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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R1, R2, R3 및 Ar1이 본원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화학식 I의 화합물, 이의 선구약물 또는 약학적으로 허용가능

한 염, 및 이의 제조방법, 및 p38-매개 장애의 치료를 위한 이의 용도를 제공한다.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7-옥소-피리도피리미딘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2,6-이치환된 7-옥소-피리도[2,3-d]피리미

딘, 이의 제조방법, 이를 포함하는 약학 제제 및 이의 사용 방법을 제공한다.

배경기술

미토겐-활성화 단백질 키나제(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는 이중 인산화에 의해 이들의 기질을 활성화시

키는 프롤린-유도 세린/트레오닌 키나제의 부류이다. 상기 키나제는 영양 및 삼투압 스트레스(stress), UV광, 성장 인자,

내독소 및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포함하는 다양한 신호에 의해 활성화된다. MAP 키나제의 한 그룹으로는 다양한 이형체

(isoform)(예: p38α, p39β, p38γ 및 p38δ)을 포함하는 p38 키나제 그룹이 있다. p38 키나제는 전사 인자 및 기타 키나제

의 인산화 및 활성화를 담당하고, 물리적 및 화학적 스트레스, 전염증성 사이토카인 및 박테리아성 지질다당류에 의해 활

성화된다.

더욱 중요하게는, p38 인산화의 생성물은 TNF 및 IL-1을 포함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및 사이클로옥시게나제-2의 생성

을 매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사이토카인 각각은 다양한 질환의 상태 및 증상과 관련된다. 예를 들면, TNF-α는

활성화 단핵구 및 대식세포에 의해 주로 생성되는 사이토카인이다. 이의 과도하거나 비통제된 생성은 류마티스성 관절염

의 발병기전에 있어 원인 역할을 함으로써 영향을 미친다. 보다 최근에는, TNF 생성의 억제가 염증, 염증성 장 질환, 다발

성 경화증 및 천식의 치료에 대한 광범위한 용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NF는 이들중에서 바이러스 감염, 예컨대 HIV,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및 헤르페스 바이러스, 예컨대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 1형(HSV-1),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 2형(HSV-2), 거대세포 바이러스(CMV), 수두(varicella-zoster) 바이러

스(VZV), 엡스타인-바 바이러스(Epstein Barr virus), 인간 헤르페스 바이러스-6(HHV-6), 인간 헤르페스 바이러스-7

(HHV-7), 인간 헤르페스 바이러스-8(HHV-8), 가성 광견병 및 리노트라체이티스(rhinotracheitis)에 영향을 미친다.

유사하게, IL-1은 활성화 단핵구 및 대식세포에 의해 생성되며, 류마티스성 관절염, 발열 및 골 흡수의 감소를 포함하는 다

수의 병리학적 반응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추가적으로, p38의 병발은 발작, 알츠하이머병, 골관절염, 폐 손상, 패혈성 쇼크, 혈관생성, 피부염, 건선 및 아토피성 피부

염과 관련된다(예컨대, 문헌 [J. Exp. Opin. Ther. Patents, (2000) 1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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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피리도[2,3-d]피리미딘이 WO 제 96/34867 호에 단백질 티로신 키나제-매개 세포 증식의 억제제로서 개시되어 있

다.

p38 키나제의 억제에 의한 전술된 사이토카인의 억제는 이들 다수의 질환 상태를 제어하고, 감소시키고, 경감시키는 장점

을 갖는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한 양태는 하기 화학식 I의 화합물, 이의 선구약물 또는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제공한다.

화학식 I

상기 식에서

R1은 수소 또는 알킬이고;

R2는 -CR'R"-Ra(여기서, R' 및 R"는 수소, 하이드록시알킬 또는 알킬이되, 이들중 적어도 하나 이상은 알킬 또는 하이드록

시알킬이고, Ra는 하이드록시알킬이다), Rx-S(O)2-Ry(여기서, Rx는 알킬이고, Ry는 알케닐이다), 알콕시-치환된 알킬,

헤테로사이클릴알킬 또는 C4-C5 사이클로알킬이되, 여기서 R2내에 존재하는 하이드록시 그룹은 각각 독립적으로 에스테

르, 카바메이트, 카보네이트 또는 설포네이트 유도체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거나; 또는

R1 및 R2는 이들이 부착되는 질소원자와 함께 헤테로사이클릴을 형성하고;

R3은 수소, 알킬, 사이클로알킬, 아릴, 아르알킬, 할로알킬, 헤테로알킬, 시아노알킬, 아미노, 모노알킬아미노, 디알킬아미

노, 알킬렌-C(O)-R(여기서, R은 수소, 알킬, 하이드록시, 알콕시, 아미노, 모노알킬아미노 또는 디알킬아미노이다) 또는

아실이고;

Ar1은 아릴이다.

화학식 I의 화합물 및 이의 전술된 염은 단백질 키나제의 억제제이며, 생체내에서 p38에 대해 효과적인 활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상기 화합물은 TNF 및 IL-1와 같은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에 의해 매개되는 질환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다른 양태는 p38-매개 질환 또는 증상의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량의 화학식 I의 화합물을

투여하여 p38-매개 질환 또는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양태는 전술된 화합물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양태는 p38-매개 질환 및 증상의 치료에 유용한 약제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다른 언급이 없는 한, 본원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하기 의미를 갖는다.

"아실"이란, 라디칼 -C(O)R(여기서, R은 수소, 알킬, 사이클로알킬, 사이클로알킬알킬, 페닐 또는 페닐알킬이되, 상기 알

킬, 사이클로알킬, 사이클로알킬알킬 및 페닐알킬은 본원에서 정의된 바와 같다)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포르밀, 아

세틸, 사이클로헥실카보닐, 사이클로헥실메틸카보닐, 벤조일, 벤질카보닐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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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실아미노"란, 라디칼 -NR'C(O)R(여기서, R'는 수소 또는 알킬이고, R은 수소, 알킬, 사이클로알킬, 사이클로알킬알킬,

페닐 또는 페닐알킬이되, 상기 알킬, 사이클로알킬, 사이클로알킬알킬 및 페닐알킬은 본원에서 정의된 바와 같다)을 의미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포르밀아미노, 아세틸아미노, 사이클로헥실카보닐아미노, 사이클로헥실메틸-카보닐아미노, 벤조

일아미노, 벤질카보닐아미노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알콕시"란, 라디칼 -OR(여기서, R은 본원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알킬이다)를 의미하며, 그 예로는 메톡시, 에톡시, 프로폭

시, 부톡시 등이 있다.

"알킬"이란, 탄소수 1 내지 6의 선형의 포화 일가 탄화수소 라디칼 또는 탄소수 3 내지 6의 분지된 포화 일가 탄화수소 라

디칼을 의미하며, 그 예로는 메틸, 에틸, 프로필, 2-프로필, n-부틸, 이소-부틸, 3급-부틸, 펜틸 등이 있다.

"알킬렌"이란, 탄소수 1 내지 6의 선형의 포화 이가 탄화수소 라디칼 또는 탄소수 3 내지 6의 분지된 포화 이가 탄화수소

라디칼을 의미하며, 그 예로는 메틸렌, 에틸렌, 2,2-디메틸에틸렌, 프로필렌, 2-메틸프로필렌, 부틸렌, 펜틸렌 등이 있다.

"알킬티오"란, 라디칼 -SR(여기서, R은 상기 정의된 바와 같은 알킬이다)을 의미하며, 그 예로는 메틸티오, 에틸티오, 프로

필티오, 부틸티오 등이 있다.

"아릴"이란, 일가 모노사이클릭 또는 비사이클릭 방향족 탄화수소 라디칼이며, 이는 알킬, 하이드록시, 알콕시, 할로알킬,

할로알콕시, 헤테로알킬, 할로, 니트로, 시아노, 아미노, 모노알킬이미노, 디알킬아미노, 메틸렌디옥시, 에틸렌디옥시 및

아실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바람직하게 선택된 하나 이상의 치환기, 바람직하게는 1, 2 또는 3개의 치환기에 의해 선택적

으로 치환된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아릴이라는 용어는, 페닐, 클로로페닐, 메톡시페닐, 1-나프틸, 2-나프틸 및 이들의 유

도체, 또는 플루오로페닐, 또는 더욱더 구체적으로는 클로로페닐 또는 플루오로페닐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이클로알킬"이란, 고리 탄소수 3 내지 7, 바람직하게는 3 내지 5의 포화 일가 사이클릭 탄화수소 라디칼을 의미하며, 그

예로는 사이클로프로필, 사이클로부틸, 사이클로헥실, 4-메틸사이클로헥실 등이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사이클로프로필,

사이클로부틸 또는 사이클로헥실이다.

"디알킬아미노"란, 라디칼 -NRR'(여기서, R 및 R'는 독립적으로 본원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알킬, 하이드록시알킬, 사이클

로알킬, 또는 사이클로알킬알킬 그룹이다)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디메틸아미노, 메틸에틸아미노, 디(1-메틸에틸)

아미노, (사이클로헥실)(메틸)아미노, (사이클로헥실)(에틸)아미노, (사이클로헥실)(프로필)아미노, (사이클로헥실메틸)

(메틸)아미노, (사이클로헥실메틸)(에틸)아미노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R2내에 존재하는 하이드록시 그룹은 각각 독립적으로 에스테르, 카바메이트, 카보네이트 또는 설포네이트 유도체의 형태

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용어는, R2내에 존재하는 하이드록시 그룹(-OH)이 각각 독립적으로 Ra-C(=O)-O-, RaRb N-C

(=O)-O-, Ra-O-C(=O)-O- 또는 Ra-SO2-O-(여기서, Ra 및 Rb는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본원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알

킬, 아릴 또는 아르알킬이다)로서 유도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할로"란, 플루오로, 클로로, 브로모, 또는 요오도, 바람직하게는 플루오로 및 클로로이다.

