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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화학식 I의 화합물 및 그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에 관한 것이다:

화학식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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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에서,

R1, R2, R3 및 R4는 상세한 설명 및 청구의 범위에서 정의한 바와 같다.

상기 화합물은 당뇨병, 특히 비인슐린 의존 진성 당뇨병, 및 손상된 글루코스 내성과 같은 DPP-IV와 관련된 질환의 치료

및/또는 예방에 유용하다.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기 화학식 I의 화합물 또는 그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화학식 I

상기 식에서,

R1은 -C(O)-N(R5)R6 또는 -N(R5)R6이고;

R2, R3 및 R4는 각각 수소, 할로겐, 하이드록시, C1-6 알킬, C1-6 알콕시 또는 C2-6 알케닐이고, 이 때 C1-6 알킬, C1-6 알

콕시 및 C2-6 알케닐은 C1-6 알콕시카보닐, 아릴 또는 헤테로사이클릴로 치환될 수 있고;

R5는 수소, C1-6 알킬, 할로겐화 C1-6 알킬 또는 C3-6 사이클로알킬이고;

R6은 C1-6 알킬설포닐, 할로겐화 C1-6 알킬설포닐, C3-6 사이클로알킬설포닐, C1-6 알킬카보닐, 할로겐화 C1-6 알킬카보

닐 또는 C3-6 사이클로알킬카보닐이거나; 또는

R5 및 R6은 이들이 연결된 질소 원자와 함께 질소, 산소 및 황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추가의 헤테로원자를 포함

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4, 5, 6 또는 7원 포화 또는 불포화 헤테로사이클릭 고리를 형성하고, 이 때 헤테로사이클릭 고리는

독립적으로 C1-6 알킬, 할로겐화 C1-6 알킬, 옥소, 디옥소 및/또는 시아노로 모노-치환, 디-치환 또는 트리-치환될 수 있

다.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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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R1이 -C(O)-N(R5)R6인 화합물.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R1이 -N(R5)R6인 화합물.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R2, R3 및 R4가 각각 수소, 하이드록시 또는 C1-6 알콕시인 화합물.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R2가 C1-6 알콕시인 화합물.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R3이 C1-6 알콕시인 화합물.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R4가 수소인 화합물.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R5가 수소, C1-6 알킬 또는 할로겐화 C1-6 알킬인 화합물.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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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R6이 C1-6 알킬설포닐, C1-6 알킬카보닐 또는 C3-6 사이클로알킬카보닐인 화합물.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R5 및 R6이 이들이 연결된 질소 원자와 함께 고리중에 황 원자 및 산소 원자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추가의 헤테로

원자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4, 5, 6 또는 7원 포화 또는 불포화 헤테로사이클릭 고리를 형성하고, 이 때 상기 헤테로

사이클릭 고리가 독립적으로 C1-6 알킬, 할로겐화 C1-6 알킬, 옥소, 디옥소 및/또는 시아노로 모노-치환 또는 디-치환될

수 있는 화합물.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R5 및 R6이 이들이 연결된 질소 원자와 함께 피롤리딘, 피롤리딘-2-온, 4-메틸-피롤리딘-2-온, 4-에틸-피롤리딘-2-

온, 3-메틸-피롤리딘-2-온, 5-메틸-피롤리딘-2-온, 4-플루오로-메틸-피롤리딘-2-온, 피롤리딘-2-카보니트릴, 피페

리딘, 피페리딘-2-온, 4-메틸-피페리딘-2-온, 5-메틸-피페리딘-2-온, 5,6-디하이드로-1H-피리딘-2-온, 티아졸리딘

-3-일, 1,1-디옥소-1,2-티아졸리딘-2-일, 1,1-디옥소[1,2]티아지난-2-일, 아제티딘, 아제판-2-온, 옥사졸리딘-2-

온, 5-메틸-옥사졸리딘-2-온, 5-플루오로메틸-옥사졸리딘-2-온 또는 [1,3]옥사지난-2-온을 형성하는 화합물.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피롤리딘

-1-일-메타논,

(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티아졸리

딘-3-일-메타논,

(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아제티딘

-1-일-메타논,

(SS)-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카보

닐)-피롤리딘-2-카보니트릴,

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피페리

딘-2-온,

(-)-(S,S,S)-1-(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피페리

딘-2-온,

(+)-(R,R,R)-1-(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피페

리딘-2-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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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메

틸-피페리딘-2-온,

(RS,RS,RS)-1-(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피롤리

딘-2-온,

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메

틸-피롤리딘-2-온,

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에

틸-피롤리딘-2-온,

(RS,RS,RS)-1-(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5,6-디

하이드로-1H-피리딘-2-온,

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아제판

-2-온,

(RS,RS,RS)-3-(1,1-디옥소-1,2-티아졸리딘-2-일)-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

이소퀴놀린-2-일아민,

(RS,RS,RS)-3-(1,1-디옥소[1,2]티아지난-2-일)-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

소퀴놀린-2-일아민,

(S,S,S)-3-(1,1-디옥소[1,2]티아지난-2-일)-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

놀린-2-일아민,

(SR)-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

4-메틸-피롤리딘-2-온,

(RS,RS,RS,RS)-1-(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

메틸-피롤리딘-2-온,

(R)-1-((S,S,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메

틸-피롤리딘-2-온,

(S)-1-((R,R,R)-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메

틸-피롤리딘-2-온,

(S,S,S,S)-1-(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메틸-

피롤리딘-2-온,

(R,R,R,R)-1-(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메틸-

피롤리딘-2-온,

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플

루오로메틸-피롤리딘-2-온,

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5-메

틸-피페리딘-2-온,

(RS,RS,RS)-N-(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프로피

온아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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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RS,RS)-N-(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부티르

아미드,

사이클로프로판카복실산((2RS,3RS,11b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

a]이소퀴놀린-3-일)-아미드,

(SR)-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

4-플루오로메틸-피롤리딘-2-온,

(RS,RS,RS,RS)-1-(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

플루오로메틸-피롤리딘-2-온,

(S)-1-((2S,3S,11b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

4-플루오로메틸-피롤리딘-2-온,

(R)-1-((2S,3S,11b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

4-플루오로메틸-피롤리딘-2-온,

3-((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옥사졸

리딘-2-온,

3-((2RS,3RS,11b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

[1,3]옥사지난-2-온,

1-((2RS,3RS,11b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

5-메틸-피롤리딘-2-온,

3-((2RS,3RS,11b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

5-플루오로메틸-옥사졸리딘-2-온,

1-((2RS,3RS,11b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

3-메틸-피롤리딘-2-온, 및

3-((2RS,3RS,11b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

5-메틸-옥사졸리딘-2-온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화합물 또는 그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티아졸리

딘-3-일-메타논,

(-)-(S,S,S)-1-(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피페리

딘-2-온,

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메

틸-피롤리딘-2-온,

(RS,RS,RS)-1-(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5,6-디

하이드로-1H-피리딘-2-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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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3-(1,1-디옥소[1,2]티아지난-2-일)-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

놀린-2-일아민,

(R)-1-((S,S,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메

틸-피롤리딘-2-온,

(S,S,S,S)-1-(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메틸-

피롤리딘-2-온,

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5-메

틸-피페리딘-2-온,

(S)-1-((2S,3S,11b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

4-플루오로메틸-피롤리딘-2-온,

(R)-1-((2S,3S,11b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

4-플루오로메틸-피롤리딘-2-온, 및

3-((2RS,3RS,11b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

5-메틸-옥사졸리딘-2-온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화합물 또는 그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청구항 14.

하기 화학식 A의 화합물을 하기 화학식 I의 화합물로 전환시킴을 포함하는, 제 1 항 내지 제 13 항중 어느 한 항에 따른 화

학식 I의 화합물의 제조방법:

화학식 A

화학식 I

상기 식에서,

R1, R2, R3 및 R4는 제 1 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고;

P는 적합한 아미노 보호기이다.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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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내지 제 13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제 14 항에 따른 방법에 의해 제조되는 화합물.

청구항 16.

제 1 항 내지 제 13 항중 어느 한 항에 따른 화합물 및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 또는 보조제를 포함하는, β-세포를 보

호하거나 당뇨병, 비인슐린 의존 진성 당뇨병, 손상된 글루코스 내성, 염증성 내장 질환, 궤양성 대장염, 국한성 회장염, 고

혈압, 이뇨제가 유리한 효과를 갖는 질환, 비만 및 물질대사 증후군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DPP-IV와 관련된 질

환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한 약학 조성물.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제 1 항 내지 제 13 항중 어느 한 항에 따른 화합물을 인간을 제외한 동물에게 투여함을 포함하는, β-세포를 보호하거나

당뇨병, 비인슐린 의존 진성 당뇨병, 손상된 글루코스 내성, 염증성 내장 질환, 궤양성 대장염, 국한성 회장염, 고혈압, 이뇨

제가 유리한 효과를 갖는 질환, 비만 및 물질대사 증후군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DPP-IV와 관련된 질환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방법.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신규한 피리도[2,1-a]이소퀴놀린 유도체, 그의 제조방법 및 약제로서 그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화학식 I의 화합물 및 그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에 관한 것이다:

등록특허 10-0730867

- 8 -



화학식 I

상기 식에서,

R1은 -C(O)-N(R5)R6 또는 -N(R5)R6이고;

R2, R3 및 R4는 각각 수소, 할로겐, 하이드록시, 저급 알킬, 저급 알콕시 또는 저급 알케닐이고, 이 때 저급 알킬, 저급 알콕

시 및 저급 알케닐은 저급 알콕시카보닐, 아릴 또는 헤테로사이클릴로 치환될 수 있고;

R5는 수소, 저급 알킬, 할로겐화 저급 알킬 또는 사이클로알킬이고;

R6은 저급 알킬설포닐, 할로겐화 저급 알킬설포닐, 사이클로알킬설포닐, 저급 알킬카보닐, 할로겐화 저급 알킬카보닐 또는

사이클로알킬카보닐이거나; 또는

R5 및 R6은 이들이 연결된 질소 원자와 함께 질소, 산소 및 황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추가의 헤테로원자를 포함

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4, 5, 6 또는 7원 포화 또는 불포화 헤테로사이클릭 고리를 형성하고, 이 때 헤테로사이클릭 고리는

독립적으로 저급 알킬, 할로겐화 저급 알킬, 옥소, 디옥소 및/또는 시아노로 모노-치환, 디-치환 또는 트리-치환될 수 있

다.

배경기술

효소 디펩티딜 펩티다제 IV(EC.3.4.14.5, 하기에서 DPP-IV로 약칭됨)는 다수의 호르몬의 활성을 조절하는데 사용된다.

특히, DPP-IV는 펩티드 1 등의 글루카곤(GLP-1)을 효율적이고 급속하게 퇴화시키고, 이는 인슐린 제조 및 분비의 가장

중요한 자극제중의 하나이다. DPP-IV의 억제는 내생적인 GLP-1의 효과를 증가시키고, 높은 플라즈마 인슐린 농도를 야

기시킨다. 손상된 글루코스 내성 및 타입 2의 진성 당뇨병으로부터 고통받는 환자중에서, 높은 플라즈마 인슐린 농도는 위

험한 하이퍼글리캐미아(hyperglycaemia)를 억제하므로써 조직 손상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결과적으로, DPP-IV 억제제

는 손상된 글루코스 내성 및 타입 2의 진성 당뇨병의 치료를 위한 추천 약제로서 제시되고 있다(예컨대, 빌하워(Villhauer)

의 국제공개공보 WO98/19998 참조). 다른 관련된 기술 상태는 WO99/38501, DE19616486, DE19834591, WO01/

40180, WO01/55105, US6110949, WO00/34241 및 US6011155에서 찾을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자들은 매우 효과적으로 플라즈마 글루코스 수준을 저하시키는 신규한 DPP-IV 억제제를 발견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발명의 화합물은 당뇨병, 특히 비인슐린 의존 진성 당뇨병, 및/또는 손상된 글루코스 내성뿐만 아니라 다른 증상의 치료

및/또는 예방에 유용하고, 여기서 DPP-IV에 의해 보통 비활성화된 펩티드의 활성의 확대는 치료학적인 장점을 제공한다.

놀랍게도, 본 발명의 화합물은 또한 β-세포의 보호, 또는 비만, 염증성 내장 질환, 궤양성 대장염(Colitis Ulcerosa), 국한

성 회장염(Morbus Crohn: 크론병) 및/또는 물질대사 증후군의 치료 및/또는 예방에 사용될 수 있다. 더욱이, 본 발명의 화

합물은 이뇨제로서, 그리고 고혈압의 치료 및/또는 예방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예상치않게, 본 발명의 화합물은 예컨대

약물동력학과 생체이용률의 관계와 같이 당해 분야에 공지된 다른 DPP-IV 억제제에 비해 개선된 치료학적 및 약리학적

성질을 나타낸다.

