의 2-(4-아미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2-에틸에탄올을 용해
시켜서 제조한 용액의 1 mL 분량을 페놀 (2 당량)을 함유하는 4 드램 (15 mL) 유리 바이알에 넣었다. N,N-디메틸포
름아미드 (1 mL)에 용해시킨 트리페닐포스핀 (51 mg, 2 당량)을 바이알에 첨가하였다. 디에틸 아조디카르복실레이
트 (34 mg, 2 당량)를 그 자체로 첨가하였다. 생성된 용액을 약 2 분 동안 초음파처리하고 주위 온도에서 밤새 진탕하
였다. HPLC에 의해 분석한 결과 반응이 완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용매를 진공 하에서 제거하였다. 생성된
오일을 트리페닐포스핀 (2 당량)을 함유하는 1 mL의 테트라히드로푸란에 용해시켰다. 디에틸 아조디카르복실레이트
(2 당량)를 그 자체로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주위 온도에서 밤새 진탕하였다. HPLC에 의한 분석 결과 반응이 완
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방법 B를 사용하여 세미-제조용 HPLC로 정제하였다. 세미-제조용 HPLC 분
획을 LC-APCI/MS로 분석하고 적절한 분획을 합하고 동결건조하여 목적 생성물의 트리플루오로아세테이트 염을 생
성하였고, 이를 정밀 질량 및 1 H NMR로 확인하였다. 하기 표는 유리 염기의 구조 및 이론 질량 (TM) 및 명목 질량 (
NM)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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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05
1-(2-페녹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2-(4-아미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탄올 (25 mg, 0.108 mmol) 및 N,N-디메틸포름아미드 (1 mL)를
합하였다. 페놀 (12 mg, 0.130 mmol) 및 트리페닐포스핀 (34 mg, 0.130 mmol)을 첨가하고 생성된 슬러리를 약 1
분 동안 초음파처리하였다. 디에틸 아조디카르복실레이트 (23 mg, 0.130 mmol)를 첨가하고 반응 혼합물을 주위 온
도에서 24 시간 동안 진탕하였다. LC-MS에 의한 분석 결과 대부분의 양의 출발 물질이 남아있음이 확인되었다. 페
놀, 트리페닐포스핀 및 디에틸 아조디카르복실레이트 각각의 추가적 당량을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30 분 동안
초음파처리하였다. 1 시간 후, LC-MS로 분석한 결과 생성물이 나타났다. 용매를 제거하고, 잔류물을 방법 A를 사용
하여 세미-제조용 HPLC로 정제하였다. 질량 측정: TM = 304, NM[M+H] +1 = 305.
실시예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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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페녹시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2-(4-아미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2-에틸에탄올 (50 mg, 0.195 mmol) 및 N,N-디메틸포름아미드
(2 mL)를 합하였다. 페놀 (37 mg, 0.390 mmol) 및 트리페닐포스핀 (102 mg)을 첨가한 후 디에틸 아조디카르복실레
이트 (67 mg, 0.390 mmol)를 첨가하였다. 생성된 용액을 1 시간 동안 초음파처리하였다. LC-MS에 의한 분석 결과
생성물 및 소량의 출발 물질이 확인되었다. 용매를 제거하고 잔류물을 방법 A를 사용하여 세미-제조용 HPLC에 의해
정제하였다. 질량 분석: TM = 332, NM[M+H] +1 = 333.
실시예 107
1-{(1R)-1-[(프로프-2-이닐옥시)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파트 A
조 4-클로로-3-니트로퀴놀린 (413.8 g, 1 당량)을 디클로로메탄 (1.65 L)에 용해시켰다. 용액을 가열 환류한 후, 셀
라이트(등록상표) 여과제의 층을 통하여 여과하였다. 여액을 교반하면서 5℃로 냉각하였다. 트리에틸아민 (305.4 mL
, 1.1 당량)을 한번에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15 분 동안 교반하였다. 반응 혼합물의 온도를 40℃ 미만으로 유지
하면서 (R)-(-)-2-아미노-1-부탄올 (205 mL, 1.1 당량)을 적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주위 온도에서 수일 동안 교
반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30℃로 냉각하였다. 황색 침전을 여과에 의해 단리하고, 매우 찬 디클로로메탄으로 세척한
후, 흡인 건조하였다. 고체를 1 시간 동안 찬 80/20 물/메탄올 (1 L)로 슬러리화하고, 여과에 의해 단리하고, 냉수로
세척하고, 매우 찬 메탄올 (2 X 300 mL)로 세척한 후, 필터 상에서 밤새 흡인 건조하여 475 g의 (2R)-2-[(3-니트로
퀴놀린-4-일)아미노]부탄-1-올을 생성하였다.
파트 B
(2R)-2-[(3-니트로퀴놀린-4-일)아미노]부탄-1-올 (238 g), 이소프로판올 (5 L) 및 촉매 (탄소 상의 5% 백금, 23.8
g)를 스테인레스 스틸 용기에서 합하고 50 psi (3.5 Kg/cm 2 )에서 16 시간 동안 수소화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셀라
이트(등록상표) 여과제의 층을 통하여 여과하여 촉매를 제거하였다. 여액을 감압 하에서 농축하여 208.3 g의 (2R)-2
-[(3-아미노퀴놀린-4-일)아미노]부탄-1-올을 호박색 오일로 생성하였다. 반응은 동일한 규모로 2 번 시행하였다.
파트 C
(2R)-2-[(3-아미노퀴놀린-4-일)아미노]부탄-1-올 (416.0 g, 1 당량) 및 트리 에틸오르토포르메이트 (1.2 L, 4 당
량)을 합하고 천천히 145℃로 가열하였다. 반응 중 에탄올이 생성되어 이를 증류시켜 제거하였다. ～500 mL의 에탄
올이 증류된 후, 질소 대기 하에서 반응 혼합물을 50℃로 냉각시켰다. 과량의 트리에틸오르토포르메이트를 감압 하에
서 제거하여 조 (2R)-2-(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부탄-1-올을 생성하였다.
파트 D
(2R)-2-(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부탄-1-올 (434.3 g) 및 무수 아세트산 (1.2 L)의 혼합물을 약 2 시간에
걸쳐 100℃로 서서히 가열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주위 온도로 밤새 냉각시켰다. 메탄올 (2.5 L)을 가하였고, 반응 혼
합물은 발열반응을 일으켜서 심한 환류가 발생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2 시간 동안 더 가열 환류시키고, 주위 온도로
냉각시킨 후 감압 하에서 농축했다. 잔류물을 물로 희석한 후 중탄산나트륨으로 염기성으로 만들었다. 생성된 오일을
TLC (에틸 아세테이트 중의 20% 메탄올)로 분석한 결과 두 개의 생성물을 확인하였고 출발 물질은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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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을 에틸 아세테이트로 추출하였다. 유기층을 물로 세척하고, 황산마그네슘 상에서 건조하고, 여과한 후 감압 하
에서 농축하여 359.3 g의 잔류물을 생성하였다. 이 물질을 무수 아세트산 (1.6 L)과 합한 후 1 시간 동안 가열 환류하
였다. 반응 혼합물을 밤새 주위 온도로 냉각시킨 후 감압 하에서 농축하였다. TLC로 잔류물을 분석한 결과 단일 생성
물 스팟이 확인되었다. 잔류물을 물 (1 L)로 희석하고, 포화 중탄산나트륨으로 염기성 (pH 8)으로 만든 후, 1 시간 동
안 교반하였다. 생성된 침전을 여과에 의해 단리하고, 물로 세척한 후 진공 오븐 에서 밤새 60℃에서 건조하여 (2R)2-(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부틸 아세테이트를 갈색 고체로 생성하였다.
파트 E
소듐 메톡시드 (메탄올 중의 25%, 163.0 g, 1.1 당량)를 메탄올 (970 mL) 중의 (2R)-2-(1H-이미다조[4,5-c]퀴놀
린-1-일)부틸 아세테이트 (194.0 g, 1 당량)의 용액에 한 번에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주위 온도에서 3 시간 동
안 교반한 후 감압 하에서 농축하였다. 잔류물을 물 (1 L)로 희석하고, 아세트산으로 중화 (pH 6-7)한 후, 주위 온도
에서 밤새 교반하였다. 생성된 침전을 여과에 의해 단리하고, 물 (2 X 200 mL)로 세척하고, 필터 상에서 공기 건조시
킨 후 진공 오븐에서 밤새 50℃에서 건조하여 145.5 g의 (2R)-2-(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부탄-1-올을
고체로 생성하였다.
파트 F
(2R)-2-(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부탄-1-올 (19 g, 78.8 mmol)을 수산화나트륨 (50%, 124 mL), 디클로
로메탄 (150 mL), 벤질트리메틸 암모늄 클로라이드 (0.73 g), 및 프로파르길 브로마이드 (11.4 mL, 102 mmol)의 혼
합물에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주위 온도에서 밤새 교반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디클로로메탄 및 물로 희석하였다.
수성 분획을 디클로로메탄으로 수회 추출하였다. 유기 분획을 합하고, 물로 세척하고, 황산마그네슘 상에서 건조하고,
여과한 후 감압 하에서 농축하였다. 잔류물을 에틸 아세테이트로 용출시키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여 20.9
g의 1-{(1R)-1-[(프로프-2-이닐옥시)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퀴 놀린을 갈색 액체로서 생성하였다.
파트 G
3-클로로퍼옥시벤조산 (57-86%, 15.0 g)을 파트 F로부터의 물질 및 클로로포름 (250 mL)의 냉각된 (0℃) 혼합물에
첨가하였다. 0.5 시간 후, 반응 혼합물을 주위 온도로 가온하였다. 반응의 진행을 TLC로 모니터하고 두번의 추가적
분량의 3-클로로퍼옥시벤조산 (3.75 g)을 첨가하였다. 반응이 완결되었을 때, 중탄산나트륨으로 세척하였다. 수성 분
획을 에틸 아세테이트로 추출하였다. 유기 분획을 합하고, 황산마그네슘 상에서 건조하고, 여과한 후 감압 하에서 농
축하여 1-{(1R)-1-[(프로프-2-이닐옥시)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퀴놀린-5N-옥시드를 갈색 오일로서
생성하였고, 이를 밤새 고체화하였다.
파트 H
트리클로로아세틸 이소시아네이트 (10.7 mL)를 파트 G로부터의 물질 및 무수 디클로로메탄 (300 mL)의 혼합물에
적가하였다. 1 시간 후 TLC 분석 결과 반응이 완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트리클로로아세틸 이소시아네이
트 (2 mL)를 더 첨가하였다. 1 시간 후 반응 혼합물을 감압 하에서 농축하여 2,2,2-트리클로 로-N-(1-{(1R)-1-[(2
-프로피닐옥시)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퀴놀린-4-일)아세트아미드를 황색 고체로서 생성하였다.
파트 I
소듐 메톡시드 (메탄올 중의 25%, 57.5 mL)를 파트 H로부터의 물질 및 메탄올 (250 mL)의 혼합물에 첨가하였다. 0.
5 시간 후 반응 혼합물이 균질하게 변하였 고 밤새 교반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감압 하에서 농축하였다. 잔류물을 80/
20 디클로로메탄/메탄올로 용출시키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여 고체를 생성하였다. 고체를 디에틸 에테르로
세척하고 톨루엔으로 재결정화한 후 60℃의 오븐에서 밤새 건조하여 9.77 g의 1-{(1R)-1-[(프로프-2-이닐옥시)메
틸]프로필}-1H-이미다조
[4,5-c]퀴놀린-4-아민을 결정성 고체로 생성하였다.