"할로알킬"이란, 하나 이상의 동일하거나 상이한 할로원자로 치환된 알킬을 의미하며, 그 예로는 -CH2Cl, -CF3, -

CH2CF3, -CH2CCl 3 등이 있다.

"헤테로알킬"이란, -ORa, -NRbRc 및 -S(O)nR
d (여기서, n은 0 내지 2의 정수이다)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

택된 치환기에 의해 1, 2 또는 3개의 수소원자가 치환된, 본원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알킬 라디칼로서, 단 헤테로알킬 라디

칼의 결합 지점이 탄소원자를 통해야 하되, 여기서

Ra는 수소, 아실, 알킬, 사이클로알킬 또는 사이클로알킬알킬이고;

Rb 및 Rc는 서로 독립적으로 수소, 아실, 알킬, 사이클로알킬 또는 사이클로알킬알킬이거나, 또는 Rb 및 Rc는 함께 사이클

로알킬 또는 아릴사이클로알킬을 형성하고;

등록특허 10-0582325

- 4 -



n이 0인 경우 Rd는 수소, 알킬, 사이클로알킬 또는 사이클로알킬알킬이고, n이 1 또는 2인 경우 Rd는 알킬, 사이클로알킬,

사이클로알킬알킬, 아미노, 아실아미노, 모노알킬아미노 또는 디알킬아미노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2-하이드록시에틸, 3-하이드록시프로필, 2-하이드록시-1-하이드록시메틸에틸, 2,3-디하이드록시프

로필, 1-하이드록시메틸에틸, 3-하이드록시부틸, 2,3-디하이드록시부틸, 2-하이드록시-1-메틸프로필, 2-아미노에틸,

3-아미노프로필, 2-메틸설포닐에틸, 아미노설포닐메틸, 아미노설포닐에틸, 아미노설포닐프로필, 메틸아미노설포닐메틸,

메틸아미노설포닐에틸, 메틸아미노설포닐프로필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헤테로사이클릴"이란, 1 또는 2개의 고리 원자가 N, O 또는 S(O)n(여기서, n은 0 내지 2의 정수이다)으로부터 선택된 헤

테로원자이고, 나머지 고리 원자가 C인, 고리 원자수 3 내지 8의 포화 또는 불포화 비방향족 사이클릭 라디칼을 의미한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헤테로사이클릴"이란, 1 또는 2개, 바람직하게는 하나의 고리 원자가 N 원자이고 나머지 고리 원자가

C 원자인, 고리 원자수 5 내지 6, 바람직하게는 6의 포화 비방향족 사이클릭 라디칼을 의미한다. 헤테로사이클릴 고리는

알킬, 할로알킬, 헤테로알킬, 할로, 니트로, 시아노, 시아노알킬, 하이드록시, 알콕시, 아미노, 모노알킬아미노, 디알킬아미

노, 아르알킬, -(X)n-C(O)R(여기서, X는 O 또는 NR'이고, n은 0 또는 1이고, R은 수소, 알킬, 할로알킬, 하이드록시(n이 0

인 경우), 알콕시, 아미노, 모노알킬아미노, 디알킬아미노, 또는 선택적으로 치환된 페닐이되, 상기 R'는 수소 또는 알킬이

다), -알킬렌-C(O)R(여기서, R은 OR 또는 NR'R"이되, R은 수소, 알킬 또는 할로알킬이고, R' 및 R"은 독립적으로 수소 또

는 알킬이다), -알킬렌-S(O)n-Ra(여기서, n은 0, 1 또는 2, 바람직하게는 0이고, Ra는 알킬이다), 또는 -S(O)nR(여기서, n

은 0 내지 2의 정수이다)(여기서, n이 0이면, R이 수소, 알킬, 사이클로알킬 또는 사이클로알킬알킬이고, n이 1 또는 2이

면, R이 알킬, 사이클로알킬, 사이클로알킬알킬, 아미노, 아실아미노, 모노알킬아미노 또는 디알킬아미노이다)로부터 독립

적으로 선택된 1, 2 또는 3개의 치환기로 선택적으로 치환될 수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헤테로사이클릴이라는 용어는,

테트라하이드로피라닐, 피페리디노, N-메틸피페리딘-3-일, 피페라지노, N-메틸피롤리딘-3-일, 3-피롤리디노, 모르폴

리노, 티오모르폴리노, 티오모르폴리노-1-옥사이드, 티오모르폴리노-1,1-디옥사이드, 피롤리닐, 이미다졸리닐, N-메탄

설포닐-피페리딘-4-일 및 이의 유도체, 바람직하게는 피페리디닐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바람직하게는, "

헤테로사이클릴"은 알킬, 바람직하게는 치환된 알킬로부터 선택된 하나의 치환기로 헤테로원자에서 치환되되, 상기 치환

기는 아미노, 카보닐, 예컨대 모노- 또는 바람직하게는 디알킬아미노카보닐(예: 디메틸아미노카보닐), 카복실 또는 알킬옥

시카보닐(예: 메톡시카보닐)이다.

"헤테로사이클릴알킬"이란, 라디칼 -RaRb(여기서, Ra은 알킬렌 그룹이고, Rb는 본원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헤테로사이클

릴 그룹이되, 단 Rb는 헤테로사이클릴 고리의 탄소원자를 통해 Ra에 결합된다)를 의미하며, 그 예로는 테트라하이드로피

란-2-일메틸, 2- 또는 3-피페리디닐메틸 등이 있다.

"하이드록시알킬"이란, 하나 이상, 바람직하게는 1, 2 또는 3개, 더욱 바람직하게는 1 또는 2개의 하이드록시 그룹으로 치

환되되, 단 동일한 탄소원자가 2개 이상의 하이드록실 그룹을 포함하지 않는 본원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알킬 라디칼을 의

미하여, 바람직하게는 실시예 7 내지 18 및 표 1의 화합물(7, 12, 13, 24 및 25)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R2의 치환기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하이드록시메틸, 2-하이드록시에틸, 2-하이드록시프로필, 3-하이드록시프로필, 1-(하이드록시메틸)-

2-메틸프로필, 2-하이드록시부틸, 3-하이드록시부틸, 4-하이드록시부틸, 2,3-디하이드록시프로필, 2-하이드록시-1-

하이드록시메틸에틸, 2,3-디하이드록시부틸, 3,4-디하이드록시부틸 및 2-(하이드록시메틸)-3-하이드록시프로필, 바람

직하게는 2-하이드록시에틸, 2,3-디하이드록시프로필 및 1-(하이드록시메틸)-2-하이드록시에틸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

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원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하이드록시알킬"이란 헤테로알킬 그룹의 하위세트를 정의하는데

사용된다.

"이탈기"란, 합성 유기 화학에서 그와 통상적으로 관련된 의미로서, 즉 친핵체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원자 또는 그룹을 의

미하며, 이의 예로는 할로(예: 클로로, 브로모 및 요오도), 알칸설포닐옥시, 아렌설포닐옥시, 알킬카보닐옥시(예: 아세톡시)

, 아릴카보닐옥시, 메실옥시, 토실옥시, 트리플루오로메탄설포닐옥시, 아릴옥시(예: 2,4-디니트로페녹시), 메톡시, N,O-

디메틸하이드록실아미노 등이 포함된다.

"모노알킬아미노"란, 라디칼 -NHR(여기서, R는 본원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알킬, 하이드록시알킬, 사이클로알킬 또는 사

이클로알킬알킬이다)이며, 그 예로는 메틸아미노, (1-메틸에틸)아미노, 하이드록시메틸아미노, 사이클로헥실아미노, 사이

클로헥실메틸아미노, 사이클로헥실에틸아미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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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으로 치환된 페닐"이란, 알킬, 하이드록시, 알콕시, 할로알킬, 할로알콕시, 헤테로알킬, 할로, 니트로, 시아노, 아미

노, 메틸렌디옥시, 에틸렌디옥시 및 아실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된 하나 이상, 바람직하게는 1 또는 2개

의 치환기로 선택적으로 치환된 페닐 고리, 바람직하게는 하나의 치환기, 바람직하게는 할로겐(예: 플루오로 또는 클로로)

으로 치환된 페닐 고리를 의미한다.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부형제"란, 약학 조성물을 제조하는데 유용한 부형제로서,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비-독성이고 생

물학적으로 또는 다른 면에서나 바람직한 부형제를 의미하며, 인간의 약학적 용도 뿐만 아니라 수의학적 용도에도 허용가

능한 부형제를 포함한다. 본원의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은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부형제"란 이러

한 부형제를 하나 이상 포함한다.