다른 규정이 없는한, 하기 정의는 본 발명을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각종 용어의 의미 및 범주를 예시하고 정의하는 것으로

나타낸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저급"이란 용어는 1 내지 6, 바람직하게 1 내지 4개의 탄소 원자(들)로 이루어지는 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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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겐"이란 용어는 불소, 염소, 브롬 및 요오드이고, 불소, 브롬 및 염소가 바람직하다. 가장 바람직한 할로겐은 불소이

다.

"알킬"이란 용어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기와 결합하여 1 내지 20개의 탄소 원자, 바람직하게 1 내지 16개의 탄소 원자, 보

다 바람직하게 1 내지 10개의 탄소 원자의 분지쇄 또는 직쇄 1가 포화 지방족 탄화수소 라디칼을 지칭한다.

"저급 알킬"이란 용어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기와 결합하여 1 내지 6개의 탄소 원자, 바람직하게 1 내지 4개의 탄소 원자의

분지쇄 또는 직쇄 1가 알킬 라디칼을 지칭한다. 이 용어는 또한 메틸, 에틸, n-프로필, 이소프로필, n-부틸, s-부틸, 이소

부틸, t-부틸, n-펜틸, 3-메틸부틸, n-헥실, 2-에틸부틸 등의 라디칼로 예시된다. 바람직한 저급 알킬 잔기는 메틸 및 에

틸이고, 메틸이 특히 바람직하다.

"할로겐화 저급 알킬"이란 용어는 저급 알킬 기를 지칭하고, 저급 알킬 기의 수소중 하나 이상은 할로겐 원자, 바람직하게

플루오로 또는 클로로, 가장 바람직하게 플루오로로 치환된다. 이들중에서 바람직한 할로겐화 저급 알킬 기는 트리플루오

로메틸, 디플루오로메틸, 플루오로메틸 및 클로로메틸이고, 플루오로메틸이 특히 바람직하다.

"알콕시"란 용어는 기 R'-O-를 지칭하고, 이 때 R'은 알킬이다. "저급 알콕시"란 용어는 기 R'-O-를 지칭하고, 여기서 R'은

저급 알킬이다. 저급 알콕시 기의 예로는 예컨대 메톡시, 에톡시, 프로폭시, 이소프로폭시, 부톡시, 이소부톡시 및 헥실옥

시이고, 메톡시가 특히 바람직하다.

"저급 알콕시카보닐"이란 용어는 기 R'-O-C(O)-를 지칭하고, 이 때 R'은 저급 알킬이다.

"아릴"이란 용어는 페닐 또는 나프틸과 같은 방향족 1가 모노카보사이클릭 또는 폴리카보사이클릭 라디칼을 지칭하고, 이

는 독립적으로 저급 알킬, 저급 알콕시, 할로, 시아노, 아지도, 아미노, 디-저급 알킬 아미노 또는 하이드록시에 의해 선택

적으로 모노-치환, 디-치환 또는 트리-치환된다.

"사이클로알킬"이란 용어는 3 내지 6, 바람직하게 3 내지 5개의 탄소 원자의 1가 카보사이클릭 라디칼을 지칭한다. 이 용

어는 또한 사이클로프로필, 사이클로부틸, 사이클로펜틸 및 사이클로헥실과 같은 라디칼로 예시되고, 사이클로프로필 및

사이클로부틸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이클로알킬 잔기는 독립적으로 저급 알킬 또는 할로겐에 의해 선택적으로 모노-치

환, 디-치환 또는 트리-치환될 수 있다.

"헤테로사이클릴"이란 용어는 선택적으로 질소 또는 산소 원자를 추가로 함유할 수 있는 5 또는 6원 방향족 또는 포화 N-

헤테로사이클릭 잔기를 지칭하고, 예컨대 이미다졸일, 피라졸일, 티아졸일, 피리딜, 피리미딜, 모르폴리노, 피페라지노, 페

페리디노 또는 피롤리디노, 바람직하게 피리딜, 티아졸일 또는 모르폴리노이다. 이러한 헤테로사이클릭 고리는 독립적으

로 저급 알킬, 저급 알콕시, 할로, 시아노, 아지도, 아미노, 디-저급 알킬 아미노 또는 하이드록시에 의해 선택적으로 모노-

치환, 디-치환 또는 트리-치환될 수 있다. 바람직한 치환체는 저급 알킬이고, 메틸이 바람직하다.

"질소, 산소 및 황으로부터 선택된 추가의 헤테로원자를 선택적으로 함유하는 4, 5, 6 또는 7원 포화 또는 불포화 헤테로사

이클릭 고리"란 용어는 비방향족 헤테로사이클릭 고리를 지칭하고, 상기 헤테로사이클릭 고리는 독립적으로 저급 알킬, 할

로겐화 저급 알킬, 옥소, 디옥소 및/또는 시아노로 선택적으로 모노-치환, 디-치환 또는 트리-치환된다. 이러한 포화 헤테

로사이클릭 고리의 예로는 피롤리딘일, 피페리딘일, 아제판일, [1,2]티아진아닐, [1,3]옥사진아닐, 옥사졸리딘일, 티아졸

리딘일 또는 아제티딘일이다. 이러한 불포화 헤테로사이클릭 고리의 예로는 5,6-디하이드로-1H-피리딘-2-온, 피롤린

일, 테트라하이드로피리딘 또는 디하이드로피리딘이다.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이란 용어는 염화수소산, 브롬화수소산, 질산, 황산, 인산, 시트르산, 포름산, 말레산, 아세트

산, 푸마르산, 숙신산, 타르타르산, 메탄설폰산, 살리실산, p-톨루엔설폰산 등과 같은 무기산 또는 유기산과 화학식 I의 화

합물의 염을 지칭하고, 이는 살아있는 유기체에 비독성이다. 바람직한 염은 포르메이트, 말레이트, 시트레이트, 하이드로

클로라이드, 하이드로브로마이드 및 메탄설폰산 염이고, 하이드로클로라이드가 특히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양태에서, R1은 -C(O)-N(R5)R6이다. 다른 양태에서, R1은 -N(R5)R6이다.

다른 양태에서, R2, R3 및 R4는 각각 수소, 하이드록시, 저급 알콕시, 또는 아릴, 헤테로사이클릴 또는 저급 알콕시카보닐

에 의해 치환되는 저급 알콕시이다. R2, R3 및 R4중의 바람직한 아릴 잔기는 페닐, 또는 디-저급 알킬아미노 또는 시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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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치환되는 페닐이다. R2, R3 및 R4중의 바람직한 헤테로사이클릴 잔기는 모르폴리노, 피리딜, 티아졸일, 또는 저급

알킬에 의해 치환되는 티아졸일이다. R2, R3 및 R4중의 바람직한 저급 알콕시카보닐 잔기는 메톡시카보닐 및 에톡시카보

닐이다.

다른 양태에서, R2, R3 및 R4는 각각 수소, 하이드록시 또는 저급 알콕시이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잔기 R2는 저급 알콕시이고, 바람직하게 메톡시, 수소 또는 하이드록시이다. 가장 바람직한 잔기 R2는

메톡시이다.

다른 바람직한 양태에서, 잔기 R3은 저급 알콕시, 바람직하게는 메톡시, 에톡시, 프로폭시, n-부톡시 및 이소부톡시, 또는

수소 또는 하이드록시이다. 가장 바람직한 잔기 R3은 메톡시 또는 하이드록시이고, 메톡시가 특히 바람직하다.

다른 바람직한 양태에서, 잔기 R4는 저급 알콕시이고, 바람직하게 메톡시, 수소 또는 하이드록시이다. 가장 바람직한 잔기

R4는 수소이다.

한가지 양태에서, R5는 수소, 저급 알킬, 할로겐화 저급 알킬 또는 사이클로알킬이다. R5중의 바람직한 저급 알킬 잔기는

메틸, 에틸, n-프로필, 이소프로필, n-부틸, s-부틸 및 t-부틸이고, 메틸 및 에틸이 특히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할로겐화

저급 알킬 잔기 R5는 플루오로메틸, 2-플루오로에틸 및 3-플루오로프로필이고, 플루오로메틸이 특히 바람직하다. 바람직

한 사이클로알킬 잔기 R5는 치환되지 않은 사이클로프로필 및 치환되지 않는 사이클로부틸이다. 바람직하게, R5는 수소,

메틸과 같은 저급 알킬 또는 플루오로메틸과 같은 할로겐화 저급 알킬이다.

한가지 양태에서, R6은 저급 알킬설포닐, 할로겐화 저급 알킬설포닐, 사이클로알킬설포닐, 저급 알킬카보닐, 할로겐화 저

급 알킬카보닐, 사이클로알킬카보닐이다. 바람직한 저급 알킬설포닐 잔기 R6은 메틸설포닐, 에틸설포닐 및 프로필설포닐

이고, 메틸설포닐 및 에틸설포닐이 특히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저급 알킬카보닐 잔기 R6은 메틸카보닐, 에틸카보닐 및 프

로필카보닐이고, 메틸카보닐 및 에틸카보닐이 특히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할로겐화 저급 알킬설포닐 잔기 R6은 에틸설포

닐 및 프로필설포닐이다. 바람직한 할로겐화 저급 알킬카보닐 잔기 R6은 펜타플루오로에틸설포닐 및 2,2,2-트리플루오로

에틸설포닐이다. 바람직한 사이클로알킬설포닐 잔기 R6은 사이클로프로필설포닐 및 사이클로부틸설포닐이다. 바람직한

사이클로알킬카보닐 잔기 R6은 사이클로프로필카보닐 및 사이클로부틸카보닐이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R6은 저급 알킬설포닐, 바람직하게 에틸설포닐이고, 또는 저급 알킬카보닐, 바람직하게 에틸카보닐이

거나, 또는 사이클로알킬카보닐, 바람직하게 사이클로프로필카보닐이다.

다른 양태에서, R5 및 R6은 이들이 연결된 질소 원자와 함께 질소, 산소 및 황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추가의 헤

테로원자, 바람직하게 황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4, 5, 6 또는 7원 포화 또는 불포화 헤테로사이클릭 고리를 형성하

고, 이 때 헤테로사이클릭 고리는 독립적으로 메틸 또는 에틸과 같은 저급 알킬, 플루오로메틸, 옥소, 디옥소 및/또는 시아

노와 같은 할로겐화 저급 알킬로 선택적으로 모노-치환, 디-치환 또는 트리-치환, 바람직하게 모노-치환 또는 디-치환된

다.

또 다른 양태에서, R5 및 R6은 이들이 연결된 질소 원자와 함께 고리중에 추가의 헤테로원자로서 산소 원자 또는 황 원자

를 선택적으로 함유하는 4, 5, 6 또는 7원 포화 또는 불포화 헤테로사이클릭 고리를 형성하고, 이 때 헤테로사이클릭 고리

는 독립적으로 메틸 또는 에틸과 같은 저급 알킬, 플루오로메틸과 같은 할로겐화 저급 알킬, 옥소, 디옥소 및/또는 시아노

로 선택적으로 모노-치환, 디-치환된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R5 및 R6은 이들이 연결된 질소 원자와 함께 피롤리딘, 피롤리딘-2-온, 4-메틸-피롤리딘-2-온, 4-

에틸-피롤리딘-2-온, 3-메틸-피롤리딘-2-온, 5-메틸-피롤리딘-2-온, 4-플루오로-메틸-피롤리딘-2-온, 피롤리딘-

2-카보니트릴, 피페리딘, 피페리딘-2-온, 4-메틸-피페리딘-2-온, 5-메틸-피페리딘-2-온, 5,6-디하이드로-1H-피리

딘-2-온, 티아졸리딘-3-일, 1,1-디옥소-1,2-티아졸리딘-2-일, 1,1-디옥소[1,2]티아지난-2-일, 아제티딘, 아제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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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옥사졸리딘-2-온, 5-메틸-옥사졸리딘-2-온, 5-플루오로메틸-옥사졸리딘-2-온 또는 [1,3]옥사지난-2-온을 형성

한다. 가장 바람직하게, R5 및 R6은 이들이 연결된 질소 원자와 함께 티아졸리딘-3-일, 피페리딘-2-온, 4-메틸-피롤리딘

-2-온, 4-플루오로메틸-피롤리딘-2-온, 5,6-디하이드로-1H-피리딘-2-온, 5-메틸-피페리딘-2-온, 5-메틸-옥사졸

리딘-2-온 및 1,1-디옥소[1,2]티아지난-2-일을 형성한다.