실시예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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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R)-1-{[(3-페닐프로프-2-이닐)옥시]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파트 A
질소 분위기 하에서, 1-((1R)-1-{[(프로프-2-이닐옥시)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0.80 g
, 1.25 mmol) 및 무수 N,N-디메틸프롬아미드 (60 mL)을 합하고, 이후 40℃로 가열하였다. 디벤질 디카르보네이트 (
3.98 g, 13.9 mmol)을 첨가하였다. 반응을 TLC 및 HPLC로 모니터하였다. 2시간 후, 추가의 디벤질 디카르보네이트
(1 g)을 첨가하였다. 1시간 후, 반응이 종결되었다. 반응 혼합물을 에틸 아세테이트로 희석하고, 물로 세척하고, 염수
로 세척하고, 황산마느게슘 상에서 건조시키고, 여과시킨 후, 감압 하에서 농축시켜서 N,N-(비스 벤질옥시카르보닐)
-1-{(1R)-1-[(프로프-2-이닐옥시)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연한 갈색 오일로 형성하
였다. 오일을 헥산으로 세척하여 과량의 디벤질 디카르보네이트를 제거하였다.
파트 B
N,N-(비스 벤질옥시카르보닐0-1-{(1R)-1-[(프로프-2-이닐옥시)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
민 (1.91 g, 3.4 mmol), 무수 아세토니트릴 (30mL) 및 트리에틸아민 (0.71 mL, 5.1 mmol)을 합한 후, 70℃로 가열
하였다. 요오드화 구리 (I) (0.026 g), 디클로로비스(트리페닐포스핀)팔라듐 (II) (0.048 g) 및 요오드벤젠 (0.40 mL,
3.7 mmol)을 첨가하였다. 반응이 0.5 시간 내에 완결되었다. 반응 혼합물을 에틸 아세테이트로 희석하고, 물로 세척
하고, 염수로 세척하고, 황산마그네슘 상에서 건조시키고, 여과시킨 후, 감압 하에서 농축시켜서 갈색 액체를 형성하
였다. 물질을 39.5/59.5/1 에틸 아세테이트/헥산/트리에틸아민으로 용리하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여 2.1g
의 오일을 생성하였다. 오일은 모노 및 디 벤질옥시카르보닐 보호된 1-((1R)-1-{[(3-페닐프로프-2-이닐)옥시]메틸
}프로필)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의 혼합물이었다.
파트 C
파트 B (0.8 g) 물질의 일부, 메탄올 및 소듐 메톡사이드 (1.0 mL의 메탄올 중 25%)을 혼합하였다. 16시간 후, TLC
분석은 반응이 종료되었음을 나타내었다. 반응 혼합물을 감압 하에서 농축시켰다. 생성된 오일을 디클로로메탄 중 5
% 메탄올로 용리시키는 컬럼 크로마토그래히로 정제하여 유리상 고체를 생성하였다. 물질을 주변 온도에서 밤개 높
은 진공 하에서 건조시켜서 0.3 g의 1-((1R)-1-{[(3-페닐프로프-2-이닐)옥시]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
퀴놀린-4-아민을 생성하였다. m.p. 63-67℃

실시예 109
1-{(1R)-1-[3(3-페닐프로폭시)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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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 분위기 하에서, 팔라듐 하이드록사이드 (탄소 상 20% 0.72 g)을 메탄올 (~20 mL) 중 실시예 108의 파트 B (1.
3 g)의 물질 용액에 첨가하였다. 혼합물을 50psi (3.5 Kg/cm 2 )에서 3.5 시간 동안 수소화시켰다. 반응 혼합물을 여
과시켜서 촉매를 제거하였다. 여액을 감압 하에서 농축시켰다. 잔사를 디클로로메탄 중 2.5%의 메탄올로 용리하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여 오일을 생성하였다. 오일을 디에틸 에테르로 연마하여 고체를 생성하였고, 이를 단
리하고 건조시켜 0.4 g의 1-{(1R)-1-[(3-페닐프로폭시)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백색
결정질 고형물을 생성하였다. m.p. 118-120℃

실시예 110-112
파트 A
트리에틸아민 (15 ml) 및 R-3-아미노-2-메틸프로판-1-올 (약 0.1 몰의 조생성물)을 디클로로메탄 (250 ml) 중의 2
,4-디클로로-3-니트로퀴놀린 (24.3 g, 0.1 몰) 용액에 첨가하였다. TLC가 변화를 나타내지 않을 때까지 반응 혼합
물을 환류시켰다. 반응 혼합물을 증발시켜서 건조시켰다. 고형의 황갈색 잔사를 분쇄한 후, 출발 퀴놀린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량의 디클로로메탄을 함유한 헥산으로 반복적으로 추출하였다. 이후, 잔사를 이소프로판올로부터 재결정화
시켜서 19.0 g의 R-3-[(2-클로로-3-니트로퀴놀린-4-일)아미노]-2-메틸프로판-1-올을 황색 고형물로 생성하였
다. 샘플 (500 mg)을 이소프로판올로부터 재결정화시켜서 황색의 결정성 고형물을 생성하였다. m.p.174-176℃
파트 B
R-3-[(2-클로로-3-니트로퀴놀린-4-일)아미노]-2-메틸프로판-1-올(10 g, 33.8 mmol), 이소프로판올 (350 ml)
및 촉매 (~1 g의 5%의 탄소상 백금)을 혼합한 후, 파르 기구 상에서 50 psi (3.5 Kg/cm 2 )의 초기 수소 압력으로 수
소화시켰다. 수소 흡수가 종결되었을 때, 반응 혼합물을 여과시켜서 촉매를 제거하였다. 여액을 감압 하에서 증발시켜
서 R-3-[(3-아미노-2-클로로퀴놀린-4-일0아미노]-2-메틸프로판-1-올 조생성물을 생성하였다. 디에톡시메틸 아
세테이트 (10.0 mL, 61.5 mmol)을 조생성 중간체에 첨가하였고, 강한 반응열이 관측되었다. 생성된 용액을 증기조에
서 20분 동안 가열한 후, 물 및 수산화암모늄으로 희석하였다. 생성된 오일을 에틸 아세테이트 중으로 추출하였다. 추
출물을 합하고, 황산마그네슘 상에서 건조시킨 후, 감압 하에서 농축시켰다. 생성된 고형물을 에틸 아세테이트/헥산
으로 슬러리시키고, 여과시켜 단리하고, 에틸 아세테이트/헥산으로 세척한 후, 건조시켜서 6.0g의 R 3-(4-클로로-1
H-이미다조[4,5-c]퀴놀린-1-일)-2-메틸프로판-1-올을 황색/황갈색 고형물로 생성하였다.
파트 C
R 3-(4-클로로-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2-메틸프로판-1-올 (1.0 g, 3.6 mmol) 및 메탄올계 암모니아
(~15% 30 mL)을 합한 후, 스틸 납 용기 중에서 150℃로 가열하였다. 용기가 주변 온도로 냉각되도록 하였다. 과량의
메탄올계 수산화칼륨을 반응 혼합물에 첨가하고, 이를 이후 감압 하에서 농축시켜서 부피를 감소시켰다. 물을 첨가한
후, 고형물이 생성될 때까지 농축을 계속하였다. 여과시켜서 고형물을 단리하고, 물로 세척한 후, 백색에 가까운 고형
물을 생성하였다. 이 물질을 메탄올/디클로로메탄으로부터 재결정화시켜서 R 3-(4-아미노-1H-이미다조 [4,5-c]퀴
놀린-1-일)-2-메틸프로판-1-올을 무색의 고형물을 생성하였다. m.p. 25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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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D
하기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상기 반응식 I의 합성 방법에 따라 하기 표 중의 화합물들을 제조하였다.
R 3-(4-아미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2-메틸프로판-1-올(25 mg)을 2g (7.4 ml)의 바이알에 넣었다.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1.2 당량의 미네랄 오일 중 60%) 및 N,N-디메틸포름아미드 (1 ml)을 첨가하였다. 바이알을 초
음파분쇄기 중에 약 15분 동안 50℃에 놓아 알콕사이드가 형성되도록 하였다. 할라이드 (1.2 당량)을 첨가하고, 바이
알을 초음파분쇄기 중으로 약 2시간 동안 50℃에 돌려 보냈 다. 반응 혼합물을 LC/MS로 분석하여 목적한 생성물의
형성을 확인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세미-준비 HPLC로 정제하였다. 세미-준비 HPLC 분획을 LC-APCI/MS로 분석
하였고, 적절한 분획은 합하고 동결건조하여 목적한 생성물의 트리플루오로아세테이트 염을 생성하였으며, 정확한
질량 및 1 H NMR로 확인하였다. 하기 표는 자유 염기의 구조 및 이론 질량 (TM) 및 측정 질량 (MM)을 보여준다.

실시예 113
1-[(벤조일옥시)메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소듐 하이드라이드 (0.48 g의 60%, 11.9 mmol)을 N,N-디메틸포름아미드 중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
민 (2.0 g, 10.9 mmol) 현탁액에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주변 온도에서 3시간 동안 교반한 후, 얼음조에서 냉각
시켰다. 벤질 클로로메틸 에테르 (1.5 ml, 10.9 mmol)을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주변 온도에서 2시간 동안 교반
한 후, 스팀조에서 1시간 동안 가열하였다. 침전물을 여과시켜 단리하였다. 여액을 물로 희석하고, 오일을 분리하였다
. 오일을 침전물 고형물로 접종하고, 2.1g의 고무질 고형물을 획득하였다, 이 물질을 환류하는 에틸 아세테이트 (~5m
l)로 슬러리하였다. 혼합물을 냉각시키고, 침전물을 여과시켜 단리하였다. 여액을 감압 하에서 농축시켰다. 생성된 잔
사를 에틸 아세테이트로 2회 슬러리화한 후, 침전물과 혼합하여 0.8 g의 고형물을 생성하였다. 이 고형물을 에탄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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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l)로부터 재결정화시켜서 0.6 g의 1-[(벤질옥시)메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생성하였다. m.p.
168-172℃

실시예 114
1-(2-{3-4-(디메틸아미노)페닐]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 아민

파트 A
실시예 12 파트 A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N,N-(비스-tert-부톡시카르보닐)-1-[2-(2-프로피닐옥시)에틸]-1
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2.5 g, 5.36 mmol)을 4-요오드-N,N-디메틸아닐린 (1.46 g, 5.89 mmol)과 70
℃에서 반응시켰다. 반응은 30분 후 종결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용액을 에틸 아세테이트로 희석하고, 물로 3회 세척
하고, 포화 탄산수소나트륨 수용액으로 3회 세척하고, 염수로 3회 세척하고, 무수 황산 마그네슘으로 건조시키고, 여
과시키고, 감압 하에서 농축시켰다. 생성된 고형물을 실리카 겔 상에서 크로마토그래피 (98/2 디클로로메탄/메탄올)
로 정제하여 0.883 g의 tert-부틸 1-[2-({3-[4-(디메틸아미노)페닐]프로프-2-이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
-c]퀴놀린-4-일카르보네이트를 갈색 고형물로 생성하였다.
MS (CI) C

33

H

39

N

5

O

5

m/z 586 (MH

+

), 486, 386, 229

파트 B
실시예 12 파트 B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tert-부틸 1-[2-({3-[4-(디메틸아미노)페닐]프로프-이닐}옥시)에
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일카르보메이트 (0.883 g, 1.507 mmol)을 수소화시켜서 0.783 g의 tert-부틸
1-(2-{3-[4-(디메틸아미노)페닐]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일카르보네이트를 갈색 고형물로
생성하였다.
MS (CI) C

33

H

43

N

5

O

5

m/z 590 (MH

+

), 490, 390, 229

파트 C
실시예 12 파트 C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tert-부틸 1-(2-{3-[4-(디메틸아미노)페닐]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일카르바메이트 (0.783 g, 1.327 mmol)을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 (10 mL)과 반응시켰다
. 생성된 물질을 에틸 에테르로 2회 연마시켜서 0.634 g의 1-(2-{3-[4-(디메틸아미노)페닐]프로폭시}에틸)-1H-이
미다조[4,5-c]퀴놀린-4-아민(트리플루오로아세테이트) 1.5 를 백색 고형물로 생성하였다. m.p. 13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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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15
1-(2-{[(2E)-3-페닐프로프-2-에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파트 A
건조시킨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교반 막대기, 소듐 하이드라이드 (미네랄 오일 중 60%, 0.19 g, 4.65 mmol) 및 헥산
(2 mL)을 질소 하에서 채워 넣었다. 주사기로, 무수 디메틸포름아미드 용액 (10 mL) 및 2-(1H-이미다조[4,5-c]퀴
놀린-1-일)에탄올 (0.902 g, 4.23 mmol)을 플라스크에 첨가하고 60℃에서 20분 동안 가열하였다. 주사기로, 신나밀
클로라이드 (0.65 mL, 4.65 mmol)을 용액에 첨가하였다. 목적 생성물로 ~80%의 전환율로 반응이 종결되었음을 평
가하였다. 휘발물을 감압 하에서 제거하고 생성된 오일을 디클로로메탄과 물 사이에 분배하였다. 수층을 디클로로메
탄으로 추출하였다; 유기성 분획을 합하고, 무수 황산나트륨으로 건조시키고, 여과시키고 감압 하에서 농축시켰다. 생
성된 유리상 고형물을 실리카 겔 상에서 크로마토그래피하고 (95/5 디클로로메탄/메탄올) 진공 오븐에서 60℃에서 1
5시간 동안 건조시켜서 0.652 g의 1-(2-{[(2E)-3-페닐프로프-2-에닐]옥시}에틸)-1H-이미다조 [4,5-c]퀴놀린을
유리상 고형물로 생성하였다.
MS (CI) C

21

H

19

N

3

O m/z 330 (MH

+

), 214

파트 B
실시예 1의 파트 B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1-(2-{[(2E)-3-페닐프로프-2-에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
5-c]퀴놀린 (0.652 g, 1.98 mmol)을 산화시켜서 0.67 g의 1-(2-{[(2E)-3-페닐프로프-2-에닐]옥시}에틸)-1H-이
미다조[4,5-c]퀴놀린-5N-옥사이드를 생성하였다. 생성된 갈색 고형물을 추가 정제 없이 사용하였다.
파트 C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교반 막대기, 1-(2-{[(2E)-3-페닐프로프-2-에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5N-옥사이드 (0.67 g, 1.98 mmol), 디클로로메탄 (15 ml) 및 수산화암모늄 수용액 (27%, 7 mL)을 여러 번에 나누어
고형물로 첨가하고, 생성된 용액을 교반하였다. 20분 후, 반응이 종결되었음을 평가하였다; 용액을 수층과 유기층 사
이에 분배하고, 디클로로메탄으로 3회 추출하였다. 유기층을 합하고, 5% 탄산수소나트륨 수용액으로 3회 추출하고,
염수로 세척하고, 무수 황산나트륨 상에서 건조시키고, 여과시키고 감압 하에서 농측시켰다. 생성된 백색 고형물을 메
탄올/물로부터 5차례 연속적인 재결정화에 의해 정제하여 0.086g의 1-(2-{[(2E)-3-페닐프로프-2-에닐]옥시}에틸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백색 의 솜털형의 고형물로 생성하였다. m.p. 183.7-184.3℃.