화합물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이란,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하고 모 화합물의 목적하는 약리학적 활성을 보유하는 염

을 의미한다. 이러한 염으로는,

(1) 염화수소산, 브롬화수소산, 황산, 질산, 인산 등과 같은 무기산으로 형성되거나; 또는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헥산산,

사이클로펜탄프로피온산, 글리콜산, 피루브산, 락트산, 말론산, 숙신산, 말산, 말레산, 푸마르산, 타르타르산, 시트르산, 벤

조산, 3-(4-하이드록시벤조일)벤조산, 신남산, 만델산, 메탄설폰산, 에탄설폰산, 1,2-에탄-디설폰산, 2-하이드록시에탄

설폰산, 벤젠설폰산, 4-클로로벤젠설폰산, 2-나프탈렌설폰산, 4-톨루엔설폰산, 캄포르설폰산, 4-메틸비사이클로

[2.2.2]-옥트-2-엔-1-카복실산, 글루코헵톤산, 3-페닐프로피온산, 트리메틸아세트산, 3급-부틸아세트산, 라우릴 황산,

글루콘산, 글루탐산, 하이드록시나프톤산, 살리실산, 스테아르산, 무콘산 등과 같은 유기산으로 형성된 산 부가염; 또는

(2) 모 화합물내에 존재하는 산성 양성자가 금속 이온, 예컨대 알칼리 금속 이온, 알칼리 토금속 이온, 또는 알루미늄 이온

으로 치환되거나; 또는 에탄올아민, 디에탄올아민, 트리에탄올아민, 트로메트아민, N-메틸글루카민 등과 같은 유기 염기

로 배위되어 형성되는 염을 들 수 있다.

"선구-약물" 및 "선구약물"이란, 본원에서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며 상기 선구약물이 포유동물 개체에 투여되는 경우, 생

체내에서 화학식 I에 따른 활성 모 약물을 방출하는 임의의 화합물을 의미한다. 화학식 I의 화합물의 선구약물은 생채내에

서 절단되어 모 화합물을 방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화학식 I의 화합물 내에 존재하는 하나 이상의 작용기(들)를 개조함으

로써 제조된다. 선구약물은 화학식 I의 화합물내 하이드록시, 아미노, 설피드릴 그룹, 카복시 또는 카보닐 그룹이 생체내에

서 절단되어 각각 자유 하이드록실, 아미노 또는 설피드릴 그룹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임의의 그룹에 결합되는 화학식 I의 화

합물을 들 수 있다. 선구약물의 예로는, 화학식 I의 화합물내 하이드록시 작용기의 에스테르(예를 들면, 아세테이트, 디알

킬아미노아세테이트, 포르메이트, 포스페이트, 설페이트 및 벤조에이트 유도체), 설포네이트 및 카바메이트(예를 들면,

N,N-디메틸아미노카보닐), 카복실 작용기의 에스테르 그룹(예: 에틸 에스테르, 모르폴리노에탄올 에스테르), 아미노 작용

기의 N-아실 유도체(예: N-아세틸), N-만니흐(Mannich) 염기, 시프(Schiff) 염기 및 에남미논(enaminone), 케톤 및 알데

하이드 작용기의 옥심, 아세탈, 케탈 및 에놀 에스테르 등을 들 수 있다(문헌 [Bundegaard, H. "Design of Prodrugs" pl-

92, Elesevier, New York-Oxford (1985)] 참고).

"보호기"란, 분자 마스크내에 활성 그룹에 결합되는 경우 반응성을 감소시키거나 억제하는 원자의 그룹을 의미한다. 보호

기에 대한 예는 문헌[T.W.Green and P.G. Futs, Protective Groups in Organic Chemistry, (Wiley, 2nd ed.1991)] 및

[Harrison and Harrison et al., Compendium of Synthetic Organic Methods, Vols. 1-8 (John Wiley and Sons,

1971-1996)]에서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아미노 보호기로는 포르밀, 아세틸, 트리플루오로아세틸, 벤질, 벤질옥시카

보닐(CBZ), 3급-부톡시카보닐(Boc), 트리메틸실릴(TMS), 2-트리메틸실릴-에탄설포닐(SES), 트리틸 및 치환된 트리틸

그룹, 알릴옥시카보닐, 9-플루오레닐메틸옥시카보닐(FMOC), 니트로-베라트릴옥시카보닐(NVOC) 등이 있다. 대표적인

하이드록시 보호기로는 하이드록시 그룹이 아실화 또는 알킬화된 그룹, 예컨대 벤질 및 트리틸 에테르 및 알킬 에테르, 테

트라하이드로피라닐 에테르, 트리알킬실릴 에테르 및 알릴 에테르 등이 있다.

질환을 "치료하는" 또는 질환의 "치료"는

(1) 질환을 예방하는 것, 즉 질환에 노출되거나 질환에 걸리기 쉬운 상태이지만, 질환의 징후를 경험하지 않거나 질환의 징

후가 나타나지 않은 포유동물에서 질환의 임상적인 증후가 발현되지 않도록 하는 것,

(2) 질환을 억제하는 것, 즉 질환 또는 이의 임상적인 증후의 발현을 저지하거나 감소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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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환을 완화시키는 것, 즉 질환 또는 이의 임상적인 증후의 퇴행을 유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치료 효과량"이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포유동물에게 투여되는 경우 상기 질환의 치료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화합물의 양

을 의미한다. "치료 효과량"은 화합물, 질환과 이의 경중도, 및 치료할 포유동물의 연령, 체중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처리하는", "접촉하는" 또는 "반응하는"이란 용어는, 화학 반응에서 언급되는 경우, 지적하는 및/또는 목적하는 생성물을

제조하기 위해 적절한 조건하에서 2개 이상의 시약을 첨가 또는 혼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적하는 및/또는 목적하는 생성

물을 제조하는 반응은 필수적으로 초기에 첨가된 2개의 시약의 조합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이해되

어야 한다. 즉, 궁극적으로 지적하는 및/또는 목적하는 생성물을 형성하도록 혼합물중에서 생성되는 하나 이상의 중간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원 명세서의 구조식중에서, "N"는 구조의 다른 부분에 대해 1 또는 2개의 결합을 갖도록 도시되거나 "O"는 구조의 나머

지 부분에 대해 하나의 결합을 갖도록 도시되지만, 당해 분야의 숙련자라면, "N"의 경우 2개 또는 하나의 "H" 원자가 각각

구조식내에 존재하고, "O"의 경우에는 하나의 "H"-원자가 구조식내에 존재하지만, 구조를 도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즉 ISIS 드로우(ISIS draw)에서는 도시되지 않음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N"는 "-NH2"를 의미하고, "-N-"

는 "-NH-"를 의미하고, "-O"는 "-OH"를 의미한다.

본 발명의 한 양태는 하기 화학식 I의 화합물을 제공한다:

화학식 I

상기 식에서

R1은 수소 또는 알킬이고;

R2는 -CR'R"-Ra(여기서, R' 및 R"는 수소, 하이드록시알킬 또는 알킬이되, 이들중 적어도 하나 이상은 알킬 또는 하이드록

시알킬이고, Ra는 하이드록시알킬이다), Rx-S(O)2-Ry(여기서, Rx는 알킬이고, Ry는 알케닐이다), 알콕시-치환된 알킬,

헤테로사이클릴알킬 또는 C4-C5 사이클로알킬이되, 여기서 R2내에 존재하는 하이드록시 그룹은 각각 독립적으로 에스테

르, 카바메이트, 카보네이트 또는 설포네이트 유도체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거나; 또는

R1 및 R2는 이들이 부착되는 질소원자와 함께 헤테로사이클릴을 형성하고;

R3은 수소, 알킬, 사이클로알킬, 아릴, 아르알킬, 할로알킬, 헤테로알킬, 시아노알킬, 아미노, 모노알킬아미노, 디알킬아미

노, 알킬렌-C(O)-R(여기서, R은 수소, 알킬, 하이드록시, 알콕시, 아미노, 모노알킬아미노 또는 디알킬아미노이다) 또는

아실이고;

Ar1은 아릴이다.

화학식 I의 화합물이 하기 화학식 II의 화합물인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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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II

상기 식에서,

n은 1 또는 2이고, 바람직하게는 1이고,

X는 수소, 알킬, 할로, 니트로, 시아노 또는 메톡시이고, 바람직하게는 할로겐이다.

화학식 I의 더욱 바람직한 화합물은 하기 화학식 III의 화합물이다.

화학식 III

화학식 I, 화학식 II 또는 화학식 III의 화합물에 대해 하기와 같이 설명한다.

바람직하게는, R1은 수소 또는 메틸이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R1은 수소이다.