또 다른 양태에서, 본 발명은 화학식 I의 화합물에 관한 것이고, 이 때 R1은 -C(O)-N(R5)R6 또는 -N(R5)R6이고; R2는 메

톡시와 같은 저급 알콕시이고; R3은 메톡시와 같은 저급 알콕시이고; R4는 수소이고; R5 및 R6은 이들이 연결된 질소 원자

와 함께 고리중 추가의 헤테로원자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4, 5, 6 또는 7원 포화 또는 불포화 헤테로사이클릭 고리

를 형성하고, 이 때 헤테로사이클릭 고리가 독립적으로 메틸 또는 에틸과 같은 저급 알킬, 플루오로메틸과 같은 할로겐화

저급 알킬, 옥소, 디옥소 및/또는 시아노로 선택적으로 모노-치환, 디-치환된다.

화학식 I의 바람직한 화합물 및 그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은 하기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이다:

(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피롤리딘

-1-일-메타논,

(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티아졸리

딘-3-일-메타논,

(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아제티딘

-1-일-메타논,

(SS)-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카보

닐)-피롤리딘-2-카보니트릴,

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피페리

딘-2-온,

(-)-(S,S,S)-1-(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피페리

딘-2-온,

(+)-(R,R,R)-1-(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피페

리딘-2-온,

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메

틸-피페리딘-2-온,

(RS,RS,RS)-1-(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피롤리

딘-2-온,

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메

틸-피롤리딘-2-온,

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에

틸-피롤리딘-2-온,

(RS,RS,RS)-1-(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5,6-디

하이드로-1H-피리딘-2-온,

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아제판

-2-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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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RS,RS)-3-(1,1-디옥소-1,2-티아졸리딘-2-일)-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

이소퀴놀린-2-일아민,

(RS,RS,RS)-3-(1,1-디옥소[1,2]티아지난-2-일)-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

소퀴놀린-2-일아민,

(S,S,S)-3-(1,1-디옥소[1,2]티아지난-2-일)-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

놀린-2-일아민,

(SR)-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

4-메틸-피롤리딘-2-온,

(RS,RS,RS,RS)-1-(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

메틸-피롤리딘-2-온,

(R)-1-((S,S,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메

틸-피롤리딘-2-온,

(S)-1-((R,R,R)-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메

틸-피롤리딘-2-온,

(S,S,S,S)-1-(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메틸-

피롤리딘-2-온,

(R,R,R,R)-1-(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메틸-

피롤리딘-2-온,

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플

루오로메틸-피롤리딘-2-온,

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5-메

틸-피페리딘-2-온,

(RS,RS,RS)-N-(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프로피

온아미드,

(RS,RS,RS)-N-(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부티르

아미드,

사이클로프로판카복실산((2RS,3RS,11b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

a]이소퀴놀린-3-일)-아미드,

(SR)-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

4-플루오로메틸-피롤리딘-2-온,

(RS,RS,RS,RS)-1-(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

플루오로메틸-피롤리딘-2-온,

(S)-1-((2S,3S,11b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

4-플루오로메틸-피롤리딘-2-온,

(R)-1-((2S,3S,11b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

4-플루오로메틸-피롤리딘-2-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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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2S,3S,11b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

4-플루오로메틸-피롤리딘-2-온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R)-1-((2S,3S,11b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

4-플루오로메틸-피롤리딘-2-온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3-((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옥사졸

리딘-2-온,

3-((2RS,3RS,11b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

[1,3]옥사지난-2-온,

1-((2RS,3RS,11b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

5-메틸-피롤리딘-2-온,

3-((2RS,3RS,11b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

5-플루오로메틸-옥사졸리딘-2-온,

1-((2RS,3RS,11b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

3-메틸-피롤리딘-2-온, 및

3-((2RS,3RS,11b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

5-메틸-옥사졸리딘-2-온.

화학식 I의 특히 바람직한 화합물 및 그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은 하기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이다:

(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티아졸리

딘-3-일-메타논,

(-)-(S,S,S)-1-(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피페리

딘-2-온,

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메

틸-피롤리딘-2-온,

(RS,RS,RS)-1-(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5,6-디

하이드로-1H-피리딘-2-온,

(S,S,S)-3-(1,1-디옥소[1,2]티아지난-2-일)-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

놀린-2-일아민,

(R)-1-((S,S,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메

틸-피롤리딘-2-온,

(S,S,S,S)-1-(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메틸-

피롤리딘-2-온,

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5-메

틸-피페리딘-2-온,

(S)-1-((2S,3S,11b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

4-플루오로메틸-피롤리딘-2-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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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2S,3S,11b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

4-플루오로메틸-피롤리딘-2-온, 및

3-((2RS,3RS,11b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

5-메틸-옥사졸리딘-2-온.

화학식 I의 화합물은 3개 이상의 비대칭성 탄소 원자를 갖고, 선택적으로 순수한 거울상 이성질체, 부분입체 이성질체의

혼합물, 라세미체, 또는 부분입체 이성질체성 라세미체의 혼합물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이들 형태를 모두 나

타낸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피리도[2,1-a]이소퀴놀린 주쇄의 2번 위치중의 아미노 기 R1 및 11b 위치중의 수소는 모두 S 배열,

즉 이다.

다른 바람직한 양태에서, 피리도[2,1-a]이소퀴놀린 주쇄의 2번 위치중의 아미노 기 R1 및 11b 위치중의 수소는 모두 R

배열, 즉 이다.

본 발명의 화학식 I의 화합물은 생체내에서 모체 화합물로 전환될 수 있는 유도체를 제공하는 작용기로서 유도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것이다.

본 발명은 화학식 I의 화합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화합물은 하기와 같이 제조될 수 있다:

하기 반응식(반응식 1 내지 6)에서, 치환체 R1, R2, R3, R4, R5 및 R6은 다른 규정이 없는한 상기 정의한 바와 같다.

화학식 I의 화합물은 당해분야에 공지된 방법, 바람직하게 P가 Boc일 때 디옥산중 염화수소 또는 디클로로메탄중 트리플

루오로아세트산을 사용하는 방법에 의해 카바메이트 A로부터 합성된다. 카바메이트 A는 당해 분야에 공지된 방법, 바람

직하게 에탄올과 같은 용매중에서 활성탄상에 팔라듐의 존재하에서 약 3바의 압력에서 수소화시켜 N-벤질카바메이트 A'

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반응식 1):

반응식 1

상기 식에서,

P는 벤질옥시카보닐(Z), 알릴옥시카보닐(Aloc) 및 바람직하게는 t-부톡시카보닐(Boc)과 같은 적합한 아미노 보호기이다.

아미노 보호기를 분열시킴으로써 화학식 A의 화합물을 화학식 I의 화합물로 전환한다. 아미노 보호기의 분열은 예컨대,

[P.Kocienski, Protecting groups, Thieme Verlag Stuttgart New York 1994, pages 192-201]에 기술된 바와 같은 종

래의 방법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아미노 보호기의 분열은 산성 조건하에서 수행된다. 바람직한 카바메이트

아미노 보호기는 염화수소 또는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과 같은 강산, 또는 루이스 산으로 액시돌리시스(acidolysis)시켜

분열될 수 있는 t-부톡시카보닐이다. 바람직하게, 이는 디옥산중 염화수소 용액 4M으로 분열시킨다. 한편으로, 아미노 보

호기는 당업자에게 널리 공지된 조건하에서 촉매 수소화에 의해 분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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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드 유도체 A1의 합성은 반응식 2에서 개략적으로 나타내고, β-케토에스테르 B(Ra는 메틸 또는 에틸)로 시작한다. 화

학식 B의 화합물은 당해 분야에 널리 공지되어 있다(예컨대, Helv. Chim. Acta 1958, 41, 119). 메탄올과 같은 용매중에

서 암모늄 아세테이트와 B의 반응은 β-엔아미노-에스테르에 해당하는 β-엔아미노-에스테르 C를 생성하고, 이는 바람직

하게 붕화수소 나트륨/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으로 환원된다. 아미노 기는 선택적으로 벤질화된 후 화학식 D의 t-부틸 카바

메이트로 전환된다. D의 에스테르 기는 물/테트라하이드로푸란 혼합물중에서 염기, 바람직하게 수산화칼륨 또는 수산화나

트륨을 사용하여 가수분해시켜 산 E를 수득한다. 화합물 E는 적합한 결합제(예컨대, O-(7-아조벤조트리아졸-1-일)-

1,1,3,3-테트라메틸유로늄 헥사플루오로포스페이트(HATU)) 및 염기(예컨대, N-에틸디이소프로필아민)의 존재하에서

적절한 아민과 반응시켜 아미드 A2를 수득한다.

반응식 2

상기 식에서,

Ra는 메틸 또는 에틸이고;

Rp는 수소 또는 phCH2이다.

락탐 또는 술탐 유도체 A2의 합성은 카복실산 E로부터 시작하고, 반응식 3에 나타낸다. 산 E는 당해 분야에 공지된 방법

(예컨대, Tetrahedron 1974, 30, 2157 또는 Tetrahedron Lett. 1984, 25, 3515)을 사용하여 쿠르티우스 재배열을 통하

여 카바메이트 F로 전환된다. 아민 G는 표준 방법으로 카바메이트 F로부터 제조한다(Rb가 벤질인 경우에 H2, Pd-C, 아세

트산; Rb가 Me3SiCH2CH2인 경우에 Bu4NF/THF, Et4NF/CH3CN 또는 CsF/DMF). 아민 G는 염기(예컨대, 트리에틸아민)

의 존재하에서 염산, 설포닐 클로라이드 또는 클로로포르메이트 H와 반응하여 아미드 또는 설폰아미드 K를 수득한다. 한

편으로, 당해 분야에 공지된 방법을 사용하여 아미드 K는 락톤 J와 G의 반응으로부터 얻어진 후 신규로 형성된 하이드록

실을 이탈기로 전환시킨다. 최종적으로, 선택적으로 요오드화나트륨의 존재하에서 N,N-디메틸포름아미드와 같은 용매중

에서 염기(예컨대, 수소화나트륨)를 사용하여 K를 환식화하여 A2를 수득한다.

반응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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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에서,

Rb는 Me3SiCH2CH2 또는 phCH2이고;

Rp는 수소 또는 PhCH2이고;

W는 C 또는 S(=O)이고;

X는 이탈기(예컨대, Cl, Br 또는 OT)이다.

화학식 A3의 불포화 락탐은 반응식 4에 따라서 아민 G로부터 합성된다.

따라서, 할로겐화알케닐 L과 G의 알킬화(트리에틸아민과 같은 염기의 존재하에서) 후에 할로겐화아실 M과 아실화(트리

에틸아민과 같은 염기의 존재하에서)로 아미드 N을 수득한다. 화합물 N은 루테늄 촉매(예컨대, 비스(트리사이클로헥실포

스핀)-벤질리덴루테늄(IV) 디클로라이드) 및 선택적으로 루이스산(예컨대, 테트라이소프로필-오르토티타네이트)을 사용

하여 폐환 복분해(Acc. Chem. Res. 2001, 34, 18)하여 A3를 수득한다.

반응식 4

상기 식에서,

Rp는 수소 또는 PhCH2이고;

X는 이탈기(예컨대, Cl 또는 Br이다)이다.

화학식 A4의 아미드 및 설폰아미드는 적절한 염산 또는 설포닐 클로라이드와 아민 G(R5가 수소인 경우) 또는 P(R5가 수

소가 아닌 경우)의 처리에 의해 반응식 5에 따라 제조된다. G를 이차 아민 P로 변형시키는 것은 당해 분야에 공지된 방법

을 사용하여 예컨대, 알킬화, 환원 알킬화 또는 아실화 및 후속 반응에 의해 수행된다.

반응식 5

상기 식에서,

Rp는 수소 또는 PhCH2이다.

케토에스테르 B는 공지된 절차(예컨대, Helv. Chim. Acta 1958, 41, 119)에 따라 디에스테르 중간체 R을 통해 1,2,3,4-

테트라하이드로-1-이소퀴놀린아세테이트 Q로부터 제조될 수 있다(반응식 6). 화학식 Q의 화합물은 당해 분야에 널리 공

지되어 있고, 각종 방법(예컨대, Synthesis 1987, 474 및 인용문헌)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반응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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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에서,

Ra는 메틸 또는 에틸이다.

화학식 I의 화합물은 3개 이상의 비대칭성 탄소 원자를 갖고, 선택적으로 순수한 거울상 이성질체, 부분입체 이성질체의

혼합물, 라세미체, 또는 부분입체 이성질체성 라세미체의 혼합물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광학적으로 활성 형태는 예컨

대, 화학식 I의 화합물의 라세미체의 분획 결정화 또는 비대칭성 크로마토그래피(키랄 흡착 또는 용리액으로 크로마토그래

피)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화학식 I의 화합물의 합성 전구체는 순수한 거울상 이성질체로 분리될 수 있다.