실시예 116
2-옥틸-1-{2-[(3-페닐프로프-2-이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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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A
실시예 1 파트 A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2-(2-옥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탄올 (4.8 g, 14.75
mmol)을 프로파르길 브롬화물 (톨루엔 중 80%, 4.93 mL, 44.25 mmol)과 반응시켜서 4.84 g의 2-옥틸-1-[2-(프로
프-2-이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을 갈색 고형물로 생성하였다.
파트 B
실시예 12 파트 A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2-옥틸-1-[2-(프로프-2-이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
놀린 (4.84 g, 13.32 mmol)을 요오드벤젠 (1.7 ml, 14.65 mmol)과 40℃에서 반응시켰다. 45분 후, 반응이 종결되었
음을 평가하였다. 휘발물을 감압 하에서 제거하고, 생성된 오일을 실리카 겔 상에서 크로마토그래피하여 정제하여 (9
8/2 (디클로로메탄/메탄올)), 4.2g의 2-옥틸-1-{2-[(3-페닐프로프 -2-이닐)옥티]에틸}-1H-이미다조[4,5-c]퀴놀
린을 옅은 황색 고형물로 생성하였다.
MS (CI) C

29

H

33

N

3

O m/z 440 (MH

+

), 291

파트 C
실시예 1의 파트 B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2-옥틸-1-{2-[(3-페닐프로프-2-이닐)옥시]에틸}-1H-이미다조[
4,5-c]퀴놀린 (2.2 g, 5.004 mmol)을 산화시켜서 2.28 g의 2-옥틸-1-{2-[(3-페닐프로프-2-이닐)옥시]에틸}-1H
-이미다조[4,5-c]퀴놀린 -5N-옥사이드를 오일로 생성하였다.
파트 D
실시예 115 파트 C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2-옥틸-1-{2-[(3-페닐프로프-2-이닐)옥시]에틸}-1H-이미다조
[4,5-c]퀴놀린-5N-옥사이드 (2.2 g, 4.83 mmol)을 아민화시켰다. 생성된 갈색 고형물을 에틸 에테르로 연마하고 2
-프로판올로부터 재결정화시켜서 1.23g의 2-옥틸-1-{2-[(3-페닐프로프-2-이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
]퀴놀린-4-아민을 백색 결정성 고형물로 생성하였다. m.p., 138- 138.7℃.

실시예 117
2-옥틸-1-[2-(3-페닐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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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A
실시예 12 파트 B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2-옥틸-1-{2-[(3-페닐프로프-2-이닐)옥시]에틸}-1H-이미다조[
4,5-c]퀴놀린 (2.0 g, 4.55 mmol)을 수소화시켜서 1.78 g의 2-옥틸-1-[2-(3-페닐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
,5-c]퀴놀린을 백색 고형물로 생성하였다.

파트 B
실시예 1 파트 B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2-옥틸-1-[2-(3-페닐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 (
1.78 g, 4.03 mmol)을 산화시켜서 1.8 g의 2-옥틸-1-[2-(3-페닐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5N
-산화물을 오일로 생성하였다.
파트 C
실시예 115 파트 C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2-옥틸-1-[2-(3-페닐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
린-5N-옥사이드 (1.85 g, 4.03 mmol)을 아민화시켰다. 생성된 갈색 고형물을 에틸 에테르로 연마시켜서 정제하고,
아세토니트릴로부터 재결정화시켜서 0.31 g의 2-옥틸-1-[2-(3-페닐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 [4,5-c]퀴놀린
-4-아민을 백색 결정질 고형물로 생성하였다. m.p. 103.8-104.5℃.

실시예 118
2-메틸-1-{2-[(3-페닐프로프-2-이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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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A
실시예 1 파트 A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2-(2-메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탄올 (4.0 g, 17.6
mmol)을 프로파르길 브롬화물 (톨루엔 중 80%, 5.9 mL, 52.8 mmol)과 반응시켜서 3.6 g의 2-메틸-1-[2-(프로프2-이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을 어두운 갈색 오일로 생성하였다.
MS (CI) C

16

H

15

N

3

O m/z 266 (MH

+

), 184

파트 B
실시예 12 파트 A의 방법을 사용하여, 2-메틸-1-[2-(프로프-2-이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 (3.6
g, 13.57 mmol)을 주변 온도에서 요오드벤젠 (1.7 mL, 14.92 mmol)과 반응시켰다. 20시간 후, 반응이 종결되었음을
평가하였다. 용액을 5%의 탄산수소나트륨 수용액으로 염기성으로 만든 후, 디클로로메탄으로 3회 추출하였다. 유기
물을 합하고, 물로 3회 세척하고, 염수로 세척하고, 무수 황산나트륨 상에서 건조시키고, 여과시킨 후, 감압 하에서 농
축시켰다. 실리카 겔 상에서 크로마토그래피 (95/5 디클로로메탄/메탄올)하여 정제를 완결하였으며, 아세토니트릴로
부터 재결정화시켜서 1.94 g의 2-메틸-1-{2-[(3-페닐프로프-2-이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을
밝은 황색 고형물로 생성하였다.
MS (CI) C

22

H

19

N

3

O m/z 342 (MH

+

), 228

파트 C
실시예 1 파트 B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2-메틸-1-{2-[(3-페닐프로프-2-이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
5-c]퀴놀린 (1.0 g, 2.93 mmol)을 산화시켜서 1.3 g의 2-메틸-1-{2-[(3-페닐프로프-2-이닐)옥시]에틸}-1H-이
미다조[4,5-c] 퀴놀린-5N-옥사이드를 황갈색 고형물로 생성하였다.

파트 D
실시예 115 파트 C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2-메틸-1-{2-[(3-페닐프로프-2-이닐)옥시]에틸}-1H-이미다조
[4,5-c]퀴놀린-5N-옥사이드 (1.05 g, 2.93 mmol)을 아민화시켰다. 생성된 황갈색 고형물을 에틸 에테르로 연화시
켜서 정제하고, 톨루엔으로부터 재결정화시키고, 실리카 겔 상에서 크로마토그래피하여 (98/2 디클로로메탄/메탄올),
0.261 g의 2-메틸-1-{2-[(3-페닐프로프-2-이닐)옥시]에틸}-1H- 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백색 분말로
생성하였다. m.p. 142.7-143.3℃.

실시예 119
2-메틸-1-[2-(3-페닐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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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A
실시예 12 파트 B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2-메틸-1-{2-(3-페닐프로프-2-이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
5-c]퀴놀린 (0.9 g, 2.636 mmol)을 수소화시켜서 0.845 g의 2-메틸-1-[2-(3-페닐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
4,5-c]퀴놀린을 백색 고형물로 생성하였다.

파트 B
실시예 1 파트 B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2-메틸-1-[2-(3-페닐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 (
0.845 g, 2.45 mmol)을 산화시켜서 0.88 g의 2-메틸-1-[2-(3-페닐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5N-옥사이드를 유리상 고형물로 생성하였다. 물질을 추가 정제 없이 사용하였다.
파트 C
실시예 115 파트 C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2-메틸-1-[2-(3-페닐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
린-5N-옥사이드 (0.88 g, 2.45 mmol)을 아민화시켰다. 생성된 갈색 고형물을 에틸 에테르로 연마시켜 정제하고 톨
루엔으로부터 재결정화키셔서 0.596 g의 2-메틸-1-[2-(3-페닐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
민으로부터 백색 분말로 생성하였다. m.p. 129.7-130.7℃.

실시예 120
2-(메톡시에틸)-1-{2-[(3-페닐프로프-2-이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 퀴놀린-4-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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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 파트 A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2-[2-(메톡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탄올 (2.53
g, 9.33 mmol)을 프로파르길 브롬화물 (톨루엔 중 80%, 3.11 mL, 27.9 mmol)과 반응시켜서 2.72 g의 2-(메톡시에
틸)-1- [2-(프로프-2-이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을 오일로 생성하였다.
MS (CI) C

18

H

19

N

3

O

2

m/z 310 (MH

+

), 278, 196

파트 B
실시예 12 파트 A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2-(메톡시에틸)-1-[2-(프로프-2-이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
5-c]퀴놀린 (2.72 g, 1.79 mmol)을 요오드화벤젠 (1.1 mL, 9.67 mmol)과 주변 온도에서 반응시켰다. 45분 후, 반응
이 종결되었음을 평가하였다. 휘발물을 감압 하에서 제거하고, 생성된 오일을 디클로로메탄과 5% 탄산수소나트륨 수
용액 사이에 배분하였다.
수층을 디클로로메탄으로 추출하였다. 유기 분획물을 합하고, 염수로 세척하고, 무수 황산나트륨 상에서 건조시킨 후,
감압 하에서 농축시켜서 갈색 고형물을 남겼다. 고형물을 실리카 겔 상에서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고 (95/5 (디클
로 로메탄/메탄올)), 헥산으로 연마하여 2.39 g의 2-(메톡시에틸)-1-{2-[(3-페닐프로프 -2-이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을 황색 고형물로 생성하였다.
MS (CI) C

24

H

23

N

3

O

2

m/z 386 (MH

+

), 364, 270

파트 C
실시예 1 파트 B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2-(메톡시에틸)-1-{2-[(3-페닐프로프-2-이닐)옥시]에틸}-1H-이
미다조[4,5-c]퀴놀린 (1.19 g, 3.097 mmol)을 산화시켜서 1.24 g의 2-(메톡시에틸)-1-{2-[(3-페닐프로프-2-이
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5N-옥사이드를 유리상 고형물로 생성하였다.
파트 D
실시예 115 파트 C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2-(메톡시에틸)-1-{2-[(3-페닐프로프-2-이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5N-옥사이드 (1.243 g, 3.097 mmol)을 아민화시켰다. 생성된 갈색 오일을 실리카 겔 상에
서 크로마토그래피하고 (98/2 디클로로메탄/메탄올), 에틸 아세테이트로 및 아세토니트릴로부터 재결정화시켜서 0.3
79 g의 2-(메톡시에틸)-1-{2-[(3-페닐프로프-2-이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백색 고
형물로 생성하였다. m.p. 134.5-135.5 ℃.