바람직하게는, 화학식 I의 화합물의 R2는 -CR'R"-Ra(여기서, R' 및 R"는 수소, 하이드록시알킬 또는 알킬이되, 이들중 적

어도 하나 이상은 알킬 또는 하이드록시알킬이고, Ra는 하이드록시알킬이다), 알콕시-치환된 알킬, Rx-S(O)2-Ry(여기서,

Rx는 알킬이고, Ry는 알케닐이다), C4-C5 사이클로알킬 또는 (N-치환된 피페리딘-4-일)메틸, 더욱 바람직하게는 -

CR'R"-Ra(상기 정의된 바와 같다) 또는 (N-치환된 피페리딘-4-일)메틸, 특히는 (N-치환된 피페리딘-4-일)메틸이며, 여

기서 치환은 바람직하게는 상기 정의에서 지적된 바와 같고, R2내에 존재하는 하이드록시 그룹은 각각 독립적으로 에스테

르, 카바메이트, 카보네이트 또는 설포네이트 유도체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더욱더 바람직하게는, R2는 (1,1-디메틸-

2-하이드록시)에틸, (1,2-디메틸-2-하이드록시)프로필, (N-메틸-피페리딘-4-일)메틸, [1-디메틸아세트아미도-피페

리딘-4-일]메틸, [1-카복시메틸-피페리딘-4-일]메틸, (1,1-디메틸-2-하이드록시)에틸, (1-메틸-3-하이드록시)프로

필, (1-메틸-1-하이드록시메틸-2-하이드록시)에틸), [1,1-디(하이드록시메틸)]프로필, (1-하이드록시메틸-2-메틸)프

로필, (1-하이드록시메틸)프로필, (1-하이드록시메틸-2,2-디메틸)프로필, (1-하이드록시메틸-3-메틸)부틸, (2-하이드

록시)프로필, (1-메틸-2-하이드록시)에틸, (1-하이드록시메틸-2-메틸)부틸, 2-하이드록시에틸, 2-하이드록시-2-메틸

프로필, 5-하이드록시펜틸, 2-하이드록시부틸, 1-(하이드록시메틸)-2-하이드록시에틸, 2,3-디하이드록시프로필, [1-

카보메톡시메틸-피페리딘-4-일]메틸, 또는 [1-카복시메틸-피페리딘-4-일]메틸, 또는 {1-메틸, 2-메틸, 2-[메틸-디

설폰]}-에틸이고, R2내에 존재하는 하이드록시 그룹은 각각 독립적으로 에스테르, 카바메이트, 카보네이트 또는 설포네

이트 유도체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한 양태에서, R1 및 R2는 이들이 부착되는 질소원자와 함께 -알킬렌-S(O)n-Ra-치환된 헤테로사이클릴(여기서, n은 0, 1

또는 2, 바람직하게는 0이고, Ra는 알킬이다)을 형성한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R1 및 R2는 이들이 부착되는 질소원자와 함

께 -알킬렌-S(O)n-Ra-치환된 아지리디닐(여기서, n은 바람직하게는 0이다)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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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는, R3은 수소, 알킬, 아미노, 모노알킬아미노, 디알킬아미노, 할로알킬, 사이클로알킬, 시아노메틸, 헤테로알

킬, 아릴, 아르알킬 또는 알킬렌-C(O)-R(여기서, R은 수소, 알킬, 하이드록시, 알콕시, 아미노, 모노알킬아미노 또는 디알

킬아미노이다)이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R3은 수소, 알킬, 아미노, 사이클로알킬 또는 아릴, 특히 수소, 알킬 또는 아릴이

다. 또한, R3은 또한 수소, 아미노, 메틸, 2,2,2-트리플루오로에틸, 사이클로프로필, 시아노메틸, 2-하이드록시에틸, 4-플

루오로페닐, 벤질, 카복시메틸 또는 메톡시카보닐메틸이다. 더욱더 바람직하게는, R3은 수소, 메틸, 4-플루오로페닐, 아미

노 또는 사이클로프로필, 특히 수소, 메틸 또는 4-플루오로페닐이다.

추가적인 양태에서, 본 발명은 하기 화학식 I의 화합물을 제공한다.

화학식 I

상기 식에서

R1은 수소 또는 알킬이고;

R2는 -CR'R"-Ra(여기서, R' 및 R"는 수소 또는 알킬이되, 이들중 적어도 하나 이상은 알킬이고, Ra는 하이드록시알킬이

다) 또는 헤테로사이클릴알킬이고;

R3은 수소, 알킬, 사이클로알킬, 아릴, 아르알킬, 할로알킬, 헤테로알킬, 시아노알킬, 알킬렌-C(O)-R(여기서, R은 수소,

알킬, 하이드록시, 알콕시, 아미노, 모노알킬아미노 또는 디알킬아미노이다) 또는 아실이고;

Ar1은 아릴이다.

본 발명의 추가적인 양태에서, 화학식 I의 화합물중에서 특히 바람직한 화합물은 하기 화학식 II의 화합물이다:

화학식 II

상기 식에서,

n은 1 또는 2이고, 바람직하게는 1이고,

X는 수소, 알킬, 할로, 니트로, 시아노 또는 메톡시이고, 바람직하게는 할로겐이다.

본 발명의 추가적인 양태에서, 화학식 I의 화합물중에서 더욱 바람직한 화합물은 하기 화학식 III의 화합물이다:

화학식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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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화학식 I의 화합물에 대해 하기와 같이 설명한다.

바람직하게는, R1은 수소 또는 메틸이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R1은 수소이다.

바람직하게는, R2는 -CR'R"-Ra(여기서, R' 및 R"는 수소 또는 알킬이되, 이들중 적어도 하나 이상은 알킬이고, Ra는 하이

드록시알킬이다) 또는 (N-치환된 피페리딘-4-일)메틸, 더욱 바람직하게는 (1,1-디메틸-2-하이드록시)에틸, (1,2-디메

틸-2-하이드록시)프로필, (N-메틸-피페리딘-4-일)메틸, [1-디메틸아세트아미도-피페리딘-4-일]메틸, [1-카복시메

틸-피페리딘-4-일]메틸 또는 [1-카보시메톡시메틸-피페리딘-4-일]메틸이다.

바람직하게는, R3은 수소, 알킬, 할로알킬, 사이클로알킬, 시아노메틸, 헤테로알킬, 아릴, 아르알킬 또는 알킬렌-C(O)-R

(여기서, R은 수소, 알킬, 하이드록시, 알콕시, 아미노, 모노알킬아미노 또는 디알킬아미노이다)이다. 가장 바람직하게는,

R3은 수소, 메틸, 2,2,2-트리플루오로에틸, 사이클로프로필, 시아노메틸, 2-하이드록시에틸, 4-플루오로페닐, 벤질, 카복

시메틸 또는 메톡시카보닐메틸이다. 더욱더 바람직하게는, R3은 수소 또는 메틸이다.

추가적인 양태에서, 본 발명은 앞서 정의된 바와 같되, R2가 헤테로사이클릴알킬이고/이거나, R3이 여러 정의를 갖는 아미

노, 바람직하게는 헤테로사이클릴알킬 및 아미노이고, R1 및 Ar1이 본원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화학식 I, 화학식 II 및 화학

식 III의 화합물을 제공한다.

R3이 수소인 경우, 화합물은 하기와 같은 호변이성체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정의된 화합물 이외에, 본 발명은 모든 호변이성체 형태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화합물들의 선구

약물 형태 및 순수한 키랄 형태, 라세미체 혼합물 또는 다른 형태의 혼합물이든 상관없이 모든 입체이성체와 함께 상기 화

합물들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모두를 포함한다.

또한, 전술된 바람직한 그룹의 조합은 다른 바람직한 양태를 형성하므로, 예컨대 화학식 I의 바람직한 치환기 R1, R2 및 R3

도 또한 화학식 II 및 화학식 III의 화합물들의 바람직한 치환기가 될 것이다.

화학식 I의 대표적인 화합물의 일부는 하기 표 1b 내지 1k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 1b 내지 1k. 화학식 I의 대표적인 화합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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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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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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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d]

등록특허 10-0582325

- 13 -



[표 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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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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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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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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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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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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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k]

시험관내 p38 검정에서 화학식 I의 화합물의 IC50은 10 μM 미만, 바람직하게는 5 μM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2 μM 미

만, 가장 바람직하게는 1 μM 미만이다. 특히, 표 1b 내지 1k에서의 화학식 I의 화합물은 시험관내 p38 검정에서 약 0.712

내지 약 0.001 μM의 IC50을 갖는다.

본 발명의 화합물은 수화된 형태를 비롯한 용매화 형태 뿐만 아니라 비용매화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화된

형태를 비롯한 용매화 형태는 비용매화 형태와 동일하며, 본 발명의 범주내에 속하는 것이다. 또한, 전술된 화합물들 이외

에, 본 발명은 상기 화합물들의 선구약물 형태 및 순수한 키랄 형태, 라세미체 혼합물 또는 다른 형태의 혼합물이든 상관없

이 모든 입체이성체와 함께 상기 화합물들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모두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화합물은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산 부가염을 추가로 형성할 수 있다. 이들 모든 형태는 본 발명의 범주내에 속

한다.

본 발명의 화합물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산 부가염으로는 염산, 질산, 인산, 황산, 브롬화수소산, 요오드화수소산, 아인

산 등과 같은 무기 산으로부터 유도된 염; 및 지환족 모노- 및 디-카복실산, 페닐-치환된 알칸산, 하이드록시 알카노산, 알

칸디오산, 방향족산, 지방족 및 방향족 설폰산 등과 같은 유기 산으로부터 유도된 염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러한 염은 설

페이트, 피로설페이트, 비설페이트, 설파이트, 비설파이트, 니트레이트, 포스페이트, 모노하이드로젠포스페이트, 디하이드

로젠포스페이트, 메타포스페이트, 피로포스페이트,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요오다이드, 아세테이트, 프로피오네이트, 카

프릴레이트, 이소부티레이트, 옥살레이트, 말로네이트, 숙시네이트, 수베레이트, 세바케이트, 푸마레이트, 말레에이트, 만

델레이트, 벤조에이트, 클로로벤조에이트, 메틸벤조에이트, 디니트로벤조에이트, 프탈레이트, 벤젠설포네이트, 톨루엔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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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네이트, 페닐아세테이트, 시트레이트, 락테이트, 말레에이트, 타르트레이트, 메탄설포네이트 등이 포함된다. 또한, 아미

노산의 염(예: 아르기네이트 등), 글루코네이트 및 갈락투로네이트가 고려된다(예컨대, 베르게(Berge) 등의 문헌

["Pharmaceutical Salts", J. of Pharmaceutical Science, 1977, 66, 1-19] 참조).