특히, 1,2,3,4-테트라하이드로-1-이소퀴놀린아세테이트(Q*)의 광학적으로 순수 형태는 화학식 I의 광학적으로 순수 화

합물의 합성에 대한 출발 물질로서 사용될 수 있다. Q의 광학적으로 순수 형태는 문헌에 널리 공지되어 있고, 몬트카

(Montzka) 등의 미국 특허 제 3452086 호에 기술된 바와 같은 키랄 용해제(예컨대, 타르트라닐산)를 사용하여 분획 결정

화에 의해 라세미체로부터 제조될 수 있다. 한편으로, 무라하시(Murahashi) 및 공동 연구자에 의한 문헌 [J. Am. Chem.

Soc. 2002, 124, 2888, Scheme 7)에 기술된 바와 같이, 순수 거울상 이성질체 Q*는 키랄 루이스 산의 존재하에서 예컨대

화학식 T의 케텐 실릴 아세탈 S를 니트론에 첨가하고 중간체 U를 아연으로 환원시켜 비키랄 전구체로부터 합성할 수 있

다.

반응식 7

상기 식에서,

Ra는 메틸 또는 에틸이다.

본 발명은 또한 상기 규정한 방법에 따라 제조하는 경우, 상기 정의한 바와 같은 화학식 I의 화합물에 관한 것이다.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화학식 I의 화합물은 β-세포를 보호하거나 당뇨병, 특히 비인슐린 의존 진성 당뇨병, 및/

또는 손상된 글루코스 내성, 염증성 내장 질환, 궤양성 대장염, 국한성 회장염 및/또는 물질대사 증후군과 같은 DPP-IV와

관련된 질환을 치료 및/또는 예방하기 위한, 바람직하게 비인슐린 의존 진성 당뇨병 및/또는 손상된 글루코스 내성과 같은

DPP-IV와 관련된 질환을 치료 및/또는 예방하기 위한 약제로서 사용될 수 있다. 더욱이, 본 발명의 화합물은 이뇨제로서

또는 고혈압의 치료 및/또는 예방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 정의한 화합물 및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 및/또는 보조제를 포함하는 약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더욱이, 본 발명은 β-세포를 보호하거나 당뇨병, 특히 비인슐린 의존 진성 당뇨병, 손상된 글루코스 내성, 염증성 내장 질

환, 궤양성 대장염, 국한성 회장염, 비만 및/또는 물질대사 증후군과 같은 DPP-IV와 관련된 질환을 치료 및/또는 예방하기

위한 치료학적 활성 물질, 바람직하게 비인슐린 의존 진성 당뇨병 및/또는 손상된 글루코스 내성을 치료 및/또는 예방하기

위한 치료학적 활성 물질로서 사용하기 위한 상기 정의한 바와 같은 화합물에 관한 것이다. 더욱이, 본 발명은 이뇨제로서

사용하기 위하거나, 고혈압의 치료 및/또는 예방을 위한 치료학적 활성 물질로서 사용하기 위한 상기 정의한 바와 같은 화

합물에 관한 것이다.

다른 양태에서, 본 발명은 β-세포를 보호하거나 당뇨병, 특히 비인슐린 의존 진성 당뇨병, 손상된 글루코스 내성, 염증성

내장 질환, 궤양성 대장염, 국한성 회장염, 비만 및/또는 물질대사 증후군과 같은 DPP-IV와 관련된 질환을 치료 및/또는

예방하기 위한 방법, 바람직하게 비인슐린 의존 진성 당뇨병 및/또는 손상된 글루코스 내성을 치료 및/또는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고, 상기 방법은 상기 규정한 화합물을 인간 또는 동물에게 투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더욱이, 본 발명은

상기 정의한 바와 같은 치료 및/또는 예방을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고, 상기 질환은 고혈압이고, 이뇨제는 유리한 효과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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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또한 β-세포를 보호하거나 당뇨병, 특히 비인슐린 의존 진성 당뇨병, 손상된 글루코스 내성, 염증성 내장 질환,

궤양성 대장염, 국한성 회장염, 비만 및/또는 물질대사 증후군과 같은 DPP-IV와 관련된 질환을 치료 및/또는 예방하기 위

한 상기 정의한 화합물의 용도, 바람직하게 비인슐린 의존 진성 당뇨병 및/또는 손상된 글루코스 내성을 치료 및/또는 예방

하기 위한 화합물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더욱이, 본 발명은 상기 정의한 바와 같은 용도에 관한 것이고, 상기 질환은 고혈

압이거나, 이뇨제로서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β-세포를 보호하거나 당뇨병, 특히 비인슐린 의존 진성 당뇨병, 손상된 글루코스 내성, 염증성 내장 질환,

궤양성 대장염, 국한성 회장염, 비만 및/또는 물질대사 증후군과 같은 DPP-IV와 관련된 질환을 치료 및/또는 예방하기 위

한 약제의 제조에 대해 상기 정의한 화합물의 용도, 바람직하게 비인슐린 의존 진성 당뇨병 및/또는 손상된 글루코스 내성

을 치료 및/또는 예방하기 위한 약제의 제조에 대한 화합물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상기 약제는 상기 정의한 바와 같은 화

합물을 포함한다. 더욱이, 본 발명은 상기 정의한 바와 같은 용도에 관한 것이고, 상기 질환은 고혈압이거나, 이뇨제의 제

조를 위한 용도에 관한 것이다.

상기 정의한 방법 및 용도의 관계에 있어서, 하기 질환 또는 β-세포 보호는 바람직한 양태에 관한 것이다: 당뇨병, 특히 비

인슐린 의존 진성 당뇨병, 손상된 글루코스 내성, 비만 및/또는 물질대사 증후군, 바람직하게 비인슐린 의존 진성 당뇨병

및/또는 손상된 글루코스 내성에 관한 것이다.

화학식 I의 화합물은 하기 나타낸 방법에 의해, 실시예에 나타낸 방법에 의하거나 유사한 방법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각

각의 반응단계에 대한 적절한 반응 조건은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있다. 출발물질은 입수가능하거나 하기에 나타낸 방법 또

는 실시예 또는 당해 분야에 공지된 방법에 유사한 방법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하기의 시험을 화학식 I의 화합물의 활성을 측정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DPP-IV 억제제의 활성을 인간 플라즈마 울혈로부터 유도된 천연 인간 DPP-IV 또는 재조합형 인간 DPP-IV로 시험한다.

다른 기증자로부터 인간 시트레이트 플라즈마를 울혈시키고, 무균 조건하에서 0.2미크론 막을 통해 여과시키고, 1mL의

시료를 충격 냉각시키고 사용시까지 -120℃에서 저장한다. 100㎕의 총 분석 부피중 비색계 DPP-IV 분석에서 5 내지 10

㎕ 인간 플라즈마 및 형광계 분석에서 1.0㎕의 인간 플라즈마를 효소 공급원으로서 사용한다. N-말단 및 횡막 영역에 대

해 제한된 아미노산 31 내지 766의 인간 DPP-IV 배열의 cDNA를 피치아 파스토리스(Pichia pastoris)로 복제한다. 인간

DPP-IV를 발현하고, 크기 배제를 비롯한 통상적인 칼럼 크로마토그래피 및 음이온 및 양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여

배양 매질로부터 정제한다. 쿠마시 블루(Coomassie blue) SDS-PAGE의 최종 효소 제조의 정제는 95% 초과이다. 100㎕

의 총 분석 부피중 비색계 DPP-IV 분석에서 20ng rec-h DPP-IV 및 형광계 분석에서 2ng rec-hDPP-IV를 효소 공급원

으로 사용한다.

플루오로유전자 분석에서 Ala-Pro-7-아미도-트리플루오로메틸쿠마린(Calbiochem No 125510)을 기재로서 사용한다.

10% DMF/H2O중 저장용액 20mM을 사용시까지 -20℃에서 저장한다. IC50 측정에서 50μM의 최종 기재 농도를 사용한

다. Km, Vmax, Ki로서 동적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분석에서, 기재 농도는 10μM 내지 500μM로 변화한다.

비색계 분석에서, H-Ala-Pro-pNA.HCl(Bachem L-1115)을 기재로서 사용한다. 10% MeOH/H2O중 저장 용액 10mM

을 사용시까지 -20℃에서 저장한다. Km, Vmax, Ki로서 동적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분석에서, 기재 농도는 100μM 내지

2000μM로 변화한다.

400nm의 여기 파장 및 505nm의 방출 파장에서 연속적으로 10 내지 30분동안 매 15초에서 페르킨 엘머 발광 분광계

(Perkin Elmer Luminescence Spectrometer) LS 50B에서 형광을 검출하였다. 초기 속도 상수를 최적의 선형 회귀분석

에 의해 계산한다.

비색계 기재로부터 유리된 pNA의 흡수를 30 내지 120분동안 매 2분간 연속적으로 405nm에서 패카드 스펙트라카운트

(Packard SpectraCount)에서 검출한다. 초기 속도 상수를 최적의 선형 회귀분석에 의해 계산한다.

DPP-IV 활성 분석을 100㎕의 총 분석 부피중 37℃에서 96 웰 판중에서 수행한다. 분석 완충제는 100mM NaCl 및

0.1mg/mL BSA를 함유하는 50mM Tris/HCl pH 7.8로 이루어진다. 시험 화합물을 10% DMSO/H2O중 소정의 농도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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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 100% DMSO에서 용해한다. 분석중에서 최종 DMSO 농도는 1%(v/v)이다. DMSO에 의한 농도 효소 비활성은 5% 미

만이다. 화합물은 효소로 37℃에서 10분 전배양하거나 전배양하지 않는다. 효소 반응을 기재 적용물로 시작한 다음 중간

혼합시킨다.

시험 화합물의 IC50 측정을 5개 이상의 상이한 화합물 농도의 DPP-IV 억제의 비선형 최적 회귀분석에 의해 계산한다. 효

소 반응의 동적 변수를 5개 이상의 상이한 기재 농도 및 5개 이상의 상이한 시험 화합물 농도에서 계산한다.

본 발명의 화합물은 하기 표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0.1nM 내지 10μM, 보다 바람직하게 0.1 내지 100nM의 IC50 값을 나

타낸다:

화학식 I의 화합물 및/또는 그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은 약제(예, 장, 장관외 또는 국소 투여를 위한 약학 제제의 형

태)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예컨대, 경구(예, 정제, 코팅된 정제, 당의정, 경질 및 연질 젤라틴 캡슐, 용액, 유제 또는 현탁

액의 형태), 직장(예, 좌약의 형태), 장관외(예, 주사액 또는 주입액의 형태) 또는 국소(예, 연고, 크림 또는 오일의 형태)로

투여될 수 있다. 경구 투여가 바람직하다.

약학적 제제의 제조는 화학식 I의 기술된 화합물 및/또는 그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선택적으로 다른 치료학적으로

가치있는 물질과 조합하여 적합한 비독성 불활성 치료학적으로 호환성의 고체 또는 액체 담체 물질 및 바람직하다면 보통

의 약학적 보조제와 함께 생약 투여 형태로 당업자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행해질 수 있다.

적합한 담체 물질은 무기 담체 물질뿐만 아니라 유기 담체 물질이다. 따라서, 예컨대 락토스, 옥수수 전분 또는 그의 유도

체, 활석, 스테아르산 또는 그의 염은 정제, 코팅된 정제, 당의정 및 경질 젤라틴 캡슐에 대한 담체 물질로서 사용될 수 있

다. 연질 젤라틴 캡슐에 대해 적합한 담체 물질은 예컨대, 식물성유, 왁스, 지방 및 반고체 및 액체 폴리올(그러나, 활성 성

분의 성질에 따라 담체는 연질 젤라틴 캡슐의 경우에 요구되지 않는다)이다. 예컨대, 용액 및 시럽의 제조를 위한 적합한

담체 물질은 물, 폴리올, 자당, 전화당 등이다. 주사액을 위한 적합한 담체 물질은 예컨대 물, 알콜, 폴리올, 글리세롤 및 식

물성유이다. 좌약을 위한 적합한 담체 물질은 예컨대 천연유 또는 경화유, 왁스, 지방 및 반액체 또는 액체 폴리올이다. 국

소 제제를 위한 적합한 담체 물질은 글리세라이드, 반합성 및 합성 글리세라이드, 수소화유, 액체 왁스, 액체 파라핀, 액체

지방 알콜, 스테롤, 폴리에틸렌 글리콜 및 셀룰로오즈 유도체이다.

보통의 안정화제, 방부제, 습윤 및 유화제, 밀도 개선제, 향 개선제, 삼투압을 변화시키기 위한 염, 완충 물질, 가용화제, 착

색제, 차폐제 및 항산화제는 약학적 보조제로서 고려된다.

화학식 I의 화합물의 투여는 조절되는 질환, 환자의 연령 및 개별적인 상태 및 투여의 형태, 및 각각의 특수 경우에 개별적

인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것에 따라 넓은 범위내에서 변화할 수 있다. 성인 환자의 경우에, 약 1 내지 1000mg, 특히 약 1

내지 100mg의 일일 투여량이 고려된다. 질환의 심각성 및 정확한 약물동력학 개요에 따라, 상기 화합물은 일회 또는 다수

의 일일 투여 단위, 예컨대 1 내지 3회의 투여 단위로 투여될 수 있다.