실시예 121
2-(2-메톡시에틸)-1-[2-(3-페닐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파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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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2 파트 B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2-(2-메톡시에틸)-1-{2-[(3-페닐프로프-2-이닐)옥시]에틸}-1H
-이미다조[4,5-c]퀴놀린 (1.2 g, 3.11 mmol)을 수소화시켜서 1.01 g의 2-(2-메톡시에틸)-1-[2-(3-페닐프로폭시)
에틸]-1H-이미다조 [4,5-c]퀴놀린을 오일로 생성하였다.
MS (CI) C

24

H

27

N

3

O

2

m/z 390 (MH

+

), 235

파트 B
실시예 1 파트 B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2-(2-메톡시에틸)-1-[2-(3-페닐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
-c]퀴놀린 (1.01 g, 2.60 mmol)을 산화시켜서 1.05 g의 2-(2-메톡시에틸)-1-[2-(3-페닐프로폭시)에틸]-1H-이미
다조[4,5-c] 퀴놀린-5N-옥사이드를 갈색 오일로 생성하였다.
파트 C
실시예 115 파트 C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2-(2-메톡시에틸)-1-[2-(3-페닐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
,5-c]퀴놀린-5N-옥사이드 (1.05 g, 2.601 mmol)을 아민화시켰다. 생성된 갈색 고형물을 실리카 겔 상에서 크로마
토그래피하고 (98/2 디클로로메탄/메탄올), 에틸 아세테이트/헥산으로부터 재결정화시켜서 0.111 g의 2-(2-메톡시
에틸)-1-[2-(3-페닐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백색 고형물로 생성하였다. m.p. 103.8
-104.5℃.

실시예 122
2-(에톡시메틸)-1-{2-[(3-페닐프로프-2-이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 퀴놀린-4-아민

파트 A
실시예 1 파트 A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2-[2-(에톡시메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탄올 (1.39
g, 5.123 mmol)을 프로파르길 브롬화물 (톨루엔 중 80%, 15.37 mmol)과 반응시켜 1.6g의 2-(에톡시메틸)-1-[2-(
프로프-2-이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을 오일로 생성하였다.
MS (CI) C

18

H

19

N

3

O

2

m/z 310 (MH

+

), 371, 270

파트 B
실시예 12 파트 A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2-(에톡시메틸)-1-[2-(프로프-2-이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
5-c]퀴놀린 (1.5 g, 4.13 mmol)을 40℃에서 요오드벤젠 (0.51 mL, 4.54 mmol)과 반응시켰다. 50분 후, 반응이 종결
되었음을 평가하였다. 휘발물을 감압 하에서 제거하고, 생성된 오일을 디클로로메탄과 5% 탄산수소나트륨 수용액 사
이에 분배하였다. 수용액층을 디클로로메탄으로 추출하였다. 유기 분획을 합하고, 염수로 세척하고, 무수 황산나트륨
상에서 건조시킨 후, 감압 하에서 농축시켜서 갈색 오일을 형성하였다. 오일을 실리카 겔 상에서 크로 마토그래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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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디클로로메탄/메탄올) 1.25 g의 2-(에톡시메틸)-1-{2-[(3-페닐프로프-2-이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
5-c]퀴놀린을 갈색의 유리상 고형물로 생성하였다.
MS (CI) C

24

H

23

N

O

3

2

m/z 386 (MH

+

), 342, 272

파트 C
실시예 1 파트 B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2-(에톡시메틸)-1-{2-[(3-페닐프로프-2-이닐)옥시]에틸}-1H-이
미다조[4,5-c]퀴놀린 (0.655 g, 1.70 mmol)을 산화시켜서 0.68 g의 2-(에톡시메틸)-1-{2-[(3-페닐프로프-2-이
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5N-옥사이드를 오일로 형성하였다.
파트 D
실시예 115 파트 C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2-(에톡시메틸)-1-{2-[(3-페닐프로프-2-이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5N-옥사이드 (0.682 g, 1.700 mmol)을 아민화시켰다. 생성된 갈색 고형물을 실리카 겔 상
에서 크로마토그래피하여 (98/2 디클로로메탄/메탄올), 0.297 g의 2-(에톡시메틸)-1-{2-[(3-페닐프로프-2-이닐)
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백색의 과립형 고형물 로 생성하였다. m.p. 110.8-111.7℃.

실시예 123
2-부틸-1-{2-[(3-페닐프로프-2-이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파트 A
실시예 1의 파트 A의 일반적인 방법을 이용해, 2-(2-부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탄올(5.0 g, 18.56
mmol)을 프로파길 브로마이드(톨루엔 중 80 %, 6.3 mL, 55.62 mmol)와 반응해 4.02g의 2-부틸-1-[2-(프로프-2이닐옥시)에틸]-1H- 이미다조[4,5-c]퀴놀린의 황갈색 고체를 생성하였다.
MS(CI) C

19

H

21

N

3

O m/z 308 (MH

+

), 268, 220

파트 B
실시예 12의 파트 A의 일반적인 방법을 이용해, 2-부틸-1[2-(프로프-2-이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
린(4.0 g, 13.08 mmol)을 요오드벤젠(1.6 mL, 14.38 mmol)과 90℃에서 반응하였다. 15 분 후, 반응이 종결되었다.
휘발성 물질을 감압 하에서 제거한 후, 생성된 오일을 98/2 디클로로메탄/메탄올로 용리하는 실리카 겔 크로마토그래
피, 및 에틸 아세테이트/헥산 혼합물로부터의 재결정화를 통해 정제하여 3.1 g의 2-부틸-1-{2-[(3-페닐프로프-2이닐)옥시]에틸}-1H-이미다조 [4,5-c]퀴놀린의 황갈색 고체 3.1 g을 생성하였다.
파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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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의 파트 B의 일반적인 방법을 이용해, 2-부틸-1[2-(프로프-2-이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
린(1.0 g, 2.61 mmol)을 산화시켜 2-부틸-1-[2-(프로프-2-이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5N-옥시
드 오일을 생성하였다.
파트 D
실시예 115의 파트 C의 일반적인 방법을 이용해, 2-부틸-1-[2-(프로프-2-이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
퀴놀린-5N-옥시드(1.04 g, 2.60 mmol)을 아민화 시켰다. 생성된 갈색 고체를 에틸 에테르로 연화하고, 8/2 디클로
로메탄/에틸 아세테이트, 98/2 디클로로메탄/메탄올로 각각 용리하는 실리카 겔 크로마토그래피를 2회 정제하여 0.4
50g의 2-부틸-1-{2-[(3-페닐프로프-2-이닐)옥시]에틸} -1H-이미다 조 [4,5-c]퀴놀린-4-아민의 백색 분말을
생성하였다. m.p. 133 ~ 140℃.

실시예 124
2-부틸-1-[2-(3-페닐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파트 A
실시예 12의 파트 B의 일반적인 방법을 이용해, 2-부틸-1-{2-[ (3-페닐프로프-2-이닐)옥시]에틸}-1H-이미다조[
4,5-c]퀴놀린(2.4 g, 6.26 mmol)을 수소화해 2-부틸-1-[2-(3-페닐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의
백색 고체 1.67 g을 생성하였다.
MS(CI) C

25

H

29

N

3

O m/z 388 (MH

+

), 279

파트 B
실시예 1의 파트 B의 일반적인 방법을 이용해, 2-부틸-1-[2-(3-페닐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
1.68 g, 4.34 mmol)을 산화시켜 2-부틸-1-[2-(3-페닐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5N-옥시드의
유리상 오일 1.75 g을 생성하였다.
MS(CI) C

25

H

29

N

3

O

2

m/z 404 (MH

+

), 388

파트 C
실시예 115의 파트 C의 일반적인 방법을 이용해, 2-부틸-1-[2-(3-페닐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
린-5N-옥시드(1.75 g, 4.34 mmol)을 아민화 하였다. 생성된 황갈색 고체를 아세토니트릴로부터 재결정하여 정제하
여 0.572g의 2-부틸-1-[2-(3-페닐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의 황갈색 결정을 얻었다.
m.p. 80.8 -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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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25
1-[2-(벤질옥시)에틸]-2-(에톡시메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파트 A
실시예 1의 파트 B의 일반적인 방법을 이용해, 1-[2-(벤질옥시)에틸]-2-(에톡시메틸)-1H-이미다조[4,5-c]퀴놀린
(0.324 g, 0.897 mmol)을 산화시켜 0.338 g의 1-[2-(벤질옥시)에틸]-2-(에톡시메틸)-1H-이미다조[4,5-c]퀴놀린
-5N-옥시드의 갈색 오일을 생성하였다.
파트 B
실시예 115의 파트 C의 일반적인 방법을 이용해, 1-[2-(벤질옥시)에틸]-2-(에톡시메틸)-1H-이미다조[4,5-c]퀴놀
린-5N-옥시드(0.339 g, 0.897 mmol)을 아민화 시켰다. 생성된 황갈색 고체를 아세토니트릴로부터 재결정화하여 정
제하여 0.187 g의 1-[2-(벤질옥시)에틸]-2-(에톡시메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의 백색 분말을 얻었
다. m.p. 144.5 - 146.0℃.

실시예 126
1-[2-(벤질옥시)에틸]-2-부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파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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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의 파트 B의 일반적인 방법을 이용해, 1-[2-(벤질옥시) 에틸]-2-부틸-1H-이미다조[4,5-c]퀴놀린 (2.3 g,
6.39 mmol)을 산화시켜 2.4 g의 1-[2-(벤질옥시)에틸]-2-부틸-1H-이미다조[4,5-c]퀴놀린-5N-옥시드의 갈색
오일을 생성하였다.
MS(CI) C

23

H

25

N

3

O

2

m/z 376 (MH

+

), 360, 270

파트 B
실시예 1의 파트 C의 일반적인 방법을 이용해, 1-[2-(벤질옥시)에틸]-2
-부틸-1H-이미다조[4,5-c]퀴놀린-5N-옥시드(2.4 g, 6.39 mmol)을 트리클로로아세틸 이소시아네이트(1.45 g, 7.
678 mmol)와 반응해 3.3 g의 N-{1-[2-(벤질옥시)에틸]-2-부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일}-2,2,2,-트리
클로로아세트아미드의 갈색 오일을 생성하였다.
파트 C
실시예 1의 파트 D의 일반적인 방법을 이용해, N-{1-[2-(벤질옥시)에틸]-2-부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일}-2,2,2,-트리클로로아세트아미드(3.3 g, 6.39 mmol)을 소디움 메톡시드(5 mL, 25 % 메탄올)과 함께 가수분해하
였다. 생성된 황갈색 고체를 98/2 디클로로메탄/메탄올로 용리하는 실리카 겔 크로마토그래피 및 메탄올로부터의 재
결정화를 통해 정제하고 60℃의 진공 하에서 18시간 동안 건조하여 0.174 g의 1-[2-(벤질옥시)에틸]-2-부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의 백색 고체를 생성하였다. m.p. 133 ~ 135℃.

실시예 127
1-[2-(벤질옥시)에틸]-2-메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파트 A
실시예 1의 파트 B의 일반적인 방법을 이용해, 1-[2-(벤질옥시)에틸]-2-메틸 -1H-이미다조[4,5-c]퀴놀린(6 g, 1
8.9 mmol)을 산화시켜 6.3 g의 1-[2-(벤질옥시)에틸]-2-메틸-1H-이미다조[4,5-c]퀴놀린-5N-옥시드의 갈색 고
체를 생성하였다.
파트 B
실시예 1의 파트 C의 일반적인 방법을 이용해, 1-[2-(벤질옥시)에틸]-2-메틸 -1H-이미다조[4,5-c]퀴놀린-5N옥시드(6.3 g, 18.9 mmol)을 트리클로로아세틸 이소시아네이트(4.95 g, 26.27 mmol)와 반응해 10.4 g의 N-{1-[2(벤질옥시)에틸]-2-메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일}-2,2,2,-트리클로로아세트아미드의 갈색 고체 를 생성
하였다.
파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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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의 파트 D의 일반적인 방법을 이용해, N-{1-[2-(벤질옥시)에틸]-2-메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일}-2,2,2,-트리클로로아세트아미드(10.46 g, 21.89 mmol)를 소디움 메톡시드(20 mL, 25 % 메탄올)와 함께 가수
분해하였다. 생성된 갈색 고체를 98/2 디클로로메탄/메탄올로 용리하는 실리카 겔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 정제하고
60℃의 진공 하에서 18시간 동안 건조하여 1.036 g의 1-[2-(벤질옥시)에틸]-2-메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의 백색 고체를 생성하였다. m.p. 159 ~ 160℃.