염기성 화합물의 산 부가염은 자유 염기 형태를 충분한 양의 목적하는 산과 접촉시켜 염을 제조하는 통상의 방식으로 제조

할 수 있다. 자유 염기 형태는 염 형태를 염기와 접촉시키고 통상의 방식으로 자유 염기를 단리시킴으로써 재생시킬 수 있

다. 자유 염기 형태는 그들의 각 염 형태와 특정 물리적 특성(예: 극성 용매중 용해도)에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상기 염

은 본 발명의 목적을 위해 그들의 각 자유 염기와 대응한다.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기 부가염은 금속 이온 또는 아민, 예컨대 알칼리 및 알칼리성 토금속 이온 또는 유기 아민을 사

용하여 형성시킬 수 있다. 양이온으로서 사용되는 금속 이온의 예로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등이 포함된다. 적합

한 아민의 예로는 N,N'-디벤질에틸렌디아민, 클로로프로카인, 클로린, 디에탄올아민, 에틸렌디아민, N-메틸글루카민 및

프로카인이 있다(예컨대, 베르게 등의 문헌 ["Pharmaceutical Salts", J. of Pharmaceutical Science, 1977, 66, 1-19]

참조).

산성 화합물의 염기 부가염은 자유 산 형태를 충분한 양의 목적하는 염기와 접촉시켜 염을 제조하는 통상의 방식으로 제조

할 수 있다. 자유 산 형태는 염 형태를 산과 접촉시키고 통상의 방식으로 자유 산을 단리시킴으로써 재생시킬 수 있다. 자

유 산 형태는 그들의 각 염 형태와 특정 물리적 특성(예: 극성 용매중 용해도)에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상기 염은 본 발

명의 목적을 위해 그들의 각 자유 산과 대응한다.

본 발명의 화합물은 당해 분야의 숙련자에게 공지된 공정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에 의해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한 양

태에서, 화학식 I의 화합물의 제조방법은 하기 반응식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반응식 1

(당해 분야에 공지된 방법에 의해 용이하게 제조되거나, 또는 당해 분야의 숙련자에게 공지된 공급원으로부터 구입가능한)

화학식 Ia의 화합물을 1급 아민(R3-NH2)으로 처리하여 화학식 Ib의 화합물을 수득한다. 이 반응은 반응 조건하에서 불활

성인 용매, 바람직하게는 할로겐화 지방족 탄화수소, 특히 디클로로메탄, 선택적으로 할로겐화된 방향족 탄화수소, 열린-

쇄 또는 사이클릭 에테르(예: 테트로하이드로푸란), 포름아미드 또는 저급 알칸올중에서 편리하게 수행한다. 적합하게는,

상기 반응은 약 -20 내지 약 120 ℃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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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Ib의 화합물을 환원시켜 화학식 Ic의 알콜을 수득한다. 이 환원은 전형적으로 수소화 리튬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당

해 분야의 숙련자에게 공지된 방법(예를 들면, 약 -20 내지 약 70 ℃, 바람직하게는 약 0 ℃ 내지 대략 실온에서, 환원 조건

하에서 불활성인 용매, 바람직하게는 열린-쇄 또는 사이클릭 에테르, 특히 테트라하이드로푸란중에서)으로 수행한다.

다음 단계에서, 화학식 Ic의 알콜을 산화시켜 화학식 Id의 카복스알데하이드를 수득한다. 산화는 전형적으로 이산화 망간

을 사용하여 수행하지만, 많은 다른 방법들도 또한 이용할 수 있다(예를 들면, 문헌 [Advanced Organic Chemistry, 4TH

ed., March, John Wiley ＆ Sons, New York(1992)] 참조). 사용된 산화제에 따라, 상기 반응은 특정 산화 조건하에서 불

활성인 용매, 바람직하게는 할로겐화 지방족 탄화수소, 특히 디클로로메탄, 또는 선택적으로 할로겐화된 방향족 탄화수소

중에서 편리하게 수행한다. 적합하게는, 상기 산화는 약 0 내지 약 60 ℃에서 수행한다.

화학식 Id의 카복스알데하이드를 염기의 존재하에 아릴-치환된 아세테이트 Ar1-CH2-CO2R(여기서, R은 알킬 그룹이다)

와 반응시켜 화학식 Ie의 화합물을 수득한다. 카보네이트(예: 포타슘 카보네이트, 리튬 카보네이트 및 소듐 카보네이트),

비카보네이트(예: 포타슘 비카보네이트, 리튬 비카보네이트 및 소듐 비카보네이트), 아민(예: 2급 및 3급 아민), 및 수지-

결합된 아민(예: 1,3,4,6,7,8-헥사하이드로-2H-피리미도[1,2-a]피리미딘)을 포함하는 임의의 비교적 비친핵성인 염기

가 사용될 수 있다. 생성물 수율을 증가시키고/시키거나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반응중에 형성된 물을 공비 제거에

의해 제거시킬 수 있다. 편리하게는, 상기 반응은 반응 조건하에서 비교적 극성이지만 불활성인 용매, 바람직하게는 아미

드, 예컨대 디메틸 포름아미드, N-치환된 피롤리디논, 특히 1-메틸-2-피롤리디논중에서, 약 70 내지 약 150 ℃, 특히 상

기 용매의 환류 온도에서 또는 그와 근접한 온도에서 수행하여 앞서 언급한 물의 공비 제거를 보조할 수 있다.

화학식 Ie의 화합물을 산화제(예컨대, 3-클로로퍼벤조산, 즉 MCPBA) 및 옥손(Oxone; 등록상표)으로 산화시켜 다양한 표

적 화합물들로 전환시킬 수 있는 화학식 If의 설폰을 수득한다. 전형적으로, 화학식 Ie의 화합물의 산화는 산화 조건하에서

불활성인 용매중에서 수행한다. 예를 들면, MCPBA가 산화제로서 사용되는 경우, 용매는 할로겐화 지방족 탄화수소, 특히

클로로포름이 바람직하다. 옥손(등록상표)이 산화제로서 사용되는 경우, 용매는 물 또는 유기 용매(예: 아세토니트릴)와

물의 혼합물일 수 있다. 반응 온도는 사용되는 용매에 따라 달라진다. 유기 용매에서, 반응 온도는 일반적으로 약 -20 내지

약 50 ℃, 바람직하게는 약 0 ℃ 내지 대략 실온이다. 물이 용매로서 사용되는 경우, 반응 온도는 일반적으로 약 0 내지 약

50 ℃, 바람직하게는 약 0 ℃ 내지 대략 실온이다. 다르게는, 상기 산화는 레늄/과산화물-기재 시약을 사용하는 촉매 조건

하에서 실시할 수 있다(예를 들면, 본원에 참고로 전반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문헌 ["Oxidation of Sulfoxides by

Hydrogen Peroxide, Catalyzed by Methyltrioxorhenium(VII)", Lahti, David W.], [Espenson, James H, Inorg.

Chem. 2000, 39(10) pp 2164-2167], ["Rhenium oxo complexes in catalytic oxidations," Catal. Today, 2000, 55

(4), pp 317-363] 및 ["A Simple and Efficient Method for the Preparation of Pyridine N-Oxides", Coperet,

Christophe; Adolfsson, Hans; Khuong, Tinh-Alfredo V.; Yudin, Andrei K.; Sharpless, K. Barry, J. Org. Chem.,

1998, 63(5), pp 1740-1741] 참조).

화학식 If의 화합물을 아민(R2-NH2)과 반응시키면 화학식 I'의 화합물(즉, R1이 수소인 화학식 I의 화합물)을 수득한다. 그

다음, 상기 화학식 I'의 화합물을 추가로 알킬화시켜 R1이 수소가 아닌 화학식 I의 화합물을 수득한다. 상기 반응은 용매의

존재 또는 부재하에 수행할 수 있다. 편리하게는, 상기 반응은 약 0 내지 약 200 ℃, 더욱 바람직하게는 대략 실온 내지 약

150 ℃의 온도에서 수행한다. 다르게는, 화학식 If의 설폰을 사용하는 것 이외의 일부 경우에는, 화학식 Ie의 설파이드 또

는 상응하는 설폭사이드가 아민(R2-NH2)과 직접 반응하여 화학식 I'의 화합물을 수득할 수 있다. 또한, 직접 R1R2NH의

아민으로 알킬화하여 화학식 I(여기서, R1 및 R2는 발명의 요약 부분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다)의 화합물을 수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화학식 Ie 또는 If의 화합물을 아민(R2-NH2)으로 처리하고, 선택적으로는 생성물을 R1-L(여기서, R1은

상기 정의된 바와 같지만 수소는 아니고, L은 이탈기이다)과 반응시켜 화학식 I의 화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다르게는, 화학식 Ie의 화합물의 카복스알데히드를 하기 반응식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조할 수 있으며, 이 반응은 반응식

1에서의 에스테르 환원 및 알콜 산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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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식 2

화학식 II-a(여기서, Ra은 독립적으로 알킬이다)의 화합물(이는 당해 분야에 공지된 방법에 의해 용이하게 제조되거나, 또

는 당해 분야의 숙련자에게 공지된 공급원으로부터 구입가능하다)을 염기의 존재하에 알킬 포르메이트(예: 메틸포르메이

트)로 처리하여 화학식 II-b(여기서, M은 금속이다)의 화합물을 수득한다. 이 반응은 약 0 내지 약 100 ℃의 온도에서 편

리하게 실시한다. 전형적으로, 에테르(예: THF) 및 다른 용매(이들은 반응 조건에 불활성이다)를 사용한다. 적합한 염기로

는 알콕사이드(예: 3급-부톡사이드) 및 다른 비교적 비친핵성인 염기(이들은 화학식 II-a의 화합물을 탈양성자화할 수 있

다)가 포함된다.