약학적 제제는 편의상 화학식 I의 화합물의 약 1 내지 500mg, 바람직하게 1 내지 100mg을 함유한다.

하기 실시예는 본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예시한다. 그러나, 이들은 본 발명의 범위를 임의의 방법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

은 아니다.

실시예

약어:

MS: 질량 분광분석

aq.: 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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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 실온

THF: 테트라하이드로푸란

NMR: 핵자기공명 분광분석

DMF: 디메틸포름아미드

DMSO: 디메틸설폭사이드

ISP: 이온스프레이(ionspray)

실시예 1

(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피롤리딘

-1-일-메타논

(a) 2-아미노-9,10-디메톡시-1,6,7,11b-테트라하이드로-4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카복실산 에틸 에스테르

메탄올중의 9,10-디메톡시-2-옥소-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카복실산 에틸 에

스테르(Helv. Chim. Acta 1958, 41, 119; 4.00g, 12.0mmol) 및 암모늄 아세테이트(13.9g, 180mmol)의 혼합물을 실온에

서 5시간동안 교반하였다. 용매를 증발시킨 후, 잔사를 디클로로메탄과 1M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사이에 분배하였다. 유기

층을 건조(MgSO4)시킨 다음 헵탄으로 분쇄하여 표제 화합물(3.71g, 93%)을 수득하였다. 회백색 고체, MS(ISP) 333.2

(M+H)+.

(b) (RS,RS,RS)-2-t-부톡시카보닐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

린-3-카복실산 에틸 에스테르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120mL)을 0℃에서 테트라하이드로푸란(60mL)중의 2-아미노-9,10-디메톡시-1,6,7,11b-테트

라하이드로-4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카복실산 에틸 에스테르(6.90g, 20.8mmol)의 용액에 첨가하고, 30분 후

에 균질 용액을 수소화붕소나트륨(1.64g, 41.5mmol)으로 처리한 다음, 추가로 40분동안 교반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진공

에서 농축한 다음, 잔사를 2M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디클로로메탄사이에 분배하였다. 유기층을 염수로 세척하고, 건조

(MgSO4)시킨 다음 증발시켰다. 잔사를 디클로로메탄(80mL)중에 용해시킨 다음, 디클로로메탄(50mL)중의 디-t-부틸-

디카보네이트(4.98g, 22.8mmol)의 용액을 실온에서 첨가하였다. 용액을 실온에서 밤새 교반하고, 농축한 다음, 잔사를 헵

탄중에서 분쇄하여 표제 화합물(7.44g, 83%)을 수득하였다. 담황색 고체, MS(ISP) 435.4(M+H)+.

(c) (RS,RS,RS)-2-t-부톡시카보닐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

-3-카복실산

수산화칼륨 펠릿(86%, 4.47g, 68.5mmol)을 테트라하이드로푸란/물 1:1(140mL)중의 (RS,RS,RS)-2-t-부톡시카보닐아

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카복실산 에틸 에스테르(7.44g,

17.1mmol)의 현탁액에 첨가하였다. 5시간동안 환류하에 가열한 후, 혼합물을 진공에서 농축하였다. 잔사를 1M 수성 인산

칼륨 완충액(pH 6.85) 및 디클로로메탄중에 용해시킨 다음, 등명한 2-상 혼합물이 수득될 때까지 에탄올을 첨가하였다.

유기층을 분리하여 염수로 세척한 다음 증발시켜 표제 화합물(6.91g, 99%)을 수득하였다. 담황색 고체, MS(ISP) 405.3

(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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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RS,RS,RS)-[9,10-디메톡시-3-(피롤리딘-1-카보닐)-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

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

N-에틸디이소프로필아민(96mg, 0.74mmol) 및 O-(7-아자벤조트리아졸-1-일)-N,N,N',N'-테트라메틸유로늄 헥사플루

오로포스페이트(HATU, 103mg, 0.27mmol)를 실온에서 N,N-디메틸포름아미드(2mL)중의 (RS,RS,RS)-2-t-부톡시카

보닐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카복실산(100mg,

0.25mmol)의 현탁액에 첨가한 다음, 45분 후에 피롤리딘(19mg, 0.27mmol)을 첨가하였다. 균질 용액을 실온에서 90분간

교반한 다음, 헥산/에틸 아세테이트 1:1과 물사이에 분배하였다. 유기층을 염수로 세척하고, 건조(MgSO4)시키고, 증발시

킨 다음, 잔사를 크로마토그래피(SiO2, CH2Cl2/MeOH/NH4OH 80:1:0.2)하여 표제 화합물(58mg, 51%)을 수득하였다.

담황색 고체, MS(ISP) 460.5(M+H)+.

(e) (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피롤

리딘-1-일-메타논

염화수소 용액(디옥산중 4M, 1mL)중의 (RS,RS,RS)-[9,10-디메톡시-3-(피롤리딘-1-카보닐)-1,3,4,6,7,11b-헥사하

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55mg, 0.12mmol)의 용액을 실온에서 1시간동

안 교반하고, CH2Cl2/MeOH/NH4OH(90:10:0.25)로 중화시킨 다음, 증발시켰다. 잔사를 크로마토그래피(SiO2, CH2Cl2/

MeOH/NH4OH 90:10:0.25)하여 표제 화합물(32mg, 74%)을 수득하였다. 회백색 발포체, MS(ISP) 359.6(M+).

실시예 2

(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티아졸리

딘-3-일-메타논

(a) (RS,RS,RS)-[9,10-디메톡시-3-(티아졸리딘-3-카보닐)-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

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

실시예 1d의 방법에 따라, (RS,RS,RS)-2-t-부톡시카보닐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

리도[2,1-a]이소퀴놀린-3-카복실산(실시예 1c) 및 티아졸리딘으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회백색 고체, MS

(ISP) 478.3(M+H)+.

(b) (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티아

졸리딘-3-일-메타논

실시예 1e의 방법에 따라, (RS,RS,RS)-[9,10-디메톡시-3-(티아졸리딘-3-카보닐)-1,3,4,6,7,11b-헥사하이드로-2H-

피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백색 발포체, MS(ISP)

378.3(M+H)+.

실시예 3

(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아제티딘

-1-일-메타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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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S,RS,RS)-[3-(아제티딘-1-카보닐)-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

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

실시예 1d의 방법에 따라, (RS,RS,RS)-2-t-부톡시카보닐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

리도[2,1-a]이소퀴놀린-3-카복실산(실시예 1c) 및 아제티딘으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담황색 고체, MS(ISP)

446.3(M+H)+.

(b) (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아제

티딘-1-일-메타논

실시예 1e의 방법에 따라, (RS,RS,RS)-[3-(아제티딘-1-카보닐)-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

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백색 발포체, MS(ISP) 346.2

(M+H)+.

실시예 4

(SS)-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카보

닐)-피롤리딘-2-카보나이트릴

(a) [(RS,RS,RS)-3-((SS)-2-시아노-피롤리딘-1-카보닐)-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

[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

실시예 1d의 방법에 따라, (RS,RS,RS)-2-t-부톡시카보닐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

리도[2,1-a]이소퀴놀린-3-카복실산(실시예 1c) 및 (S)-2-시아노-피롤리딘(EP1258476)으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

하였다. 황색 고체, MS(ISP) 485.5(M+H)+.

(b) (S)-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카

보닐)-피롤리딘-2-카보나이트릴

실시예 1e의 방법에 따라, [(RS,RS,RS)-3-((SS)-2-시아노-피롤리딘-1-카보닐)-9,10-디메톡시-1,3,4,6,7,11b-헥사

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담황색 고

체, MS(ISP) 385.2(M+H)+.

실시예 5

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피페리

딘-2-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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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S,RS,RS)-(2-t-부톡시카보닐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

린-3-일)-카밤산 2-트리메틸실라닐-에틸 에스테르

(RS,RS,RS)-2-t-부톡시카보닐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

3-카복실산(실시예 1c, 6.91g, 17.0mmol), 디페닐포스포릴 아지드(7.40g, 25.6mmol), 트리에틸아민(1.72g, 17.0mmol)

, 2-(트리메틸실릴)-에탄올(30.2g, 256mmol) 및 톨루엔(40mL)의 혼합물을 80℃에서 온화한 질소 스트림하에 48시간동

안 가열하였다. 이어서, 반응 혼합물을 진공에서 농축하고, 잔사를 크로마토그래피(SiO2, CH2Cl2/MeOH/NH4OH

80:1:0.2)한 다음, 생성물 분획을 헥산/에틸 아세테이트 1:1중에서 분쇄하여 표제 화합물(5.22g, 59%)을 수득하였다. 백

색 고체, MS(ISP) 522.4(M+H)+.

(b) (RS,RS,RS)-(3-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

산 t-부틸 에스테르

테트라부틸암모늄 플루오라이드 용액(THF중의 1M, 42mL, 42mmol)중의 (RS,RS,RS)-(2-t-부톡시카보닐아미노-9,10-

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카밤산 2-트리메틸실라닐-에틸 에스테

르(5.22g, 10.0mmol)의 현탁액을 50℃에서 90분동안 가열하였다. 생성된 용액을 진공에서 농축한 다음 크로마토그래피

(CH2Cl2/MeOH/NH4OH 95:5:0.25)하여 표제 화합물(3.59g, 95%)을 수득하였다. 담황색 고체, MS(ISP) 378.4(M+H)+;

tR = 7.2 및 18.9분(키랄팩(Chiralpack)R AD 25x0.03㎝, 헵탄/에탄올/트리에틸아민 70:30:0.3, 유량 4㎕/분).

(c) (RS,RS,RS)-[3-(5-클로로-펜타노일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

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

5-클로로발레릴 클로라이드(466mg, 2.91mmol)를 0℃에서 (RS,RS,RS)-(3-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

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1.00g, 2.65mmol) 및 트리에틸아민(295mg,

2.91mmol)의 용액에 첨가한 다음, 생성된 현탁액을 30분간에 걸쳐 실온에 도달할 때까지 방치하였다. 이어서, 반응 혼합

물을 디클로로메탄과 물사이에 분배하고, 유기층을 염수로 세척하고, 건조(MgSO4)시킨 다음, 증발시켰다. 잔사를 크로마

토그래피(SiO2, CH2Cl2/MeOH/NH4OH 80:2:0.2)하여 표제 화합물(1.23g, 94%)을 수득하였다. 백색 고체, MS(ISP)

496.3(M+H)+.

(d) (RS,RS,RS)-[9,10-디메톡시-3-(2-옥소-피페리딘-1-일)-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

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

N,N-디메틸포름아미드(18mL)중의 (RS,RS,RS)-[3-(5-클로로-펜타노일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

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1.22g, 2.46mmol)의 용액을 요오드화나트륨

(369mg, 2.46mmol) 및 수소화나트륨(오일중 60% 분산액, 197mg, 4.92mmol)으로 처리한 다음 실온에서 2시간동안 교

반하고, 이어서 얼음상에 쏟아 부은 다음, 헵탄/에틸 아세테이트 1:1과 물사이에 분배하였다. 유기층을 염수로 세척하고,

건조(MgSO4)시킨 다음, 증발시켰다. 잔사를 크로마토그래피(SiO2, CH2Cl2/MeOH/NH4OH 80:2:0.2)하여 표제 화합물

(769mg, 68%)을 수득하였다. 백색 고체, MS(ISP) 460.3(M+H)+.

(e) 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피

페리딘-2-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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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e의 방법에 따라, (RS,RS,RS)-[9,10-디메톡시-3-(2-옥소-피페리딘-1-일)-1,3,4,6,7,11b-헥사하이드로-

2H-피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백색 고체, MS(ISP)

360.3(M+H)+.

실시예 6 및 7

(-)-(S,S,S)-1-(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피페리

딘-2-온, 및

(+)-(R,R,R)-1-(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피페

리딘-2-온

(RS,RS,RS)-[9,10-디메톡시-3-(2-옥소-피페리딘-1-일)-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

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580mg, 1.61mmol)를 에탄올/헵탄 3:2(5mL)중에 용해시킨 다음, 예비 HPLC(키랄팩

R AD 컬럼, 헵탄/에탄올 80:20)로 처리하였다.

(-)-(S,S,S)-1-(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피페리

딘-2-온; 담황색 반고체, 220mg(38%), tR = 32.0분(키랄팩R AD 25x0.46㎝, 헵탄/에탄올 80:20, 유량 1mL/분).

(+)-(R,R,R)-1-(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피페

리딘-2-온; 담황색 반고체, 207mg(36%), tR = 55.4분(키랄팩R AD 25x0.46㎝, 헵탄/에탄올 80:20, 유량 1mL/분).