실시예 128
1-[2-(벤질옥시)에틸]-2-옥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파트 A
실시예 1의 파트 B의 일반적인 방법을 이용해, 1-[2-(벤질옥시) 에틸]-2-옥틸-1H-이미다조[4,5-c]퀴놀린(2.4 g,
5.8 mmol)을 산화시켜 2.5 g의 1-[2-(벤질옥시)에틸]-2-옥틸-1H-이미다조[4,5-c]퀴놀린-5N-옥시드의 갈색 오
일을 생성하였다.
파트 B
실시예 115의 파트 C의 일반적인 방법을 이용해, 1-[2-(벤질옥시)에틸]-2-옥틸-1H-이미다조[4,5-c]퀴놀린-5N옥시드(2.50 g, 5.80 mmol)를 아민화시켰다. 생성된 갈색 오일을 98/2 디클로로메탄/메탄올로 용리하는 실리카 겔
크로마토그래피 및 아세토니트릴로부터의 재결정화를 통해 정제하여 0.75 g의 1-[2-(벤질옥시)에틸]-2-옥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의 백색 분말을 얻었다. m.p. 110 ~ 111 ℃.

실시예 129
2-(2-메톡시에틸)-1-(2-페녹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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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A
질소 분위기 하에서, 2-페녹시에틸아민 (17.6 ml, 0.13 mol)을 냉각조에서 냉각시킨 디클로로메탄 500 ml 내의 4클로로-3-니트로퀴놀린(21.5 g, 0.1 mol), 트리에틸아민(21.5 ml, 0.16 mol) 용액에 한방울씩 가하였다. 반응을 주
위 온도에서 밤새 지속하였다. 물을 가하여 상분리하였다. 유기상은 MgSO 4 로 건조하고 여과한 후 대부분의 용매는
진공 하에서 제거하였다. 헥산을 첨가하고 용액을 냉장고에서 냉각하였다. 생성된 침전물을 진공여과로 회수하여 19.
1 g의 3-니트로-N-(2-페녹시에틸)퀴놀린-4-아민의 황색 고체를 생성하였다.
파트 B
3-니트로-N-(2-페녹시에틸)퀴놀린-4-아민 (6.0 g, 19 mmol), 탄소 상의 5 % 백금 및 300 ml의 에틸 아세테이트를
수소화 플라스크에 넣었다. 혼합물을 40 psi (2.8 Kg/cm 2 )의 수소 압력 하에서 밤새 흔들어 주었다. 반응 혼합물을
여과하고 촉매를 에틸 아세테이트로 세척하였다. 여과물을 MgSO 4 로 건조, 여과 및 진공 하에서 거의 건조될 때까
지 농축하였다. 헥산을 첨가하고 생성된 침전물을 진공 여과로 수집하여 N 4 -(2-페녹시에틸)퀴놀린-3,4-디아민의
옅은 황색 결정 4.9 g을 생성하였다.
파트 C
3-메톡시프로파노일 클로라이드(0.86 ml, 7.9 mmol)를 냉각조에서 냉각된 N 4 -(2-페녹시에틸)퀴놀린-3,4-디아
민(2.0 g, 7.2 mmol)의 100 ml 디클로로메탄 용액에 30분에 걸쳐 적가하였다. 수 시간 후 침전물이 형성되었다. 용매
부피를 진공 하에서 감소시켜 거의 건조되도록 하고 100 ml의 헥산을 첨가하였다. 진공 여과로 2.9 g의 3-메톡시-N
-{4-[(2-페녹시에틸)아미노]퀴놀린-3-일}프로판아미드의 염화수소 염을 생성하였다.
파트 D
파트 C의 산물(2.9 g) 및 200 ml의 약 7.5%의 암모니아를 포함한 메탄올을 압력 용기에 넣었다. 용기를 밀봉한 후 1
60℃로 6 시간 가열하였다. 혼합물의 온도 가 주위 온도와 같아질 때까지 냉각한 후 진공 하에서 농축하였다. 잔사를
150 ml의 디클로로메탄 및 150 ml의 물로 분배하였다. 분획을 분리하고 수용액 층을 100 ml의 디클로로메탄으로 추
출하였다. 유기 분획을 합한 후 MgSO 4 로 건조 및 여과하였다. 대부분의 용매는 진공 하에서 제거하고 헥산을 첨가
하여 백색 침전물을 생성하였다. 진공 여과로 2-(2-메톡시에틸)-1-(2-페녹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의
백색 고체를 얻었다.
파트 E
3-클로로페록시벤조 산(1.5 g, 8.7 mmol, 60 중량 %)를 100 ml 클로로포름 내의 2-(2-메톡시에틸)-1-(2-페녹시
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1.8 g, 5.2 mmol)에 20분에 걸쳐 세 번으로 나누어 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주위
온도에서 밤새 유지한 후 포화 탄산수소나트륨으로 세척하고 물로 세척하였다. 유기 분획을 MgSO 4 로 건조하고 진
공 하에서 거의 건조될 때까지 농축하였다. 헥산을 가하고 생성된 침전물을 진공 여과로 회수하여 2-(2-메톡시에틸)
-1-(2-페녹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5N-옥시드의 밝은 황색 결정 1.6 g을 생성하였다.
파트 F
질소 분위기 하에서. 트리클로로아세틸 이소시아네이트 (0.8 ml, 6.6 mmol)를 2-(2-메톡시에틸)-1-(2-페녹시에틸)
-1H-이미다조[4,5-c]퀴놀린-5N-옥시드(1.6 g, 4.4 mmol)의 100 ml 디클로로메탄 용액에 적가하고 반응을 주위
온도에서 2 시간 동안 유지하였다. 암모늄 히드록사이드(5 방울, 메탄올 내 7 중량 %)를 가하고 반 응을 주위온도에서
2.5일간 추가로 유지하였다. 10 % 수산화 나트륨을 가하고 2상분리하였다. 유기 상을 농축하고 9:1 디클로로메탄/메
탄올로 용리하는 실리카 겔 컬럼 속성 크로마토그래피를 수행하였다. 산물을 포함한 분획을 합하고, 진공 하에서 농
축하고, 끓는 톨루엔에 녹이고, 활성 목탄을 처리하였다. 목탄을 제거하기 위해 혼합물을 여과하고, 여과물을 냉각하
였다. 생성된 침전물을 여과로 회수하고 80℃의 진공 오븐에서 건조하여 2-(2-메톡시에틸)-1-(2-페녹시에틸) -1H
-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의 황갈색 분말 0.68 g을 생성하였다. m.p. 171.0-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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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30
2-이소부틸-1-(2-페녹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N 4 -(2-페녹시에틸)퀴놀린-3,4-디아민(1.5 g, 5.4 mmol) 및 이소발러릴 클로라이드(0.8 ml, 6.4 mmol)을 합하고
실시예 129의 파트 C-E의 일반적 방법에 따라 처리하였다. 생성된 산물, 2-이소부틸-1-(2-페녹시에틸)-1H-이미
다조 [4,5-c]퀴놀린-5N-옥시드(1.6 g, 4.5 mmol)을 200 ml 디클로로메탄에 녹이고, 50 ml 암모니움 하이드록사이
드를 가하였다. 반응을 냉각조에서 냉각하고 p-톨루엔술포닐 클로라이드(0.85 g, 4.5 mmol)를 20분에 걸쳐 서서히
가하였다. 냉각조를 제거하고 반응을 주위온도에서 밤새 유지하였다. 상분리하고 유기 상을 연속적으로 1% 탄산나트
륨 수용액(3회), 물, 염수로 세척; Na 2 SO 4 로 건조; 및 거의 건조될 때까지 진공 하에서 농축하였다. 침전물을 생
성하기 위해 헥산을 가하였다. 고체를 수집하고 아세토니트릴로부터 재결정화 하여 정제하여 2-이소부틸-1-(2-페녹
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의 황갈색 분말 0.96 g을 생성하였다. m.p. 176.6 - 177.8 ℃.

실시예 131
2-이소프로필-1-(2-페녹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N 4 -(2-페녹시에틸)퀴놀린-3,4-디아민 (2.0 g, 7.2 mmol) 및 이소부티릴 클로라이드(0.9 ml, 8.6 mmol)를 합하고
실시예 130에 기술된 일반적 방법에 따라 처리하였다. 아세토니트릴로부터 재결정화 하여 2-이소프로필-1-(2-페녹
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의 황갈색 고체 0.82 g을 생성하였다. m.p. 229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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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32
2-부틸-1-(2-페녹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N 4 -(2-페녹시에틸)퀴놀린-3,4-디아민(2.0 g, 7.2 mmol), 크실렌(150 ml), 및 트리메틸오르쏘발러레이트(2.5 ml,
14.3 mmol)을 질소 분위기 하에서 합하고 환류 온도에서 4일간 가열하였다. 외부 열을 상승시키고, 약 35 ml의 크실
렌을 증류하여 제거하였다. 반응을 서서히 상온까지 냉각하여 침전물을 형성시켰다. 고체를 진공 여과로 회수하여 2부틸-1-(2-페녹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의 밝은 황갈색 결정을 얻었다.
2-부틸-1-(2-페녹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을 실시예 129의 파트 C-E에 기술된 일반적 방법에 따라 처
리하였다. 최종적으로 아세토니트릴로부터 재결정화 하여 2-부틸-1-(2-페녹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의 백색 침상 결정 0.93 g을 생성하였다. m.p. 168.3 - 169.5 ℃.

실시예 133
1-(2-페녹시에틸)-2-(페녹시메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실시예 129의 파트 C에 기술된 일반적 방법에 따라, 페녹시 아세틸 클로라이드(1.2 ml, 8.6 mmol)를 N 4 -(2-페녹
시에틸)퀴놀린-3,4-디아민 (2.0 g, 7.2 mmol)과 반응시켰다. 이 반응의 산물을 실시예 129의 파트 D-F에 기술된 일
반적 방법에 따라 처리하였다. 아세토니트릴로부터 재결정화 하여 최종 산물 1-(2-페녹시에틸)-2-(페녹시메틸)-1H
-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의 황갈색 분말 0.65 g을 생성하였다. m.p. 168.5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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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34
2-(4-메톡시벤질)-1-(2-페녹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실시예 129의 파트 C에 기술된 일반적 방법에 따라, 4-메톡시페닐아세틸 클로라이드(1.2 ml, 7.9 mmol)를 N 4 -(2
-페녹시에틸)퀴놀린-3,4-디아민 (2.0 g, 7.2 mmol)과 반응 시켰다. 이 반응의 산물을 실시예 129의 파트 D-F에 기
술된 일반적 방법에 따라 처리하였다. 아세토니트릴로부터 재결정화 하여 최종 산물 2-(4-메톡시벤질)-1-(2-페녹시
메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의 황갈색 고체 1.1 g을 생성하였다. m.p. 201.0 - 203.6 ℃.

실시예 135
2-시클로펜틸-1-(2-페녹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N 4 -(2-페녹시에틸)퀴놀린-3,4-디아민 (2.0 g, 7.2 mmol) 및 시클로펜탄카보닐 클로라이드(1.1 ml, 8.6 mmol)를
합하고 실시예 130에 기술된 일반적 방법에 따라 처리하였다. 아세토니트릴로부터 재결정화 하여 2-시클로펜틸-1-(
2-페녹시에틸)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의 황갈색 고체 1.4 g을 생성하였다. m.p. 216.0 - 2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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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36
2-[(2-메톡시에톡시)메틸]-1-(2-페녹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 민

N 4 -(2-페녹시에틸)퀴놀린-3,4-디아민(2.0 g, 7.2 mmol) 및 2-(2-메톡시에톡시)아세틸 클로라이드(1.3 g, 8.6 m
mol)를 합하고 실시예 130에 기술된 일반적 방법에 따라 처리하였다. 메탄올로부터 재결정화 하여 2-[(2-메톡시에
톡시)메틸]-1-(2-페녹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의 백색 침상 결정 1.6 g을 생성하였다. m.p. 17
0.0 - 171.5℃.

실시예 137
(2-시클로프로필메틸)-1-(2-페녹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N 4 -(2-페녹시에틸)퀴놀린-3,4-디아민 (1.7 g, 6.1 mmol) 및 시클로프로필아세틸 클로라이드(0.86 ml, 7.3 mmol
)를 합하고 실시예 130에 기술된 일반적 방법에 따라 처리하였다. 메탄올로부터 재결정화 하여 (2-시클로프로필메틸
)-1-(2-페녹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의 백색 고체 0.86 g을 생성하였다. m.p. 191.7 - 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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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38
2-(2-시클로프로필메틸)-1-(2-페녹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실시예 129ㄹ 파트 C의 일반적인 방법에 따라, 3-시클로펜틸프로피오닐 클로라이드 (1.3ml, 8.6mmol)을 N 4 -(2페녹시에틸)퀴놀린-3,4-디아민 (2.0g, 7.2mmol)과 반응시켰다. 이 반응의 생성물을 실시예 129 파트 D-F에 기술된
일반적인 방법에 따라 처리하였다. 아세토니트릴로부터 재결정화시켜 0.44g의 최종 생성물, 2-(2-시클로펜틸에틸)1-(2-페녹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백색 분말, m.p. 165.0℃로 생성하였다.