화학식 II-b의 화합물을 염기의 존재하에 티오우레아로 고리화하여 화학식 II-c의 피리미딘을 수득한다. 전형적으로, 이

고리화 반응은 환류 조건하의 알콜 용매중에서 염기로서 대응하는 알콕사이드를 사용하여 수행한다.

화학식 II-c의 화합물을 염기의 존재하에 알킬화제 R-X1(여기서, R은 알킬 그룹이고, X1은 이탈기, 예컨대 할라이드이다)

을 사용하여 알킬화하여 화학식 II-d의 화합물을 수득한다. 적합한 염기로는 카보네이트(예: 포타슘 카보네이트, 리튬 카

보네이트 및 소듐 카보네이트) 및 비카보네이트(예: 포타슘 비카보네이트, 리튬 비카보네이트 및 소듐 비카보네이트)를 포

함하는 비교적 비친핵성인 염기가 포함된다. 편리하게는, 상기 반응은 반응 조건하에서 불활성인 비교적 극성인 용매, 바

람직하게는 아세톤, 디메틸포름아미드(DMF) 또는 메틸피롤리디논(MP)중에서 실시된다.

상기 반응식 1에 기재된 화학식 Ie의 화합물의 제조와 유사한 조건하에서, 화학식 II-d의 화합물을 아릴 치환된 아세테이

트 Ar1-CH2-CO2R(여기서, R은 알킬 그룹이다)과 반응시켜 화학식 II-e의 화합물을 수득한다. 화학식 II-c의 화합물의 알

킬화는 일반적으로 아릴 치환된 아세테이트와의 반응 전에 실시하지만, 이들 2개의 반응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며 반대

일 수 있다. 따라서, 화학식 II-c의 화합물을 아릴 치환된 아세테이트 Ar1-CH2-CO2R와 반응시키고, 생성된 생성물을 알

킬화제 R-X1으로 알킬화하여 화학식 II-e의 화합물을 수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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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II-e의 화합물의 아민 그룹을 알킬화제 R3-X2(여기서, R3은 상기 정의된 바와 같고, X2은 이탈기, 예컨대 할라이드

이다)를 사용하여 알킬화하여 화학식 Ie의 화합물을 수득한 후, 이를 반응식 1에 기술된 바와 같이 화학식 I'의 화합물로 추

가로 전환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다른 양태는 화학식 II-a의 아세탈을 알킬 포름메이트와 반응시키고, 생성된 생성물을 티오우레아와 반

응시켜 화학식 II-c의 피리미딘 화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양태는 화학식 II-c의 화합물을 알킬화제 또는 아릴 치환된 아세테이트와 반응시키고, 생성된 생성물을

아릴 치환된 아세테이트 또는 알킬화제와 각각 반응시켜 화학식 II-e의 화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당해 분야의 숙련자는 상기 반응식에 대한 특정 변형이 고려되며 본 발명의 범주내인 것을 이해할 것이다. 예를 들면, 특정

단계들은 특정 반응 조건과 상용되지 않는 작용기를 위한 보호기의 사용과 관련될 것이다.

본 발명의 화합물은 예컨대 약학 제제 형태의 약제로서 사용될 수 있다. 약학 제제는 장관내 투여, 예컨대 정제, 피복 정제,

당의정, 경질 및 연질 젤라틴 캡슐, 용액, 유화액 또는 현탁액의 형태로 경구 투여되거나, 비강내 투여, 예컨대 비강 스프레

이 형태로 투여되거나, 또는 직장내 투여, 예컨대 좌제 형태로 투여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또한 장관외 투여, 예컨대 주

사액 형태로도 투여될 수 있다.

화학식 I의 화합물 및 이의 전술된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은 약학 제제의 제조를 위한 약학적으로 불활성인 무기 또는

유기 담체와 함께 가공될 수 있다. 락토즈, 옥수수 전분 또는 이의 유도체, 활석, 스테아르산 또는 이의 염 등은 정제, 피복

된 정제, 당의정 및 경질 젤라틴 캡슐의 담체로서 사용될 수 있다. 연질 젤라틴 캡슐에 적합한 담체는 예컨대 식물유, 왁스,

지방, 반고체 및 액체 폴리올 등이지만; 활성 성분의 성질에 따라 연질 젤라틴 캡슐의 경우 담체가 통상 필요하지 않다. 용

액 및 시럽의 제조에 적합한 담체는 예컨대 물, 폴리올, 수크로즈, 전환당, 글루코즈 등이다. 좌제에 적합한 담체는 예컨대

천연 또는 경화유, 왁스, 지방, 반액체 또는 액체 폴리올 등이다.

또한, 약학 제제는 보존제, 가용화제, 안정화제, 습윤제, 유화제, 감미제, 착색제, 향미제, 삼투압을 변화시키기 위한 염, 완

충액, 마스킹제 또는 산화방지제를 함유할 수 있다. 이들은 또한 화학식 I의 화합물 또는 이의 전술된 약학적으로 허용가능

한 염 이외에 치료학적으로 가치있는 물질을 함유할 수 있다.

본원 발명의 목적은 또한 본 발명의 화합물을 상용성 약학적 담체 물질과 함께 함유하는 약제, 및 하나 이상의 상기 화합물

들 또는 이들의 염 및 필요한 경우 하나 이상의 다른 치료적으로 가치있는 물질을 상용성 약학적 담체와 함께 생약 투여형

에 포함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상기 약제의 제조방법에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화합물은 치료학적으로 활성인 물질, 특히 소염제로서 또는 이식 수술에 따른 이식 거부

의 예방을 위해 본 발명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투여량은 광범위하게 변할 수 있으며, 물론 각각의 개별적인 경우에 개별

적인 필요에 따라 적절히 제어된다. 일반적으로, 성인에게 간편하게 일일 투여되는 경우, 투여량은 약 0.1 내지 약 100 ㎎/

kg, 바람직하게는 약 0.5 내지 약 5 ㎎/kg이다. 일일 투여량은 단일 투여 또는 분할 투여로서 투약될 수 있으며, 또한 지적

되는 경우 앞서 언급된 투여량의 상한을 초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약제, 특히 염증성, 면역성, 종양성, 폐기관지성, 피부성 및 심혈관계 질환의 치료 또는 예방, 천식, 중추 신경

계 질환 또는 당뇨 합병증 치료, 또는 이식 수술에 따른 이식 거부의 예방을 위한 약제의 제조를 위한 본 발명의 화합물의

용도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이다.

본 발명의 화합물은 인간 또는 다른 포유동물에 있어서 TNF 또는 p38 키나제 생성이 과량이거나 비제어됨으로써 악화 또

는 야기되는 임의의 장애 또는 질환을 치료하는데 유용하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 발명은 사이토카인을 억

제하는 효과량의 화학식 I의 화합물을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사이토카인-매개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화합물은 투여 대상에 있어서 염증의 치료 및 발열의 치료를 위한 해열제로서의 용도에 유용하며, 이에 한정되

지는 않는다. 본 발명의 화합물은, 류마티스성 관절염, 척추 관절병증, 통풍성 관절염, 골관절염, 전신성 홍반성 낭창(SLE)

, 연소성 관절염, 골관절염, 통풍 관절염 및 기타 관절염 증상을 포함하는 관절염의 치료에 유용하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

는다. 이러한 화합물은 성인 호흡기 곤란 증후군, 폐형 유육종증, 천식, 규폐증 및 만성 폐 염증성 질환을 포함하는 폐 질환

또는 허파 염증의 치료에 유용하다. 또한, 본 발명의 화합물은 패혈증, 패혈증성 쇼크, 그람 음성 패혈증, 말라리아, 뇌막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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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 또는 악성종양에 대한 2차 악액질, 후천성 면역 결핍증(AIDS)에 대한 2차 악액질, AIDS, ARC(AIDS 관련 합병증),

폐렴 및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바이러스성 및 박테리아성 염증의 치료에 유용하다. 또한, 상기 화합물은 골 재흡

수 질환(예컨대 골다공증), 내독소 쇼크, 독성 쇼크 증후군, 재관류 손상, 자가 면역 질환(예컨대 이식조직 대 피이식조직

반응 및 동종 이식 거부), 심혈관계 질환(예컨대 아테롬성 동맥경화증, 혈전증, 울혈성 심부전 및 심장 재관류 손상), 신장

재관류 손상, 간 질환 및 신장염, 및 감염에 의한 근육통의 치료에 유용하다.