실시예 8

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메

틸-피페리딘-2-온

(a) (RS,RS,RS)-[3-(5-클로로-3-메틸-펜타노일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

[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

실시예 5c의 방법에 따라, (RS,RS,RS)-(3-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

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실시예 5b) 및 5-클로로-3-메틸발레릴 클로라이드[DE2621576]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백색 고체, MS(ISP) 510.4(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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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S,RS,RS)-[9,10-디메톡시-3-(4-메틸-2-옥소-피페리딘-1-일)-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

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

실시예 5d의 방법에 따라, (RS,RS,RS)-[3-(5-클로로-3-메틸-펜타노일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

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담황색 고체,

MS(ISP) 474.3(M+H)+.

(c) 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

메틸-피페리딘-2-온

실시예 1e의 방법에 따라, (RS,RS,RS)-[9,10-디메톡시-3-(4-메틸-2-옥소-피페리딘-1-일)-1,3,4,6,7,11b-헥사하이

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백색 고체, MS

(ISP) 374.2(M+H)+.

실시예 9

(RS,RS,RS)-1-(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피롤리

딘-2-온

(a) (RS,RS,RS)-[3-(4-클로로-부티릴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

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

실시예 5c의 방법에 따라, (RS,RS,RS)-(3-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

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실시예 5b) 및 4-클로로부티릴 클로라이드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백색 고체, MS(ISP) 482.4(M+H)+.

(b) (RS,RS,RS)-[9,10-디메톡시-3-(2-옥소-피롤리딘-1-일)-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

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

실시예 5d의 방법에 따라, (RS,RS,RS)-[3-(4-클로로-부티릴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

2H-피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담황색 고체, MS(ISP)

446.3(M+H)+.

(c) (RS,RS,RS)-[3-(4-클로로-부티릴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

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

실시예 1e의 방법에 따라, (RS,RS,RS)-[9,10-디메톡시-3-(2-옥소-피롤리딘-1-일)-1,3,4,6,7,11b-헥사하이드로-

2H-피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백색 고체, MS(ISP)

346.2(M+H)+.

실시예 10

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메

틸-피롤리딘-2-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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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S,RS,RS)-3-(4-클로로-3-메틸-부티릴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

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

실시예 5c의 방법에 따라, (RS,RS,RS)-(3-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

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실시예 5b) 및 4-클로로-3-메틸부티릴 클로라이드[Chem. Ber. 1964, 97,

2544]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백색 고체, MS(ISP) 496.3(M+H)+.

(b) [(RS,RS,RS)-9,10-디메톡시-3-(4-메틸-2-옥소-피롤리딘-1-일)-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

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

실시예 5d의 방법에 따라, [(RS,RS,RS)-3-(4-클로로-3-메틸-부티릴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

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담황색 고체, MS

(ISP) 460.3(M+H)+.

(c) 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

메틸-피롤리딘-2-온

실시예 1e의 방법에 따라, [(RS,RS,RS)-9,10-디메톡시-3-(4-메틸-2-옥소-피롤리딘-1-일)-1,3,4,6,7,11b-헥사하이

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담황색 고체, MS

(ISP) 360.3(M+H)+.

실시예 11

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에

틸-피롤리딘-2-온

(a) (RS,RS,RS)-[3-(3-클로로메틸-펜타노일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

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

실시예 5c의 방법에 따라, (RS,RS,RS)-(3-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

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실시예 5b) 및 3-(클로로메틸)-발레릴 클로라이드[J. Korean Chem. Soc.

1991, 35, 756]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백색 고체, MS(ISP) 510.4(M+H)+.

(b) (RS,RS,RS)-[3-(4-에틸-2-옥소-피롤리딘-1-일)-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

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

실시예 5d의 방법에 따라, (RS,RS,RS)-[3-(3-클로로메틸-펜타노일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

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담황색 고체, MS

(ISP) 474.2(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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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

에틸-피롤리딘-2-온

실시예 1e의 방법에 따라, (RS,RS,RS)-[3-(4-에틸-2-옥소-피롤리딘-1-일)-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

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담황색 고체, MS

(ISP) 374.5(M+H)+.

실시예 12

(RS,RS,RS)-1-(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5,6-디

하이드로-1H-피리딘-2-온

(a) (RS,RS,RS)-(3-부트-3-에닐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

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

4-브로모-2-부텐(60mg, 0.45mmol) 및 트리에틸아민(49mg, 0.49mmol)을 (RS,RS,RS)-(3-아미노-9,10-디메톡시-

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실시예 5b; 153mg,

0.41mmol)의 용액에 첨가하고, 이어서 생성된 혼합물을 환류 가열한 다음, 18시간 후에 4-브로모-2-부텐(60mg,

0.45mmol) 및 트리에틸아민(49mg, 0.49mmol)의 또 다른 분획을 첨가하였다. 다시 24시간동안 환류시킨 후, 반응 혼합물

을 얼음상에 쏟아 부은 다음, 1M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에틸 아세테이트사이에 분배하였다. 유기층을 염수로 세척하고,

건조(MgSO4)시킨 다음, 증발시켰다. 잔사를 크로마토그래피(SiO2, CH2Cl2/MeOH/NH4OH 95:5:0.25)하여 표제 화합물

(77mg, 44%)을 수득하였다. 회백색 고체, MS(ISP) 432.4(M+H)+.

(b) (RS,RS,RS)-[3-(아크릴로일-부트-3-에닐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

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

아크릴로일 클로라이드(18mg, 0.20mmol)를 0℃에서 디클로로메탄(1.5mL)중의 (RS,RS,RS)-(3-부트-3-에닐아미노-

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77mg,

0.18mmol) 및 트리에틸아민(20mg, 0.20mmol)의 용액에 적가하였다. 0℃에서 30분 후, 반응 혼합물을 2M 탄산나트륨

수용액과 에틸 아세테이트사이에 분배하였다. 유기층을 염수로 세척하고, 건조(MgSO4)시킨 다음, 증발시켰다. 잔사를 크

로마토그래피(SiO2, CH2Cl2/MeOH/NH4OH 95:5:0.25)하여 표제 화합물(65mg, 75%)을 수득하였다. 백색 고체, MS

(ISP) 486.5(M+H)+.

(c) (RS,RS,RS)-[9,10-디메톡시-3-(6-옥소-3,6-디하이드로-2H-피리딘-1-일)-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

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

테트라이소프로필 오르토티타네이트(7.6mg, 27μmol) 및 비스(트리사이클로헥실포스핀)-벤질리덴루테늄(Ⅳ) 디클로라

이드(11mg, 13μmol)를 디클로로메탄(2.5mL)중의 (RS,RS,RS)-[3-(아크릴로일-부트-3-에닐아미노)-9,10-디메톡시-

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65mg, 0.13mmol)의 용액

에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실온에서 45분간 교반한 다음, 에틸 아세테이트와 물사이에 분배하였다. 유기층을 염수로

세척하고, 건조(MgSO4)시킨 다음, 증발시켰다. 잔사를 크로마토그래피(SiO2, CH2Cl2/MeOH/NH4OH 95:5:0.25)하여 표

제 화합물(59mg, 96%)을 수득하였다. 백색 고체, MS(ISP) 458.4(M+H)+.

(d) (RS,RS,RS)-1-(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

5,6-디하이드로-1H-피리딘-2-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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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e의 방법에 따라, (RS,RS,RS)-[9,10-디메톡시-3-(6-옥소-3,6-디하이드로-2H-피리딘-1-일)-

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

하였다. 백색 발포체, MS(ISP) 358.2(M+H)+.

실시예 13

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아제판

-2-온

(a) (RS,RS,RS)-2-벤질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카복실

산 에틸 에스테르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20mL)을 0℃에서 테트라하이드로푸란(20mL)중의 2-아미노-9,10-디메톡시-1,6,7,11b-테트라

하이드로-4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카복실산 에틸 에스테르(실시예 1a; 2.00g, 6.02mmol)의 용액에 첨가하고,

이어서 30분 후 균질 용액을 수소화붕소나트륨(474mg, 12.0mmol)으로 처리한 다음, 추가로 40분동안 교반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진공에서 농축한 다음, 잔사를 2M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디클로로메탄사이에 분배하였다. 유기층을 염수로 세

척하고, 건조(MgSO4)시킨 다음, 증발시켰다. 잔사를 메탄올(37mL) 및 아세트산(9mL)중에 용해시킨 다음, 벤즈알데하이

드(723mg, 6.81mmol)로 처리하고, 이어서 나트륨 시아노보로하이드라이드(526mg, 7.95mmol)를 1시간에 걸쳐 실온에

서 분획으로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추가로 15분동안 교반한 다음, 탄산수소나트륨 포화 수용액과 디클로로메탄사이

에 분배하였다. 유기층을 염수로 세척하고, 건조(MgSO4)시킨 다음, 증발시켰다. 잔사를 크로마토그래피(SiO2, CH2Cl2/

EtOAc 4:1, 디벤질화된 부산물을 용출시킨 후에는 CH2Cl2/MeOH/NH4OH 95:5:0.25)하여 표제 화합물(1.31g, 51%)을

수득하였다. 적색 오일, MS(ISP) 425.2(M+H)+.

(b) (RS,RS,RS)-2-(벤질-t-부톡시카보닐-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

이소퀴놀린-3-카복실산 에틸 에스테르

디-t-부틸-디카보네이트(752mg, 3.38mmol)를 실온에서 디클로로메탄(13mL)중의 (RS,RS,RS)-2-벤질아미노-9,10-

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카복실산 에틸 에스테르(1.30g, 3.07mmol)

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16시간 후, 용액을 증발시킨 다음, 잔사를 크로마토그래피(SiO2, 헵탄-EtOAc 구배용출)하여 표제

화합물(1.24g, 77%)을 수득하였다. 황색 발포체, MS(ISP) 525.3(M+H)+.

(c) (RS,RS,RS)-[2-(벤질-t-부톡시카보닐-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

이소퀴놀린-3-일]-카밤산 벤질 에스테르

수산화칼륨 펠릿(86%, 1.53g, 23.4mmol)을 물/테트라하이드로푸란 1:1(24mL)중의 (RS,RS,RS)-2-(벤질-t-부톡시카보

닐-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카복실산 에틸 에스테르

(1.20g, 2.28mmol)의 용액에 첨가한 다음, 혼합물을 72시간동안 환류 가열하였다. 냉각시킨 후, 1M 수성 인산칼륨 완충

액(pH 6.85)으로 용액을 중화시킨 다음, 디클로로메탄으로 3회 추출하였다. 유기층을 합하고, 건조(MgSO4)시킨 다음, 증

발시켰다. 잔사를 톨루엔(24mL)중에 현탁시킨 다음, 트리에틸아민(230mg, 2.28mmol) 및 디페닐포스포릴 아지드

(659mg, 2.28mmol)로 처리하였다. 반응을 실온에서 90분동안 유지시킨 다음, 80℃에서 90분동안 가열하고, 이어서 벤질

알콜(369mg, 3.41mmol)을 첨가한 다음, 반응온도를 18시간동안 100℃로 유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디클로로메탄으로

희석한 다음, 10% 시트르산 수용액, 1M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및 염수로 세척하고, 건조(MgSO4)시킨 다음, 증발시켰다.

잔사를 크로마토그래피(SiO2, 헵탄/EtOAc 구배용출)하여 표제 화합물(805mg, 59%)을 수득하였다. 담황색 발포체, MS

(ISP) 602.3(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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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RS,RS,RS)-(3-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2-일)-벤질-

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

아세트산(24mL)중의 (RS,RS,RS)-[2-(벤질-t-부톡시카보닐-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

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카밤산 벤질 에스테르(802mg, 1.33mmol)의 용액을 팔라듐(활성탄상 10%,

40mg)의 존재하에 수소화(1바, 실온, 3시간)시키고, 이어서 촉매를 여과에 의해 제거한 다음, 여액을 증발시켰다. 잔사를

크로마토그래피(SiO2, CH2Cl2/MeOH/NH4OH 90:10:0.25)하여 표제 화합물(402mg, 65%)을 수득하였다. 담황색 발포

체, MS(ISP) 468.4(M+H)+.

(e) (RS,RS,RS)-벤질-[3-(6-클로로-헥사노일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

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

실시예 5c의 방법에 따라, (RS,RS,RS)-(3-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

소퀴놀린-2-일)-벤질-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 및 6-클로로헥사노일 클로라이드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황색

오일, MS(ISP) 600.4(M+H)+.

(f) (RS,RS,RS)-벤질-[9,10-디메톡시-3-(2-옥소-아제판-1-일)-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

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

실시예 5d의 방법에 따라, (RS,RS,RS)-벤질-[3-(6-클로로-헥사노일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

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회백색 고체, MS

(ISP) 564.4(M+H)+.