실시예 139
1-(2-페녹시에틸)-2-테트라히드로퓨란-3-일-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 민

N 4 -(2-페녹시에틸)퀴놀린-3,4-디아민(1.6 g, 5.7 mmol) 및 테트라히드로퓨란 -3-카보닐 클로라이드 (0.98 ml,
7.3 mmol)를 합하고 실시예 130에 기술된 일반적 방법에 따라 처리하였다. 아세토니트릴로부터 재결정화 하여 1-(2
-페녹시에틸)-2-테트라히드로퓨란-3-일-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의 황갈색 고체 0.3 g을 생성하였다.
m.p. 235.9 - 2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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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40
1-(2-페녹시에틸)-2-페닐-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실시예 129의 파트 C에 기술된 일반적 방법에 따라, 벤조일 클로라이드(1.0 ml, 8.5 mmol)를 N 4 -(2-페녹시에틸)
퀴놀린-3,4-디아민 (2.0 g, 7.2 mmol)과 반응 시켰다. 이 반응의 산물을 실시예 129의 파트 D-F에 기술된 일반적
방법에 따라 처리하였다. 메탄올로부터 재결정화 하여 최종 산물 1-(2-페녹시에틸)-2-페닐-1H-이미다조[4,5-c]
퀴놀린-4-아민의 황갈색 고체 0.74 g을 생성하였다. m.p. 182.5 - 184.6 ℃.

실시예 141
4-{[2-(4-아미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부톡시]메틸}벤조니트릴

파트 A
2-(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부탄올 (3.0 g, 12.4 mmol)을 ℃-브로모-p-톨루니트릴(3.0 g, 15.3 mmol),
수산화 나트륨(40 ml, 50 %), 디클로로메탄(40 ml), 및 벤질트리메틸암모늄 클로라이드(0.02 g, 0.11 mmol)의 교반
중인 혼합물에 가하였다. 반응을 72 시간동안 유지한 후 디클로로메탄(100 ml) 및 물(100 ml)로 희석하였다. 상분리
하고 수용액 상을 100 ml의 디클로로메탄으로 추가적으로 추출하였다. 유기 분획을 합하고, 물로 세척하고, 건조(Mg
SO 4 ), 여과, 및 진공 하에서 농축하였다. 잔사을 9/1 디클로로메탄/메탄올로 용리하는 실리카 겔 컬럼 속성 크로마
토그래피(R f 0.48)를 수행하여 정제하여 4-{[2-(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부톡시]메틸}벤조니트릴 2.66

- 87 -

공개특허 10-2004-0028691
g을 생성하였다.
파트 B
3-클로로퍼옥시벤조산 (2.2 g, 7.5 mmol, 60 중량%)를 클로로포름 중 4-{[2- (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
부톡시]메틸}벤조니트릴(2.6 g, 7.3 mmol)의 70 ml 용액에 서서히 가하였다. 반응을 2 시간 동안 유지한 후, 연속적
으로 포화 탄산 수소나트륨 (200 ml), 물 (100 ml, 2 회)로 세척; 여과; 및 농축하여 2.7g의 5N-옥사이드 산물을 생
성하였다.
파트 C
p-톨루엔술포닐 클로라이드 (1.43 g, 7.5 mmol)을 0 ℃로 냉각된 파트 B 로부터의 생성물, 농축 암모늄 히드록사이
드 (10 ml) 및 디클로로메탄 (20ml)의 혼합물(2.7 g, 7.3 mmol)에 20분에 걸쳐 서서히 가하였다. 9/1 디클로로메탄/
메탄올로 용리하는 박막 크로마토그래피로 검토한 결과 반응이 수 분 내에 종결되었다. 반응을 주위 온도로 데운 후
상분리 하였다. 유기 상을 연속적으로 탄산나트륨 (3회), 물, 염수로 세척; Na 2 SO 4 로 건조; 및 진공 하에서 농축
하였다. 생성된 갈색 오일을 92/8 디클로로메탄/메탄올로 용리하는 실리카 겔 컬럼 속성 크로마토그래피 후 에틸 아
세테이트/헥산으로부터 여러 번의 재결정화를 통해 정제하여 4-{[2-(4-아미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
부톡시]메틸}벤조니트릴의 황갈색 분말 0.45g을 생성하였다. m.p. 160.0 - 161.0 ℃.

실시예 142
4-({[(2R)-2-(4-아미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부틸]옥시}메틸)벤조니트릴

(2R)-2-(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부탄-1-올 (1.36 g, 5.3 mmol)을 실시예 141의 파트 A 및 B에 기술된
일반적 방법에 따라 반응시켜 1.60 g의 5N-옥사이드 산물을 생성하였다.
트리클로로아세틸 이소시아네이트(0.77 ml, 6.5 mmol)을 5N-옥시드(1.60 g)의 25 ml 디클로로메탄 용액에 적가하
였다. 반응을 밤새 유지하고 진공 하에서 농축하였다. 생성된 적색 오일을 25 ml의 메탄올 중에 용해시키고 소디움 메
톡시드(4.0 ml, 메탄올 내 21 %)를 한 방울씩 가하였다. 반응을 2.5 일간 유지하였다. 용매를 진공 하에서 제거하고
조생성물을 92/8 디클로로메탄/메탄올로 용리하는 실리카 겔 컬럼 속성 크로마토그래피 후 메틸 아세테이트/헥산으
로부터 재결정화를 통해 정제하여 4-({[(2R)-2-(4-아미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부틸]옥시}메틸)벤조
니트릴의 백색 고체를 생성하였다. 최종산물의 광학 이성질체 잉여 (ee) 는 액상 크로마토그래피 결과 99 %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컬럼: CHIRALCEL
OD-RH; 용리액: 90/10/0.2 펜탄/메탄올/트리에틸아민; 유속 2 ml/min, R t 7.8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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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43
4-({[(2S)-2-(4-아미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부틸]옥시}메틸)벤조니트릴

(2S)-2-(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부탄-1-올 (1.3 g)을 실시예 142에 기술된 일반적 방법에 따라 반응하
였다. 최종 산물의 에틸 아세테이트/헥산으로부터의 재결정화를 통해 4-({[(2S)-2-(4-아미노-1H-이미다조[4,5-c]
퀴놀린-1-일)부틸]옥시}메틸)벤조니트릴의 백색 고체 0.2 g을 생성하였다. 최종산물의 광학 이성질체 잉여 (ee) 는
액상 크로마토그래피 결과 99 % 이상으로 결정되었다. (컬럼: CHIRALCEL
OD-RH; 용리액: 90/10/0.2 펜탄/메
탄올/트리에틸아민; 유속 2 ml/min, R t 8.7 분).

실시예 144
2-(2-메톡시에틸)-1-[2-(프로프-2-이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파트 A
프로파길 브롬화물 (10.0 ml, 89.8 mmol, 톨루엔 내 80 %) 및 벤질트리메틸암모늄 클로라이드 (0.60 g, 3.2 mmol)
을 디클로로메탄 130 ml 중에 용해시켰다. 용액에 수산화 나트륨 (130 ml, 50 중량비 % 수용액)를 처리하였다. 2-[2
-(2-메톡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탄올 (20.0 g, 73.7 mmol)을 첨가하고 혼합물을 18 시간 동
안 강하게 교반시켰다. 9/1 클로로포름/메탄올로 용리하는 박 막크로마토그래피는 완전 변환을 나타내었다. 혼합물을
200 ml의 물로 희석하고 상분리 하였다. 수용액 분획을 150 ml의 디클로로메탄으로 3회 추가로 추출하였다. 유기 분
획을 합한 후 100 ml의 염수로 세척, Na 2 SO 4 로 건조, 여과 및 농축으로 22.7 g의 2-(2-메톡시에틸)-1-[2-(프
로프-2-이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의 주황색 고체를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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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B
2-(2-메톡시에틸)-1-[2-(프로프-2-이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22.7 g, 73.4 mmol)을 300 ml의
클로로포름에 용해시키고 냉동 수조에서 냉각하였다. 3-클로로퍼옥시 벤조산(17.0 g, 127.9 mmol, 최고 77 %)을 조
금씩 30분에 걸쳐 가하였다. 9/1 클로로포름/메탄올로 용리하는 30분에서 박막크로마토그래피 분석은 출발 물질이
여전히 존재함을 나타내었다. 혼합물을 200 ml의 물로 희석하고 상분리 하였다. 3-클로로퍼옥시 벤조산(7.00 g, 52.
7 mmol, 최고 77 %)을 추가로 가하였다. 2 시간 후 반응을 주위 온도로 데우고 100 ml의 포화 탄산수소나트륨를 가
해 반응을 종결시켰다. 수용액 및 유기 분획을 분리하고 수용액 분획을 50 ml의 클로로포름으로 2 회 추가로 추출하
였다. 유기 분획을 합하고 100 ml의 염수로 세척; Na 2 SO 4 로 건조; 여과; 및 진공 하에서 농축으로 짙은 주황색
고체를 생성하였다. 1 H-NMR은 5% 미만의 3-클로로벤조산이 초기 산물에 존재함을 나타낸다. 이 물질을 추가 정
제 없이 사용 하였다.

파트 C
질소분위기 하에서 2-(2-메톡시에틸)-1-[2-(프로프-2-이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5N-옥시드(
1.57 g, 4.83 mmol)를 25 ml 디클로로메탄에 녹였다. 트리클로로아세틸 이소시아네이트(0.80 ml 6.71 mmol)를 주
사기를 통해 한 방울씩 가하였다. 반응을 1 시간동안 교반하고 휘발성 물질을 진공 하에서 제거하였다. 생성된 잔사를
15 ml 메탄올을 처리해 주황색 현탁액을 형성시켰다. 소디움 메톡사이드 용액(메탄올 내 25 %)을 주사기를 통해 서
서히 가하였다. 반응물은 짙은 주황색 용액이 되었다. 1.5 시간 후 10 ml의 포화 암모니움 클로라이드 용액을 서서히
가해 반응을 종결하였다. 메탄올을 진공 하에서 제거하였다. 수용액 잔사를 10ml 디클로로메탄으로 3 회 추출하고 유
기 분획을 합하고 10 ml의 물과 10 ml의 염수로 세척하였다. 용액을 Na 2 SO 4 로 건조, 여과, 및 진공 하에서 농축
을 통해 주황색 고체의 초기 산물을 생성하였다. 프로필 아세테이트로부터의 재결정화로 0.78 g 의 2-(2-메톡시에틸
)-1-[2-(프로프-2-이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 아민의 회백색 결정을 생성하였다.

실시예 145
2-메틸-1-(2-{[(2E)-3-페닐프로프-2-에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파트 A

- 90 -

공개특허 10-2004-0028691
실시예 1의 파트 B의 일반적 방법을 사용하여, 2-(2-메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틸 아세테이트(12.0
g, 44.56 mmol)를 산화시켜 8.7 g의 2-(2-메틸-5-옥시도-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틸 아세테이트의
갈색 고체를 생성 하였다. 이 물질을 추가 정제 없이 사용하였다.
파트 B
건조된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교반 막대, 2-(2-메틸-5-옥시도-1H -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틸 아세테이트
(8.7 g, 30.49 mmol), 무수 디메틸포름아미드 (80 mL), 및 무수 톨루엔(100 mL)을 질소 하에서 채웠다. 이 갈색 혼
합물에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3.1 mL)을 주위 온도에서 주사기로 가하였다. 반응 용액은 2~3 분 후에 맑아졌고
약간의 발열이 관찰되었다. 반응이 30분 후에 종결되었다. 휘발성 물질을 감압 하에서 제거하였다. 생성된 갈색 오일
을 디클로로메탄 및 약 pH ~8의 4 %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 사이에 분배하였다. 수용액 층을 디클로로메탄으로 5회
추출하였다. 유기 분획을 합하고, 무수 소디움 설페이트로 건조하고, 감압 하에서 농축 및 건조하여 9.2 g의 2-(4-클
로로-2-메틸-1H-이미다조 [4,5-c]퀴놀린-1-일)에틸 아세테이트의 갈색 오일을 생성하였다.
MS(CI) C