또한, 상기 화합물은 알쯔하이머병, 인플루엔자, 다발성 경화증, 암, 당뇨병, 전신성 홍반성 낭창(SLE), 피부-관련 증상(예

컨대 건선, 습진, 화상, 피부염, 켈로이드 형성 및 반흔 조직 형성)의 치료에 유용하다. 또한, 본 발명의 화합물은 염증성 장

질환, 크론병, 위염, 과민성 장 증후군 및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위장관 증상의 치료에 유용하다. 또한, 상기 화합물은 망막

염, 망막병증, 포도막염, 안구 수명 및 안구 조직의 급성 손상과 같은 안과 질환의 치료에 유용하다. 또한, 본 발명의 화합물

은 종양 형성을 포함하는 혈관 신생; 전이; 각막 이식조직 거부반응, 안구 혈관 신생, 망막 혈관 신생(예컨대 손상 또는 감

염 후 혈관 신생), 당뇨성 망막병증, 후수정체 섬유 증식증 및 혈관 신생성 녹내장과 같은 안과적 증상; 위궤양과 같은 궤양

성 질환; 인밴타일(infantile) 혈관종을 포함하여 혈관종, 비강인두의 맥관 섬유종 및 골의 무혈관성 괴사와 같은 병적이지

만 악성이 아닌 증상; 당뇨성 신장병 및 심근증; 및 자궁내막증과 같은 여성 생식계 질환의 치료에 유용하다. 또한, 본 발명

의 화합물은 사이클로옥시게나제-2의 생성의 예방에 유용하다.

본 발명의 화합물은 인간의 치료 뿐만 아니라 포유동물, 설치류 등을 포함하여 애완 동물, 외래 동물 및 가축의 수의학적

치료에도 유용하다. 더욱 바람직한 동물로는 말, 개 및 고양이가 포함된다.

또한, 본 발명의 화합물은 기타 통상적인 항염증제, 예컨대 스테로이드, 사이클로옥시게나제-2 억제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 질환 조정 항류마티스제(disease-modifying antirheumatic drug, DMARD), 면역 억제제, 5-리폭시

게나제 억제제, LTB4 길항제 및 LTA4 하이드롤라제 억제제의 대신에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보조-치료에 사용될 수 있

다.

본원에 사용된 바와 같이, 용어 "TNF-매개 질환"은 TNF가 자체적으로 제어하거나, 또는 TNF가 다른 모노카인(예컨대

IL-1, IL-6 또는 IL-8이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음)을 방출하게 함으로써 역할을 하는 임의의 그리고 모든 장애 및 질환 상

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IL-1이 주성분이고 이의 생성 또는 작용이 TNF에 응답하여 악화되거나 분비되는 질환 상태는

TNF에 의해 매개된 질환으로 간주할 것이다.

본원에 사용된 바와 같이, 용어 "p38-매개 질환"은 p38가 자체적으로 제어하거나, 또는 p38이 다른 인자(예컨대IL-1, IL-

6 또는 IL-8이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방출하게 함으로써 역할을 하는 임의의 그리고 모든 장애 및 질환 상태를 의미한

다. 예를 들면, IL-1이 주성분이고 이의 생성 또는 작용이 p38에 응답하여 악화되거나 분비되는 질환 상태는 p38에 의해

매개된 질환으로 간주할 것이다.

TNF-β는 TNF-α(또는 악액질로도 알려짐)와 밀접한 구조 유사성을 가지며, 따라서 이들은 각각 유사한 생물학적 반응을

유도하고 동일한 세포 수용체에 결합하며, TNF-α 및 TNF-β 모두의 합성은 본 발명의 화합물에 의해 억제되므로, 본원에

서는 달리 상세하게 서술되지 않는다면 "TNF"로서 총괄하여 나타낸다.

실시예

실시예 1

설폰(1)

이 실시예는 에틸 4-클로로-2-메틸티오피리미딘-5-카복실레이트로부터 설폰(1)의 제조를 예시한다.

단계 1.1 에틸 4-메틸아미노-2-메틸티오피리미딘-5-카복실레이트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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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클로로메탄 250 ㎖중의 에틸 4-클로로-2-메틸티오피리미딘-5-카복실레이트(알드리치 케미칼 캄파니(Aldrich

Chemical Co.),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 소재) 20 g(86 밀리몰)의 용액을 0 ℃로 냉각시키고, 에탄올중의 33 % 메틸아민

용액 35 ㎖(281 밀리몰)로 서서히 처리하였다. 30분 동안 교반시킨 후, 물 150 ㎖를 첨가하고, 상분리하였다. 유기상을 황

산마그네슘 상에서 건조시키고, 여과하였다. 여액을 감압하에 증발시켜 백색 고체로서의 에틸 4-메틸아미노-2-메틸티오

피리미딘-5-카복실레이트 19 g(97 %)을 수득하였다.

단계 1.2 4-메틸아미노-2-메틸티오피리미딘-5-메탄올의 제조

수소화 리튬 알루미늄(9 g, 237 밀리몰)을 무수 테트라하이드로푸란 300 ㎖중에서 교반시키고, 무수 테트라하이드로푸란

300 ㎖중의 에틸 4-메틸아미노-2-메틸티오-피리미딘-5-카복실레이트 34 g(143 밀리몰)의 용액을 적가하여 처리한 후,

15분 동안 방치하였다. 혼합물을 얼음중에서 냉각시키고, 물 18 ㎖를 적가하여 조심스럽게 처리하였다. 수산화나트륨 용

액(36 ㎖, 2M)을 적가한 후, 물 48 ㎖를 적가하였다. 생성된 현탁액을 실온에서 17시간 동안 교반한 후, 여과하였다. 여과

잔여물을 에틸 아세테이트 100 ㎖로 2회 세척하였다. 여액과 세척액을 합치고, 감압하에 증발시켰다. 잔여물을 디클로로

메탄/헥산(2:1) 200 ㎖중에 현탁시키고, 고체를 여과하고, 건조시켜 황색 고체로서의 4-메틸아미노-2-메틸티오피리미딘

-5-메탄올 23.5 g(86 %)을 수득하였다.

단계 1.3 4-메틸아미노-2-메틸티오피리미딘-5-카복스알데하이드의 제조

4-메틸아미노-2-메틸티오피리미딘-5-메탄올(20 g, 108 밀리몰)과 디클로로메탄 1 ℓ를 교반하면서 합치고, 이산화망간

87 g(1 몰)으로 처리하였다. 생성된 현탁액을 24시간 동안 교반한 후, 여과조제를 통해 여과하였다. 여과 잔여물을 디클로

로메탄 100 ㎖로 세척하고, 여액과 세척액을 합친 것을 감압하에 증발시켜 백색 고체로서의 4-메틸아미노-2-메틸티오피

리미딘-5-카복스알데하이드 15.8 g(80 %)을 수득하였다.

단계 1.4

NMP 30 ㎖중의 4-메틸아미노-2-메틸티오피리미딘-5-카복스알데하이드 3.3 g(18.1 밀리몰)과 에틸-2-클로로페닐아

세테이트 4.0 g(20.1 밀리몰)의 혼합물에 1.5 g의 수지, 중합체 결합 1,3,4,6,7,8-헥사하이드로-2H-피리미도[1,2-a]피

리미딘 을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120 ℃로 가열하였다. 48시간 후, 반응 혼합물을 실온으로 냉각시키고, 여과하였다.

수지를 NMP 및 에틸 아세테이트로 세척하였다. 여액을 물로 희석시키고, 여과하였다. 생성물을 여과하고 에틸아세이트로

여액을 추출하여 단리시켰다. 생성물을 5 % 수성 HCl 및 물로 세척하고, 건조시켜 설파이드 4.0 g을 수득하였다(질량 분

석 MH+=318, 융점 193.0 내지 193.4 ℃).

단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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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로포름중의 설파이드 13.5 g(42.5 밀리몰)의 용액을 얼음중에서 냉각시키고, 3-클로로퍼벤조산 20.5 g(91 밀리몰)으

로 처리하였다. 혼합물을 16시간 동안 실온에서 교반하고, 포화 중탄산나트륨 수용액으로 희석시켰다. 상분리하였다. 유기

상을 황산마그네슘 상에서 건조시키고, 여과하였다. 여액을 감압하에 농축시키고, 생성물을 에틸 에테르중에서 교반하고,

여과하고, 건조시켜 설폰(1) 13.1 g을 수득하였다(질량 분석 MH+=350, 융점 232.6 내지 232.8 ℃).

실시예 2

설폰(2)

이 실시예는 에틸 4-클로로-2-메틸티오피리미딘-5-카복실레이트로부터 6-(2-클로로페닐)-2-메탄설포닐-피리도

[2,3-d]피리미딘-7-올의 제조를 예시한다.

단계 2.1 에틸 4-아미노-2-메틸티오피리미딘-5-카복실레이트의 제조

테트라하이드로푸란 300 ㎖중의 에틸 4-클로로-2-메틸티오피리미딘-5-카복실레이트(25.4 g, 106 밀리몰, 알드리치 케

미칼 캄파니,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 소재)의 용액을 트리에틸아민 50 ㎖ 및 수성 수산화암모늄 40 ㎖로 처리하였다. 4시

간 동안 교반한 후, 물 300 ㎖를 첨가하고, 상분리하였다. 유기상을 염수 300 ㎖로 세척하고, 진공하에 농축시키고, 염화메

틸렌중에 용해시키고, 황산나트륨 상에서 건조시키고, 여과하고, 진공하에 농축시켜 백색 고체로서의 에틸 4-아미노-2-

메틸티오피리미딘-5-카복실레이트 16.5 g(95 %)을 수득하였다.