(g) (RS,RS,RS)-1-(2-벤질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

-아제판-2-온

실시예 1e의 방법에 따라, (RS,RS,RS)-벤질-[9,10-디메톡시-3-(2-옥소-아제판-1-일)-1,3,4,6,7,11b-헥사하이드로-

2H-피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담황색 고체, MS(ISP)

464.5(M+H)+.

(h) 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아

제판-2-온

(RS,RS,RS)-1-(2-벤질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아

제판-2-온(35mg, 75μmol)의 용액을 팔라듐(활성탄상 10%)의 존재하에 수소화(3바, 실온, 3시간)시키고, 촉매를 여과에

의해 제거한 다음, 여액을 증발시켰다. 잔사를 크로마토그래피(SiO2, CH2Cl2/MeOH/NH4OH 95:5:0.25)하여 표제 화합물

(10mg, 43%)을 수득하였다. 담황색 고체, MS(ISP) 374.2(M+H)+.

실시예 14

(RS,RS,RS)-3-(1,1-디옥소-1,2-티아졸리딘-2-일)-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

이소퀴놀린-2-일아민

(a) (RS,RS,RS)-[3-(3-클로로-프로판-1-설포닐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

[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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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5c의 방법에 따라, (RS,RS,RS)-(3-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

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실시예 5b) 및 3-클로로프로판설포닐 클로라이드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

였다. 백색 고체, MS(ISP) 516.3(M-H)-.

(b) (RS,RS,RS)-[3-(1,1-디옥소이소티아졸리딘-2-일)-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

[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

실시예 5d의 방법에 따라, (RS,RS,RS)-[3-(3-클로로-프로판-1-설포닐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

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회백색 고체,

MS(ISP) 482.3(M+H)+.

(c) (RS,RS,RS)-3-(1,1-디옥소-1,2-티아졸리딘-2-일)-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

[2,1-a]이소퀴놀린-2-일아민

실시예 1e의 방법에 따라, (RS,RS,RS)-[3-(1,1-디옥소이소티아졸리딘-2-일)-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

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백색 발포체,

MS(ISP) 382.3(M+H)+.

실시예 15

(RS,RS,RS)-3-(1,1-디옥소[1,2]티아지난-2-일)-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

소퀴놀린-2-일아민

(a) (RS,RS,RS)-[3-(4-클로로-부탄-1-설포닐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

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

실시예 5c의 방법에 따라, (RS,RS,RS)-(3-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

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실시예 5b) 및 4-클로로부탄설포닐 클로라이드(DE1300933)로부터 표제 화합

물을 제조하였다. 백색 고체, MS(ISP) 532.3(M+H)+.

(b) (RS,RS,RS)-[3-(1,1-디옥소[1,2]티아지난-2-일)-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

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

실시예 5d의 방법에 따라, (RS,RS,RS)-[3-(4-클로로-부탄-1-설포닐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

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백색 고체, MS

(ISP) 496.3(M+H)+.

(c) (RS,RS,RS)-3-(1,1-디옥소[1,2]티아지난-2-일)-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

a]이소퀴놀린-2-일아민

실시예 1e의 방법에 따라, (RS,RS,RS)-[3-(1,1-디옥소[1,2]티아지난-2-일)-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

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백색 고체, MS

(ISP) 396.3(M+H)+.

실시예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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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3-(1,1-디옥소[1,2]티아지난-2-일)-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

놀린-2-일아민

(a) (S)-(6,7-디메톡시-1,2,3,4-테트라하이드로-이소퀴놀린-1-일)-아세트산 에틸 에스테르

문헌(미국 특허 제 3,452,086 호, Montzka et al)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2'-니트로타르트라닐산을 사용하여 (6,7-

디메톡시-1,2,3,4-테트라하이드로-이소퀴놀린-1-일)-아세트산 에틸 에스테르(Synthesis 1987, 474)를 분별결정화하

여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99.5%). 담황색 고체, MS(ISP) 280.2(M+H)+, tR = 6.4분(ChiralcelR ODH 15x0.21㎝,

헵탄/2-프로판올/트리에틸아민 75:25:0.15, 유량 150㎕/분)

(b) (S,S,S)-(3-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

부틸 에스테르

라세미체, (RS,RS,RS)-(3-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2-일)

-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실시예 5b)의 합성방법에 따라, (S)-(6,7-디메톡시-1,2,3,4-테트라하이드로-이소퀴놀린-1-

일)-아세트산 에틸 에스테르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회백색 고체, tR = 19.3분(키랄팩R AD 25x0.03㎝, 헵탄/에

탄올/트리에틸아민 70:30:0.3, 유량 4㎕/분).

(c) (S,S,S)-3-(1,1-디옥소[1,2]티아지난-2-일)-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

소퀴놀린-2-일아민

라세미체, (RS,RS,RS)-3-(1,1-디옥소[1,2]티아지난-2-일)-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

[2,1-a]이소퀴놀린-2-일아민(실시예 15)의 합성방법에 따라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회백색 발포체.

실시예 17 및 18

(SR)-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

4-메틸-피롤리딘-2-온

, 및

(RS,RS,RS,RS)-1-(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

메틸-피롤리딘-2-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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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마토그래피 분리(SiO2, CH2Cl2/MeOH/NH4OH 90:10:0.25)에 의하여, 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

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메틸-피롤리딘-2-온(실시예 10)으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SR)-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

4-메틸-피롤리딘-2-온: 담황색 발포체, Rf = 0.20.

(RS,RS,RS,RS)-1-(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

메틸-피롤리딘-2-온, 담황색 고체, Rf = 0.15.

실시예 19 및 20

(R)-1-((S,S,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메

틸-피롤리딘-2-온

, 및

(S)-1-((R,R,R)-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메

틸-피롤리딘-2-온

실시예 6 및 7의 방법에 따라, (SR)-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

도[2,1-a]이소퀴놀린-3-일)-4-메틸-피롤리딘-2-온(실시예 17)으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R)-1-((S,S,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메

틸-피롤리딘-2-온: 회백색 발포체, tR = 40.1분(키랄팩R AD 25x0.46㎝, 헵탄/에탄올 80:20, 유량 1mL/분).

(S)-1-((R,R,R)-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메

틸-피롤리딘-2-온: 회백색 발포체, tR = 66.0분(키랄팩R AD 25x0.46㎝, 헵탄/에탄올 80:20, 유량 1mL/분).

실시예 21 및 22

(S,S,S,S)-1-(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메틸-

피롤리딘-2-온

,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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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R,R)-1-(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메틸-

피롤리딘-2-온

실시예 6 및 7의 방법에 따라, (RS,RS,RS,RS)-1-(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

[2,1-a]이소퀴놀린-3-일)-4-메틸-피롤리딘-2-온(실시예 18)으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S,S,S,S)-1-(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메틸-

피롤리딘-2-온: 회백색 발포체, tR = 29.4분(키랄팩R AD 25x0.46㎝, 헵탄/에탄올 80:20, 유량 1mL/분).

(R,R,R,R)-1-(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메틸-

피롤리딘-2-온: 회백색 발포체, tR = 41.8분(키랄팩R AD 25x0.46㎝, 헵탄/에탄올 80:20, 유량 1mL/분).

실시예 23

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플

루오로메틸-피롤리딘-2-온

(a) 4-플루오로메틸-디하이드로-푸란-2-온

클로로포름(4.4mL)중의 4-하이드록시메틸-디하이드로-푸란-2-온(Tetrahedron 1994, 50, 6839; 1.02g, 8.78mmol)

및 비스(2-메톡시에틸)아미노설퍼 트리플루오라이드(3.88g, 17.6mmol)의 용액을 40℃에서 1시간동안 교반하고, 이어서

얼음상에 쏟아 부은 다음, 탄산수소나트륨 포화 수용액과 디클로로메탄사이에 분배하였다. 유기층을 염수로 세척하고, 건

조(MgSO4)시킨 다음, 증발시켰다. 잔사를 크로마토그래피(SiO2, 헵탄-에틸 아세테이트 구배용출)하여 표제 화합물

(576mg, 56%)을 수득하였다. 무색 액체, MS(EI) 118.9(M+H)+.

(b) 3-클로로메틸-4-플루오로-부티릴 클로라이드

4-플루오로메틸-디하이드로-푸란-2-온(871mg, 7.37mmol), 티오닐 클로라이드(4.39g, 36.9mmol) 및 염화아연(60mg,

0.44mmol)의 혼합물을 80℃에서 72시간동안 교반한 다음, 과량의 티오닐 클로라이드를 증류하여 제거하였다. 잔사를 쿠

겔러 증류(kugelrohr distillation)(85℃, 0.2바)하여 표제 화합물(450mg, 35%)을 수득하였다. 무색 액체, 1H-NMR

(300MHz, CDCl3): 4.65-4.55(m, 1H), 4.50-4.40(m, 1H), 3.70-3.60(m, 2H), 3.25-3.05(m, 2H), 2.80-2.60(m, 1H).

(c) (RS,RS,RS)-[3-(3-클로로메틸-4-플루오로-부티릴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

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

실시예 5c의 방법에 따라, (RS,RS,RS)-(3-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

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실시예 5b) 및 3-클로로메틸-4-플루오로-부티릴 클로라이드로부터 표제 화합

물을 제조하였다. 백색 고체, MS(ISP) 514.5(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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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RS,RS,RS)-[3-(4-플루오로메틸-2-옥소-피롤리딘-1-일)-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

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

실시예 5d의 방법에 따라, (RS,RS,RS)-[3-(3-클로로메틸-4-플루오로-부티릴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

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회백색

발포체, MS(ISP) 478.5(M+H)+.

(e) 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

플루오로메틸-피롤리딘-2-온

실시예 1e의 방법에 따라, (RS,RS,RS)-[3-(4-플루오로메틸-2-옥소-피롤리딘-1-일)-9,10-디메톡시-1,3,4,6,7,11b-

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담황색

오일, MS(ISP) 378.5(M+H)+.

실시예 24

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5-메

틸-피페리딘-2-온

(a) 5-클로로-4-메틸-펜타노일 클로라이드

실시예 23b의 방법에 따라, 5-메틸-테트라하이드로-피란-2-온(Tetrahedron 1995, 51, 6237)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수

득하였다. 무색 액체, 1H-NMR(300MHz, CDCl3): 3.50-3.40(m, 2H), 2.95(td, 2H), 2.00-1.85(m, 2H), 1.70-1.60(m,

1H), 1.04(d, 3H).

(b) (RS,RS,RS)-[3-(5-클로로-4-메틸-펜타노일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

[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

실시예 5c의 방법에 따라, (RS,RS,RS)-(3-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

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실시예 5b) 및 5-클로로-4-메틸-펜타노일 클로라이드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회백색 고체, MS(ISP) 510.6(M+H)+.

(c) (RS,RS,RS)-[9,10-디메톡시-3-(5-메틸-2-옥소-피페리딘-1-일)-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

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

실시예 5d의 방법에 따라, (RS,RS,RS)-[3-(5-클로로-4-메틸-펜타노일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

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담황색 오일,

MS(ISP) 474.5(M+H)+.

(d) 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5-

메틸-피페리딘-2-온

실시예 1e의 방법에 따라, (RS,RS,RS)-[9,10-디메톡시-3-(5-메틸-2-옥소-피페리딘-1-일)-1,3,4,6,7,11b-헥사하이

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담황색 고체, MS

(ISP) 374.5(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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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25

(RS,RS,RS)-N-(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프로피

온아미드

(a) (RS,RS,RS)-(9,10-디메톡시-3-프로피오닐아미노-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

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

실시예 5c의 방법에 따라, (RS,RS,RS)-(3-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

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실시예 5b) 및 프로피오닐 클로라이드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담황

색 고체, MS(ISP) 434.6(M+H)+.

(b) (RS,RS,RS)-N-(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프

로피온아미드

실시예 1e의 방법에 따라, (RS,RS,RS)-(9,10-디메톡시-3-프로피오닐아미노-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

[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회백색 고체, MS(ISP) 334.5

(M+H)+.

실시예 26

(RS,RS,RS)-N-(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부티르

아미드

실시예 5c의 방법에 따라, (RS,RS,RS)-(3-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

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실시예 5b) 및 부티릴 클로라이드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황색 고체,

MS(ISP) 348.5(M+H)+.

실시예 27

사이클로프로판카복실산 ((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

소퀴놀린-3-일)-아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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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5c의 방법에 따라, (RS,RS,RS)-(3-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

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실시예 5b) 및 사이클로프로판카보닐 클로라이드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

였다. 회백색 고체, MS(ISP) 346.3(M+H)+.