15

H

14

ClN

3

O

2

m/z 304 (MH

+

), 262, 218

파트 C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교반 막대, 2-(4-클로로-2-메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틸 아세테이트(9.2 g,
30.5 mmol), 200 mL 메탄올, 및 탄산칼륨 (0.4 g, 3.0 mmol)을 채웠다. 반응은 26 ℃에서 5 시간 후 종결되었다. 용
액을 클로로포름 및 염수 사이에서 분배하였다. 유기 층을 제거하고 수용액 분획을 클로로포름으로 6회 추출하였다.
유기 분획을 합하고, 무수 황산나트륨으로 건조하고, 감압 하에서 결정이 관찰되는 약 200 mL 이 될 때까지 농축하였
다. 용액의 마개를 닫고 24 시간 동안 주위 온도에서 유지하였다. 생성된 백색 결정을 여과하여 수집하여 4.49 g의 2
-(4-클로로-2-메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탄올을 생성하였다.
MS(CI) C

13

H

12

ClN

3

O

2

m/z 262 (MH

+

), 218

파트 D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교반 막대, 2-(4-클로로-2-메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탄올 (3.9 g, 14.9 mm
ol), 디클로로메탄 (125 mL),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50%, 125 mL), 벤질트리메틸암모니움 클로라이드 (0.55 g, 0.0
03 mmol)를 채우고 주위 온도에서 강하게 교반하였다. 이 혼합물에 신나밀 브롬화물 (8.8 g, 44.71 mmol)를 고체로
가하였다. 45 분 후 용액이 맑아졌으며 반응이 종결되었다. 용액을 200 mL의 빙수에 붓고 유기 분획을 분리하여 제
거하였다. 수용액을 디클로로메탄으로 4회 추출하였다. 유기 층을 합하고, 염수로 세척하고, 무수 소디움 설페이트로
건조하고 감압 하에서 농축하였다. 생성된 주황색 오일을 디클로로메탄 후 98/2 디클로로메탄/메탄올로 용리하는 실
리카 겔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였다. 생성된 오일을 에틸에테르로 연화하고, 생성된 고체를 여과하여 수집하고, 건
조하여 4.22 g의 4-클로로-2-메틸-1-(2-{[(2E)-3-페닐프로프-2-에닐]옥시}에틸)-1H-이미다조 [4,5-c]퀴놀린
의 백색 고체를 생성하였다.
MS(CI) C

22

H

20

ClN

3

O m/z 378 (MH

+

), 262, 228

파트 E
4-클로로-2-메틸-1-(2-{[(2E)-3-페닐프로프-2-에닐]옥시}에틸)-1H-이미다조[ 4,5-c]퀴놀린 (2.12 g, 5.61 m
mol)을 암모니아/메탄올 용액(7%, 70 mL)과 가압 용기 안에서 합하여 150 ℃로 16.5 시간 동안 가열하고 주위 온도
로 냉각하였다. 분석 결과 반응이 불완전 하였다. 용액을 감압 하에서 ~ 10 mL 로 농축하고, 암모니아/메탄올 용액(7
%, 50 mL)로 희석하고 반응을 종결하기 위해 가압 용기 안에서 150 ℃로 8.5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용액을 디클로
로메탄 및 포화 탄산수소나트륨 사이에 분배하고 유기 층을 제거하였다. 수용액 층을 염화 나트륨으로 포화시키고 디
클로로메탄으로 3 회 추출하였다. 유기 분획을 합하고, 무수 황산나트륨으로 건조하고, 감압 하에서 농축하였다. 생성
된 갈색 고체를 메탄올에서 재결정화 하여 0.963 g의 2-메틸-1-(2-{[(2E)-3-페닐프로프-2-에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의 백색 고체를 생성하였다. m.p. 111.8 - 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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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46
2-메틸-1-{2-[(3-페닐프로프-2-이닐)옥시]에틸}-6,7,8,9-테트라히드로-1H-이 미다조[4,5-c]퀴놀린-4-아민

파트 A
실시예 115 파트 C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4-아미노기를 2-(2-메틸-5-옥시도-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틸 아세테이트 (8.47 g, 29.71 mmol)에 도입하였다. 생성된 갈색 오일을 아세토니트릴로 연마하여 정제하고
건조시켜서 3.583 g의 2-(4-아미노-2-메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틸 아세테이트를 황갈색 고형물
로 생성하였다.
MS (CI) C

15

H

16

ClN

4

O

2

m/z 285 (MH

+

), 270, 199

파트 B
파르 플라스크를 2-(4-아미노-2-메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틸 아세테이트 (3.61 g, 12.64 mmol),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 (50 mL)로 채워 넣고, 질소로 세정하였다. 이 용액에 산화 백금 (IV) (0.5 g)을 첨가하였다. 주
변 온도에서 13일 동안 수소화한 후 반응이 종결되었음을 평가하였다. 용액을 여과시키고, 휘발물을 감압 하에서 제
거하였다. 생성된 갈색 오일을 디클로로메탄과 포화 탄산수소나트륨 사이에서 ~pH 8로 분배하였다. 층을 분리하였
다. 수층을 디클로로메 탄으로 4회 추출하였다. 유기 분획물을 합하고, 무수 황산나트륨으로 건조시키고, 감압 하에서
농축시켰다. 생성된 백색 고형물을 에틸 아테세이트/메탄올 (9/1)로부터 재결정화시켜 정제하고, 건조시켜서 0.98 g
의 2-(4-아미노-2-메틸-6,7,8,9-테트라히드로-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탄올을 백색 고형물로 생성하
였다.
MS (CI) C

13

H

18

N

4

O m/z 247 (MH

+

), 203

파트 C
실시예 1 파트 A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2-(4-아미노-2-메틸-6,7,8,9-테트라히드로-1H-이미다조[4,5-c]
퀴놀린-1-일)에탄올 (0.763 g, 3.098 mmol)을 프로파르길 브롬화물 (톨루엔 중 80%, 1.1 mL, 9.29 mmol)과 반응
시켜서 0.42 g의 2-메틸-1-[2-(프로프-2-이닐옥시)에틸]-6,7,8,9-테트라히드로-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갈색 오일로 생성하였다.
MS (CI) C

16

H

20

N

4

O m/z 285 (MH

+

), 247, 183

파트 D
실시예 12 파트 A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2-메틸-1-[2-(프로프-2-이닐옥시)에틸]-6,7,8,9-1H-이미다조[4
,5-c]퀴놀린-4-아민 (0.396 g, 1.392 mmol)을 주변 온도에서 요오드벤젠 (0.17 mL, 1.532 mmol)과 반응시켰다.

- 92 -

공개특허 10-2004-0028691
18시간 후 반응은 불완전하였다. 용액을 50℃에서 3시간 동안 가열하여 반응이 종결되도록 하였다. 휘발물을 감압
하에서 제거하였따. 생성된 오일을 디클 로로메탄과 4%의 탄산수소나트륨 수용액 사이에 분배하고, 유기층을 제거하
였다. 수층을 디클로로메탄으로 3회 추출하였다. 유기 분획을 합하고, 무수 황산나트륨으로 건조시키고, 휘발물을 감
압 하에서 제거하였다. 생성된 오일을 실리가 겔 상에서 크로마토그래피하였다 (95/5 디클로로메탄/메탄올). 생성된
백색 고형물을 디클로로메탄 (2 mL) 중에서 용해시키고, 에테르 중 1M HCl (2 ml)과 반응시켰다. 휘발물을 감압 하
에서 제거하고, 생성된 고형물을 메탄올로부터 재결정화시켜서 0.1089g의 2-메틸-1-{2-[(3-페닐프로-2-이닐)옥
시]에틸}-6,7,8,9-테트라히드로-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염산) 1.9 를 황갈색 고형물로 생성하였다.

사람 세포 중에서 사이토카인의 유도
사이토카인 유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관내 사람 혈액 세포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활성은 문헌 [Testerman et. al.
, In 'Cytokine Induction by the Imunomodulators Imiquimod and S-27609,' Journal of Leukocyte Biology, 58,
365-372 (September, 1995)]에 기술된 배양 배지 중으로 분비되는 인터페론 및 종양 괴사 인자 (α) (각각, IFN 및
TNF)의 측정에 기초하였다.
배양을 위한 혈액 세포의 준비
건강한 사람 공여자로부터 전체 혈액을 EDTA 배큐테이너(vacutainer) 튜브 중으로 정맥천자로 수집하였다. 말초 혈
액 단핵구 세포 (PBMC)를 Histopaque
-1077을 사용한 밀도 구배 원심분리에 의해 전체 혈액과 분리하였다. PB
MC를 행크 (Hank) 균형 염용액으로 2회 세척한 후, RPMI 완전배지 중에 3-4x10 6 세포/mL로 현탁하였다. PBMC
현탁액을 시험 화합물을 함유한 RPMI 완전 배지의 동량 부피를 함유한 48웰 평평 바닥의 멸균된 조직 배양 플레이트
(Costar, Cambridge, MA or Becton Dickinson Labware, Lincoln Park, NJ)에 첨가하였다.
화합물 제조
화합물을 디메틸 술폭사이드 (DMSO) 중에 가용화시켰다. DMSO 농도는 배양 웰 중으로 첨가되기 위해서 최종 농도
1%를 넘지 않아야 한다.
배양
시험 화합물의 용액을 RPMI 완전배지를 함유한 첫 번째 웰에 60μM로 첨가하고, 웰에서 3번 연속 희석을 수행하였
다. 이후, PBMC 현탁액을 웰 중에 동일한 부피로 첨가하고, 시험 화합물의 농도가 목적한 범위 (0.12 내지 30μM)가
되도록 하였다. PBMC 현탁액의 최종 농도는 1.5-2X10 6 세포/mL이었다. 플레이트를 멸균한 플라스틱 뚜껑으로 덮
고, 부드럽게 혼합한 후, 5% 이산화탄소 분위기 중에서 37℃에서 18 내지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분리
배양 후, 플레이트를 1000rpm (~200xg)에서 5~10분 동안 4℃에서 교반하였 다. 세포가 없는 배양 현탁액을 멸균
폴리프로필렌 피펫으로 제거하고, 멸균 폴리프로필렌 튜브 중으로 옮겼다. 샘플을 분석할 때까지 -30 내지 -70℃에
서 유지하였다. 샘플의 인터페론 (α) 및 종양 괴사 인자 (α)를 ELISA로 분석하였다.
ELISA 분석에 의한 인터페론 (α) 및 종양 괴사 인자 (α)
인터페론 (α)의 농도를 Human Multi-Species 키트 (PBL Biomedical Laboratories, New Brunswick, NJ)을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종양 괴사 인자 (α) 농도를 ELISA 키트 (Genzyme, Cambridge, MA; Ramp;D Systems, Minneapolis, MN; 또는 P
harmingen, San Diego, CA.로부터 구입가능)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결과를 pg/mL로 나타내었다.
하기 표는 각각의 화합물이 인터페론을 유도하는 것으로 관측된 가장 낮은 농도 및 종양 괴사 인자를 유도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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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측된 가장 낮은 농도를 열거한다. '*'는 시험된 어떠한 농도에서도 유도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일반적
으로 가장 높은 농도는 10 또는 30μM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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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기 화학식 I의 화합물 또는 그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화학식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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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에서,
X 는 -CHR
R

1

3

, -CHR

3

-알킬 또는 -CHR

은 -알케닐, -아릴, -R

3

-알케닐;

-아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됨;

4

R 2 는 -수소, -알킬, -알케닐,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알킬-Y-알킬, -알킬-Y-알케닐, -알킬-Y-아
릴; 및 -OH, -할로겐, -N(R 3 ) 2 , -CO-N(R 3 ) 2 , -CO-C 1-10 알킬, -CO-O-C 1-10 알킬, -N 3 , -아릴, -헤
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CO-아릴 및 -CO-헤테로아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치환기로 치
환된 알킬 또는 알케닐;
R

4

는 알킬 또는 알케닐로, 둘 다 하나 이상의 -O-기가 개입될 수 있음;

각각의 R

3

는 독립적으로 H 또는 C

1-10

각각의 Y 는 독립적으로 -O- 또는 -S(O)

알킬;
0-2

;

n 은 0 내지 4;
각각의 R 은 C
선택됨)

1-10

알킬, C

1-10

알콕시, 히드록시, 할로겐 및 트리플루오로메틸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R

1

이 -알킬-아릴인 화합물 또는 염.

1

이 -(CH

2

)

0-3

-페닐인 화합물 또는 염.

1

이 -(CH

2

)

0-3

-치환된 페닐인 화합물 또는 염.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R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R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X가 -CH(알킬)(알킬)로, 상기 알킬기가 동일하거나 또는 상이한 화합물 또는 염.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X가 -CH

2

-CH

2

-인 화합물 또는 염.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X가 -CH(C

2

H

5

)(CH

2

)-인 화합물 또는 염.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R

2

가 H인 화합물 또는 염.

2

가 알킬인 화합물 또는 염.

2

가 -알킬-O-알킬인 화합물 또는 염.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R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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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하기 화학식 (II)의 화합물 또는 그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화학식 II>

(상기 식에서,
X 는 -CHR
R

10

3

-, -CHR

3

-알킬 또는 -CHR

3

-알케닐;

은 -H, -알킬, -알케닐 및 -아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됨;

R 2 는 -수소, -알킬, -알케닐,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알킬-Y-알킬, -알킬-Y-알케닐, -알킬-Y-아
릴, 및 -OH, -할로겐, -N(R 3 ) 2 , -CO-N(R 3 ) 2 , -CO-C 1-10 알킬, -CO-O-C 1-10 알킬, -N 3 , -아릴, -헤
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CO-아릴 및 - CO-헤테로아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치환기로 치
환된 -알킬 또는 알케닐;
n 은 0 내지 4;
각각의 Y 는 독립적으로 -O- 또는 -S(O)

0-2

각각의 R

알킬; 및

3

는 독립적으로 H 또는 C

각각의 R 은 C
선택됨)

1-10

알킬, C

1-10

1-10

;

알콕시, 히드록시, 할로겐 및 트리플루오로메틸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R

10

이 아릴인 화합물 또는 염.

10

인 -(CH

2

)

0-3

-페닐인 화합물 또는 염.

10

이 -(CH

2

)

0-3

-치환된 페닐인 화합물 또는 염.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R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R

청구항 15.
제11항에 있어서, X가 -CH(알킬)(알킬)로, 상기 알킬기가 동일하거나 또는 상이한 화합물 또는 염.

청구항 16.
제11항에 있어서, X가 -CH

2

-CH

2

-인 화합물 또는 염.

청구항 17.
제11항에 있어서, X가 -CH(C

2

H

5

)(CH

2

)-인 화합물 또는 염.

청구항 18.
제11항에 있어서, R

2

가 H인 화합물 또는 염.

2

가 알킬인 화합물 또는 염.

청구항 19.
제11항에 있어서, R

청구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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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R

2

가 알킬-O-알킬인 화합물 또는 염.

청구항 21.
하기 화학식 (III)의 화합물 또는 그의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화학식 III>

(상기 식에서,
X 는 -CHR
R

1

3

, -CHR

3

-알킬 또는 -CHR

은 -아릴, -알케닐, -R

4

3

-알케닐;

-아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됨;

R 2 는 -수소, -알킬, -알케닐,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알킬-Y- 알킬, -알킬-Y-아릴, -알킬-Y-알케
닐; 및 -OH, -할로겐, -N(R 3 ) 2 , -CO-N(R 3 ) 2 , -CO-C 1-10 알킬, -CO-O-C 1-10 알킬, -N 3 , -아릴, -헤
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CO-아릴 및 -CO-헤테로아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치환기로 치
환된 -알킬 또는 알케닐;
R

4

는 알킬 또는 알케닐로, 둘 다 하나 이상의 -O-기가 개입될 수 있음;

각각의 R

3

는 독립적으로 H 또는 C

1-10

각각의 Y 는 독립적으로 -O- 또는 -S(O)

알킬;
0-2

;

n 은 0 내지 4;
각각의 R 은 C
선택됨)

1-10

알킬, C

1-10

알콕시, 히드록시, 할로겐 및 트리플루오로메틸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R

1

이 -(CH

2

가 H 또는 알킬인 화합물 또는 염.

2

가 -알킬-O-알킬인 화합물 또는 염.

2

)

0-3

-치환된 페닐인 화합물 또는 염.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R

청구항 24.
제21항에 있어서, R

청구항 25.
하기 화학식 (IV)의 화합물 또는 그의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화학식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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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에서,
X 는 -CHR
R

10

3

-, -CHR

3

-알킬 또는 -CHR

3

-알케닐;

은 -H, -알킬, -알케닐 및 -아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됨;

R 2 는 -수소, -알킬, -알케닐,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알킬-Y-알킬, -알킬-Y-아릴, -알킬-Y-알케
닐 및 -OH, -할로겐, -N(R 3 ) 2 , -CO-N(R 3 ) 2 , -CO-C 1-10 알킬, -CO-O-C 1-10 알킬, -N 3 , -아릴, -헤테
로아릴, -헤테로시클릴, -CO-아릴 및 -CO-헤테로아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치환기로 치환된
-알킬 또는 알케닐;
각각의 R

3

는 독립적으로 H 또는 C

1-10

각각의 Y 는 독립적으로 -O- 또는 -S(O)

알킬;
0-2

;

n 은 0 내지 4;
각각의 R 은 C
선택됨)

1-10

알킬, C

1-10

알콕시, 히드록시, 할로겐 및 트리플루오로메틸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청구항 26.
치료적 유효량의 제1항의 화합물 또는 염 및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를 포함하는 제약학적 조성물.

청구항 27.
치료적 유효량의 제11항의 화합물 또는 염 및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를 포함하는 제약학적 조성물.

청구항 28.
치료적 유효량의 제21항의 화합물 또는 염 및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를 포함하는 제약학적 조성물.

청구항 29.
치료적 유효량의 제1항의 화합물 또는 염을 동물에게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동물에서 사이토카인 생합성을 유도하
는 방법.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사이토카인이 IFN-α인 방법.

청구항 31.
치료적 유효량의 제11항의 화합물 또는 염을 동물에게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동물에서 사이토카인 생합성을 유도
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사이토카인이 IFN-α인 방법.

청구항 33.
치료적 유효량의 제1항의 화합물 또는 염을 동물에게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동물에서 바이러스성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

청구항 34.
치료적 유효량의 제1항의 화합물 또는 염을 동물에게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동물에서 종양성 질환을 치료하는 방
법.

청구항 35.
치료적 유효량의 제11항의 화합물 또는 염을 동물에게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동물에서 바이러스성 질환을 치료하
는 방법.

청구항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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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적 유효량의 제11항의 화합물 또는 염을 동물에게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동물에서 종양성 질환을 치료하는 방
법.

청구항 37.
치료적 유효량의 제21항의 화합물 또는 염을 동물에게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동물에서 사이토카인 생합성을 유도
하는 방법.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사이토카인이 IFN-α인 방법.

청구항 39.
치료적 유효량의 제21항의 화합물 또는 염을 동물에게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동물에서 바이러스성 질환을 치료하
는 방법.

청구항 40.
치료적 유효량의 제21항의 화합물 또는 염을 동물에게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동물에서 종양성 질환을 치료하는 방
법.

청구항 41.
하기 화학식 (V)의 화합물 또는 그의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화학식 V>

(상기 식에서,
X 는 -CHR
R

1

3

, -CHR

3

-알킬 또는 -CHR

은 -아릴, -알케닐, -R

4

-아릴, -(CH

3

-알케닐;

2

)

1-10

-C≡C-R

10

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됨;

R 2 는 -수소, -알킬, -알케닐,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알킬-Y-알킬, -알킬-Y-알케닐, -알킬-Y-아
릴; 및 -OH, -할로겐, -N(R 3 ) 2 , -CO-N(R 3 ) 2 , -CO-C 1-10 알킬, -CO-O-C 1-10 알킬, -N 3 , -아릴, -헤
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CO-아릴 및 -CO-헤테로아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치환기로 치
환된 알킬 또는 알케닐;
R

4

는 알킬 또는 알케닐로, 하나 이상의 -O-기가 개입될 수 있음;

각각의 R
R

10

3

는 독립적으로 H 또는 C

1-10

알킬;

은 H, 알킬, 알케닐 및 아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됨;

각각의 Y 는 독립적으로 -O- 또는 -S(O)
각각의 R 은 C
선택됨)

1-10

알킬, C

1-10

0-2

;

알콕시, 히드록시, 할로겐 및 트리플루오로메틸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청구항 42.
하기 화학식 (VI)의 화합물 또는 그의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화학식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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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에서,
X 는 -CHR
R

1

3

, -CHR

3

-알킬 또는 -CHR

은 -아릴, -알케닐, -R

4

-아릴, -(CH

3

-알케닐;

2

)

1-10

-C≡C-R

10

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됨;

R 2 는 -수소, -알킬, -알케닐,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알킬-Y- 알킬, -알킬-Y-알케닐, -알킬-Y-아
릴; 및 -OH, -할로겐, -N(R 3 ) 2 , -CO-N(R 3 ) 2 , -CO-C 1-10 알킬, -CO-O-C 1-10 알킬, -N 3 , -아릴, -헤
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CO-아릴 및 -CO-헤테로아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치환기로 치
환된 -알킬 또는 알케닐;
R

4

는 알킬 또는 알케닐로, 모두 하나 이상의 -O-기가 개입될 수 있음;

각각의 R
R

10

3

는 독립적으로 H 또는 C

1-10

알킬;

은 H, 알킬, 알케닐 및 아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됨;

각각의 Y 는 독립적으로 -O- 또는 -S(O)

0-2

;

n 은 0 내지 4;
각각의 R 은 C
선택됨)

1-10

알킬, C

1-10

알콕시, 히드록시, 할로겐 및 트리플루오로메틸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청구항 43.
하기 화학식 (VII)의 화합물 또는 그의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화학식 VII>

(상기 식에서,
X 는 -CHR

3

, -CHR

3

-알킬 또는 -CHR

-알케닐;

2

)

R

1

은 -아릴, -알케닐, -R

R

4

는 알킬 또는 알케닐로, 모두 하나 이상의 -O-기가 개입될 수 있음;

각각의 R
R

10

3

4

-아릴, -(CH

3

는 독립적으로 H 또는 C

1-10

1-10

-C≡C-R

10

알킬;

은 H, 알킬, 알케닐 및 아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됨;

n 은 0 내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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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R 은 C
선택됨)

1-10

알킬, C

1-10

알콕시, 히드록시, 할로겐 및 트리플루오로메틸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청구항 44.
하기 화학식 (VIII)의 화합물 또는 그의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화학식 VIII>

(상기 식에서,
X 는 -CHR
R

1

3

, -CHR

3

-알킬 또는 -CHR

은 -아릴, -알케닐, -R

4

-아릴, -(CH

3

-알케닐;

2

)

1-10

-C≡C-R

10

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됨;

R 2 는 -수소, -알킬, -알케닐,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알킬-Y-알킬, -알킬-Y-알케닐, -알킬-Y-아
릴; 및 -OH, -할로겐, -N(R 3 ) 2 , -CO-N(R 3 ) 2 , -CO-C 1-10 알킬, -CO-O-C 1-10 알킬, -N 3 , -아릴, -헤
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CO-아릴 및 -CO-헤테로아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치환기로 치
환된 -알킬 또는 알케닐;
R

4

는 알킬 또는 알케닐로, 모두 하나 이상의 -O-기가 개입될 수 있음;

각각의 R
R

10

3

는 독립적으로 H 또는 C

1-10

알킬;

은 H, 알킬, 알케닐 및 아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됨;

각각의 Y 는 독립적으로 -O- 또는 -S(O)

0-2

;

n 은 0 내지 4;
각각의 R 은 C
선택됨;
R

7

1-10

알킬, C

1-10

알콕시, 히드록시, 할로겐 및 트리플루오로메틸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은 tert-부틸 또는 벤질)

청구항 45.
하기 화학식 (IX)의 화합물 또는 그의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화학식 IX>

(상기 식에서,
X 는 -CHR

3

, -CHR

3

-알킬 또는 -CHR

3

-알케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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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1

은 -아릴, -알케닐, -R

4

-아릴, -(CH

2

)

1-10

-C≡CH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됨;

R 2 는 -수소, -알킬, -알케닐,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알킬-Y-알킬, -알킬-Y-알케닐, -알킬-Y-아
릴; 및 -OH, -할로겐, -N(R 3 ) 2 , -CO-N(R 3 ) 2 , -CO-C 1-10 알킬, -CO-O-C 1-10 알킬, -N 3 , -아릴, -헤
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CO-아릴 및 -CO-헤테로아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치환기로 치
환된 -알킬 또는 알케닐;
R

4

는 알킬 또는 알케닐로, 모두 하나 이상의 -O-기가 개입될 수 있음;

각각의 R

3

는 독립적으로 H 또는 C

1-10

각각의 Y 는 독립적으로 -O- 또는 -S(O)

알킬;
0-2

;

n 은 0 내지 4;
각각의 R 은 C
선택됨)

1-10

알킬, C

1-10

알콕시, 히드록시, 할로겐 및 트리플루오로메틸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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