실시예 28 및 29

(SR)-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

4-플루오로메틸-피롤리딘-2-온

, 및

(RS,RS,RS,RS)-1-(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

플루오로메틸-피롤리딘-2-온

크로마토그래피 분리(SiO2, CH2Cl2/MeOH/NH4OH 80:1:0.2, 이어서 95:5:0.25 )에 의하여, 1-((RS,RS,RS)-2-아미노-

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플루오로메틸-피롤리딘-2-온

(실시예 23)으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SR)-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

4-플루오로메틸-피롤리딘-2-온: 황색 오일, Rf = 0.45(CH2Cl2/MeOH/NH4OH 90:10:0.25 ).

(RS,RS,RS,RS)-1-(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

플루오로메틸-피롤리딘-2-온: 담황색 고체, Rf = 0.40(CH2Cl2/MeOH/NH4OH 90:10:0.25 ).

실시예 30

(S)-1-((S,S,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플루

오로메틸-피롤리딘-2-온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a) [(S,S,S)-3-(3-클로로메틸-4-플루오로-부티릴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

[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

실시예 5c의 방법에 따라, (S,S,S)-(3-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

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실시예 16b) 및 3-클로로메틸-4-플루오로-부티릴 클로라이드(실시예 23b)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회백색 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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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S,S)-3-((S)-4-플루오로메틸-2-옥소-피롤리딘-1-일)-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

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 및 [(S,S,S)-3-((R)-4-플루오로메틸-2-옥소-피롤리딘-1-일)

-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

수소화나트륨(오일중의 55-65% 분산액, 1.14g, 28.5mmol)을 실온에서 N,N-디메틸포름아미드(95mL)중의 [(S,S,S)-3-

(3-클로로메틸-4-플루오로-부티릴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

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6.72g, 13.1mmol)의 현탁액에 첨가하고, 이어서 1시간 후 반응 혼합물을 얼음상에 쏟

아 부은 다음, 에틸 아세테이트와 물사이에 분배하였다. 유기층을 염수로 세척하고, 건조(MgSO4)시킨 다음, 증발시켰다.

잔사를 크로마토그래피(SiO2, 사이클로헥산/2-프로판올 4:1)하여 [(S,S,S)-3-((S)-4-플루오로메틸-2-옥소-피롤리딘-

1-일)-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

(2.40g, 38%) 및 에피머(epimer), [(S,S,S)-3-((R)-4-플루오로메틸-2-옥소-피롤리딘-1-일)-9,10-디메톡시-

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2.73g, 44%)를 수득하였

다.

[(S,S,S)-3-((S)-4-플루오로메틸-2-옥소-피롤리딘-1-일)-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

[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 담황색 발포체, Rf = 0.6(SiO2, 사이클로헥산/2-프로판올 1:1).

[(S,S,S)-3-((R)-4-플루오로메틸-2-옥소-피롤리딘-1-일)-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

[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 담황색 발포체, Rf = 0.4(SiO2, 사이클로헥산/2-프로판올 1:1).

(c) (S)-1-((S,S,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

플루오로메틸-피롤리딘-2-온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실시예 1e의 방법에 따라, [(S,S,S)-3-((S)-4-플루오로메틸-2-옥소-피롤리딘-1-일)-9,10-디메톡시-1,3,4,6,7,11b-

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2.40g, 5.02mmol)을 (S)-1-((S,S,S)-2-

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플루오로메틸-피롤리딘

-2-온으로 전환시켰다. 생성물을 2-프로판올(10mL)중에 용해시킨 다음, 염화수소(2-프로판올중의 5-6M, 37mL)로 처

리하였다. 형성된 현탁액을 실온에서 64시간동안 교반하고, 이어서 침전물을 여과에 의해 수거한 다음 건조시켜 표제 화합

물(2.04g, 91%)을 수득하였다. 백색 고체, 융점 ＞ 300℃.

실시예 31

(R)-1-((S,S,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4-플

루오로메틸-피롤리딘-2-온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실시예 30c의 방법에 따라, [(S,S,S)-3-((R)-4-플루오로메틸-2-옥소-피롤리딘-1-일)-9,10-디메톡시-

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실시예 30b)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백색 고체, 융점 ＞ 300℃.

실시예 32

3-((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옥사졸

리딘-2-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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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5c, 5d 및 1e의 방법에 따라, (RS,RS,RS)-(3-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

[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실시예 5b) 및 2-클로로에틸 클로로포르메이트로부터 표제 화합물

을 제조하였다. 담황색 고체, MS(ISP) 348.5(M+H)+.

실시예 33

3-((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1,3]

옥사지난-2-온

(a) ((RS,RS,RS)-2-t-부톡시카보닐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

린-3-일)-카밤산 3-클로로-프로필 에스테르

실시예 5c의 방법에 따라, (RS,RS,RS)-(3-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

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실시예 5b) 및 3-클로로프로필 클로로포르메이트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

였다. 회백색 고체, MS(ISP) 498.4(M+H)+.

(b) [(RS,RS,RS)-9,10-디메톡시-3-(2-옥소-[1,3]옥사지난-3-일)-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

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

실시예 5d의 방법에 따라, ((RS,RS,RS)-2-t-부톡시카보닐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

리도[2,1-a]이소퀴놀린-3-일)-카밤산 3-클로로-프로필 에스테르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회백색 고체, MS

(ISP) 462.4(M+H)+.

(c) 3-((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

[1,3]옥사지난-2-온

실시예 1e의 방법에 따라, [(RS,RS,RS)-9,10-디메톡시-3-(2-옥소-[1,3]옥사지난-3-일)-1,3,4,6,7,11b-헥사하이드

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황색 고체, MS

(ISP) 362.5(M+H)+.

실시예 34

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5-메

틸-피롤리딘-2-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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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클로로-펜타노일 클로라이드

실시예 23b의 방법에 따라, γ-발레로락톤으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무색 액체, 1H-NMR(300MHz, CDCl3):

4.10-4.00(m, 1H), 3.25-3.05(m, 2H), 2.25-2.15(m, 1H), 2.05-1.95(m, 1H), 1.55(d, 3H).

(b) [(RS,RS,RS)-3-(4-클로로-펜타노일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

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

실시예 5c의 방법에 따라, (RS,RS,RS)-(3-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

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실시예 5b) 및 4-클로로-펜타노일 클로라이드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

다. 회백색 고체, MS(ISP) 496.4(M+H)+.

(c) 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5-

메틸-피롤리딘-2-온

실시예 5d 및 1e의 방법에 따라, [(RS,RS,RS)-3-(4-클로로-펜타노일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

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황색 고체, MS

(ISP) 360.1(M+H)+.

실시예 35

3-((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5-플

루오로메틸-옥사졸리딘-2-온

(a) [(RS,RS,RS)-3-(2-클로로-1-플루오로메틸-에톡시카보닐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

2H-피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

피리딘(69mg, 0.87mmol)을 0℃에서 디클로로메탄(0.8mL)중의 1-클로로-3-플루오로이소프로판올(34mg, 0.29mmol)

의 용액에 적가한 다음, 용액을 실온에 도달할 때까지 2시간에 걸쳐 방치하였다. 다시 0℃로 냉각시킨 후, (RS,RS,RS)-

(3-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

르(실시예 5b, 100mg, 0.26mmol), 피리딘(23mg, 0.29mmol) 및 4-디메틸아미노피리딘(1mg, 8μmol)을 첨가하였다. 반

응 혼합물을 실온에 도달할 때까지 16시간에 걸쳐 방치한 다음, 염화암모늄 포화 수용액과 에테르사이에 분배하였다. 유기

층을 물로 세척하고, 건조(MgSO4)시킨 다음, 증발시켰다. 크로마토그래피(SiO2, 헵탄-에틸 아세테이트 구배용출)하여 표

제 화합물(65mg, 48%)을 제조하였다. 백색 고체, MS(ISP) 516.5(M+H)+.

(b) [(RS,RS,RS)-3-(5-플루오로메틸-2-옥소-옥사졸리딘-3-일)-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

피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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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5d의 방법에 따라, [(RS,RS,RS)-3-(2-클로로-1-플루오로메틸-에톡시카보닐아미노)-9,10-디메톡시-

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

하였다. 백색 고체, MS(ISP) 480.5(M+H)+.

(c) 3-((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5-

플루오로메틸-옥사졸리딘-2-온

실시예 1e의 방법에 따라, [(RS,RS,RS)-3-(5-플루오로메틸-2-옥소-옥사졸리딘-3-일)-9,10-디메톡시-

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

하였다. 황색 고체, MS(ISP) 380.4(M+H)+.

실시예 36

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3-메

틸-피롤리딘-2-온

(a) 4-클로로-2-메틸-부티릴 클로라이드

실시예 23b의 방법에 따라, γ-발레로락톤으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무색 액체, 1H-NMR(300MHz, CDCl3):

3.61(t, 2H), 3.25-3.15(m, 1H), 2.40-2.25(m, 1H), 2.00-1.85(m, 1H), 1.36(d, 3H).

(b) [(RS,RS,RS)-3-(4-클로로-2-메틸-부티릴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

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

실시예 5c의 방법에 따라, (RS,RS,RS)-(3-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

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실시예 5b) 및 4-클로로-2-메틸-부티릴 클로라이드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

조하였다. 회백색 고체, MS(ISP) 496.4(M+H)+.

(c) 1-((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3-

메틸-피롤리딘-2-온

실시예 5d 및 1e의 방법에 따라, [(RS,RS,RS)-3-(4-클로로-2-메틸-부티릴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

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황색 고

체, MS(ISP) 360.5(M+H)+.

실시예 37

3-((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5-메

틸-옥사졸리딘-2-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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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S,RS,RS)-2-t-부톡시카보닐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

린-3-일)-카밤산 2-클로로-1-메틸-에틸 에스테르

실시예 35a의 방법에 따라, (RS,RS,RS)-(3-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

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실시예 5b) 및 1-클로로-프로판-2-올(J. Chem. Soc. Perkin Trans. 1 1983,

3019)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회백색 고체, MS(ISP) 498.4(M+H)+.

(b) [(RS,RS,RS)-9,10-디메톡시-3-(5-메틸-2-옥소-옥사졸리딘-3-일)-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

[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

실시예 5d의 방법에 따라, ((RS,RS,RS)-2-t-부톡시카보닐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

리도[2,1-a]이소퀴놀린-3-일)-카밤산 2-클로로-1-메틸-에틸 에스테르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백색 고체,

MS(ISP) 462.4(M+H)+.

(c) 3-((RS,RS,RS)-2-아미노-9,10-디메톡시-1,3,4,6,7,11b-헥사하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3-일)-5-

메틸-옥사졸리딘-2-온

실시예 1e의 방법에 따라, [(RS,RS,RS)-9,10-디메톡시-3-(5-메틸-2-옥소-옥사졸리딘-3-일)-1,3,4,6,7,11b-헥사하

이드로-2H-피리도[2,1-a]이소퀴놀린-2-일]-카밤산 t-부틸 에스테르로부터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담황색 고체,

MS(ISP) 362.4(M+H)+.

생약 실시예

실시예 A

통상의 방법으로 하기 성분들을 함유하는 필름 코팅된 정제를 제조할 수 있다:

활성 성분을 체질한 다음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즈와 혼합하고, 생성된 혼합물을 물중의 폴리비닐피롤리돈의 용액을 사용하

여 과립화한다. 생성된 과립을 나트륨 전분 글리콜레이트 및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와 혼합한 다음 압착하여 각각 120mg

또는 350mg 중량의 핵을 수득한다. 핵을 상기 언급된 필름 코트의 수성 용액/현탁액으로 칠한다.

실시예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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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방법으로 하기 성분들을 함유하는 캡슐을 제조할 수 있다:

성분들을 체질하여 혼합한 다음 크기 2(size 2)의 캡슐에 충진시킨다.

실시예 C

주사 용액은 하기 조성을 가질 수 있다:

활성 성분들을 폴리에틸렌 글리콜 400 및 주사용 물(일부)의 혼합물에 용해시킨다. 아세트산을 사용하여 pH를 5.0으로 조

정한다. 잔여량의 물을 첨가하여 부피를 1.0mL로 조정한다. 용액을 여과하고, 적절한 과량을 사용하여 바이알을 충진시킨

다음, 멸균한다.

실시예 D

통상의 방법으로 하기 성분들을 함유하는 연질 젤라틴 캡슐을 제조할 수 있다:

활성 성분을 다른 성분들의 가온 용융물중에 용해시킨 다음, 생성된 혼합물을 적절한 크기의 연질 젤라틴 캡슐에 충진시킨

다. 충진된 연질 젤라틴 캡슐을 통상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실시예 E

통상의 방법으로 하기 성분들을 함유하는 향낭(sachet)을 제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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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 성분을 락토오즈,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즈 및 나트륨 카복시메틸 셀룰로오즈와 혼합한 다음, 물중의 폴리비닐피롤리

돈의 혼합물을 사용하여 과립화한다. 이어서, 과립을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및 향미성 첨가제와 혼합한 다음 향낭에 충진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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