단계 2.2 4-아미노-2-메틸티오피리미딘-5-메탄올의 제조

디에틸 에테르중의 수소화 리튬 알루미늄(175 ㎖, 175 밀리몰)의 0 ℃ 용액에 무수 테트라하이드로푸란 500 ㎖중의 4-아

미노-2-메틸티오피리미딘-5-카복실레이트(34.7 g, 163 밀리몰)의 용액을 1.5시간에 걸쳐 적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주위 온도로 서서히 가온시킨 후, 다시 0 ℃로 냉각시키고, 그 다음 물 7 ㎖, 2M 수산화나트륨 용액 7 ㎖, 이후 물 14 ㎖로

조심스럽게 켄칭(quenching)시켰다. 생성된 현탁액을 여과하고, 잔여물을 에틸 아세테이트 300 ㎖로 2회 세척하였다. 여

액을 합치고, 농축시켜 백색 고체로서 4-아미노-2-메틸티오피리미딘-5-메탄올 23.0 g(83 %)을 수득하였다.

단계 2.3 4-아미노-2-메틸티오피리미딘-5-카복스알데하이드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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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메틸렌 800 ㎖중의 4-아미노-2-메틸티오피리미딘-5-메탄올(21.8 g, 128 밀리몰)의 현탁액을 활성 산화망간 분말

(63.0 g, 725 밀리몰)로 처리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18시간 동안 교반한 후, 셀라이트(celite) 패드(pad)를 통해 여과하였

다. 고체 잔여물을 고온의 염화메틸렌 및 메탄올의 용액으로 반복하여 세척하였다. 여액을 합치고, 농축시켜 백색 고체로

서 4-아미노-2-메틸티오피리미딘-5-카복스알데하이드 17.5 g(81 %)을 수득하였다.

단계 2.4 6-(2-클로로페닐)-2-메틸티오-피리도[2,3-d]피리딘-7-올의 제조

무수 1-메틸-2-피롤리디논 250 ㎖중의 4-아미노-2-메틸티오피리미딘-5-카복스알데하이드(21.7 g, 128 밀리몰) 및 에

틸-2-클로로페닐아세테이트(31.3 g, 158 밀리몰)의 용액에 탄산칼륨(63.0 g, 491 밀리몰)을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16시간 동안 95 ℃에서 교반하고, TLC(20:80, 에틸 아세테이트/헥산)로 관찰하였다. 추가로 에틸-2-클로로페닐아세테이

트 12.0 g(60 밀리몰)을 첨가하고, 반응 혼합물을 16시간 동안 95 ℃에서 추가로 교반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냉각시키고,

여과하였다. 여과한 고체를 에틸 아세테이트로 세척하였다. 여액을 합치고, 물 400 ㎖ 및 에틸 아세테이트 300 ㎖로 희석

시켰다. 상분리하고, 유기층을 염수로 세척하고, 황산나트륨 상에서 건조시키고, 여과하고, 황색 침전물이 형성될 때까지

진공하에 농축시켰다. 고체를 에틸 아세테이트로 세척하고, 건조시켜 소량의 생성물을 수득하였다. 대부분의 생성물은 수

성층에 잔존하며 정치시키면 서서히 침출된다. 생성된 현탁액을 여과하고, 물 및 에틸 아세테이트로 세척하였다. 상기 과

정을 6회 반복하여 총량 31.9 g(82%)의 6-(2-클로로페닐)-2-메탄설포닐-피리도[2,3-d]피리미딘-7-올을 수득하였다

(질량 분석 M+=303, 융점 234.5 내지 235.3 ℃).

단계 2.5 6-(2-클로로페닐)-2-메탄설포닐-피리도[2,3-d]피리미딘-7-올의 제조

6-(2-클로로페닐)-2-메틸티오-피리도[2,3-d]피리미딘-7-올(25.2 g, 82.9 밀리몰)의 용액에 물 200 ㎖중의 옥손

(Oxone, 등록상표)(105 g, 171 밀리몰) 슬러리를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5시간 동안 교반하고, 여과하고, 진공하에

농축시켰다. 생성된 슬러리를 여과하고, 수거된 고체를 물로 4회 연속적으로 세척하고, 건조시켜 밝은 황색 고체로서 6-

(2-클로로페닐)-2-메탄설포닐-피리도[2,3-d]피리미딘-7-올 23.2 g(83 %)을 수득하였다(질량 분석 MH+=336, 융점

215.1 내지 221.1 ℃).

실시예 3

이 실시예는 6-(2-클로로페닐)-2-[(1-메틸-피페리딘-4-일메틸)-아미노]-8H-피리도[2,3-d]피리미딘-7-온의 제조

를 예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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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폰(2)(0.5 g, 1.49 밀리몰)을 1-메틸-4-아미노메틸피페리딘(0.57 g, 4.47 밀리몰)과 합쳤다. 혼합물을 110 ℃로 가열

하고, 2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반응물을 실온으로 냉각시키고, 잔여물을 메탄올/디클로로메탄중에 용해시키고, 10 % 메탄

올/디클로로메탄중에서의 실리카 겔 상의 칼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였다. 생성물을 함유하는 분획물들을 합치고, 농

축시켰다. 생성된 잔여물을 10 % 메탄올/디클로로메탄 15 ㎖중에 용해시키고, 에테르중의 1 당량의 1M HCl로 처리하였

다. 용액을 잔여물로 농축시키고, 에테르중에서 분쇄하였다. 고체를 여과하고, 건조시켜 6-(2-클로로페닐)-2-[(1-메틸-

피페리딘-4-일메틸)-아미노]-8H-피리도[2,3-d]피리미딘-7-온의 염산염 0.25 g을 수득하였다(질량 분석 MH+=383,

융점 213 내지 220 ℃).

실시예 4

단계 4.1 화합물(4B)의 제조

DMF(30 ㎖)중의 화합물(4A)(4.704 g, 18.94 밀리몰)의 용액에 탄산나트륨(2.2 g, 1.1 당량)을 첨가한 후, 2-클로로-

N,N-디메틸 아세트아미드(2.14 ㎖, 1.1 당량)를 첨가하였다. 생성된 혼합물을 18시간 동안 실온에서 격렬하게 교반하였

다. TLC로 50 % 이상의 출발 물질이 잔존함을 확인하고, 반응물을 24 시간 동안 80 ℃에서 추가로 가열하였다. 다시 한

번, TLC 분석이 상당량의 출발 물질이 잔존함을 확인하고, 혼합물을 실온을 냉각시키고, 그 다음 2-클로로-N,N-디메틸

아세트아미드(0.58 ㎖, 0.3 당량)을 추가로 첨가하였다. 반응물을 4.5시간 동안 80 ℃에서 추가로 가열하고, TLC 분석은

출발 물질이 거의 잔존하지 않음을 나타내었다. 그 다음, 에틸 아세테이트(150 ㎖) 및 물(50 ㎖)을 첨가하고, 혼합물을 분

배시키고, 층분리하였다. 수성층을 에틸 아세테이트(1 × 50 ㎖)로 추출하고, 합쳐진 유기층을 염수로 세척하였다(3 × 35

㎖). 유기층을 합치고, 황산마그네슘 상에서 건조시키고, 여과하고, 농축시키고, 진공하에 건조시켜 조생성물 9.9 g을 수득

하였다. 실리카 겔 및 구배 용출액(순수 디클로로메탄 대 디클로로메탄중의 10 % 메탄올)을 사용한 플래쉬 크로마토그래

피로 정제하여 진한 시럽으로서 화합물(4B)(3.91 g)을 수득하였다(MH+=334).

단계 4.2 화합물(4C)의 제조

화합물(4B)을 에탄올(120 ㎖)중에 용해시키고, 5분에 걸쳐 상기 용액에 질소 기체를 온건하게 버블링하였다. 그 다음, 활

성탄 상의 10 % 팔라디윰(1.5 g)을 첨가하고, 혼합물을 1 기압의 수소 기체하에 위치시키고 실온에서 18시간 동안 교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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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다. TLC 분석으로 반응이 완결되었음을 확인하고, 혼합물을 2.5 ㎝ 베드(bed)의 셀라이트를 통해 여과하였다. 여액을

농축시키고, 진공하에 건조시켜 오일로서의 화합물(4C)인 4-아미노메틸-1-디메틸아미노카보닐메틸-피페리딘(2.15 g)

을 수득하였다((M+H)+=200).

단계 4.3 화합물(4)의 제조

설폰(2)(200 ㎎, 0.614 밀리몰), 화합물(4C)(367 ㎎, 3 당량) 및 N-메틸 피롤리디논(0.3 ㎖)을 10 ㎖ 플라스크내에서 혼

합하고, 교반하에 110 ℃에서 가열하였다. 5분 후, 혼합유체는 고체로 되돌아가고, TLC 분석에 의해 반응이 완결된 것을

확인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냉각시키고, 메탄올(20㎖)을 첨가하였다. 침전물을 분쇄한 후, 여과하여 백색 분말(235 ㎎)을

수득하였다(융점 263.1 내지 263.5 ℃, (M+H)+=455). 상기 자유 아민(230 ㎎)을 디클로로메탄(50 ㎖) 및 메탄올(50 ㎖)

중에 용해시키고, HCl 기체를 15분 동안 용매중에 버블링시켰다. 용기를 단단히 봉하고, 2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그 다음,

용매를 감압하에 50 ℃에서 제거시키고, 디클로로메탄과 함께 2회 동시증발(coevaporate)시켰다. 생성된 염산염을 8시간

동안 진공하에 56 ℃에서 건조시켜 회백색 고체로서의 화합물(4)(276 ㎎)을 수득하였다(융점 211.8 내지 212.8 ℃,

(M+H)+=455(자유 염기)).

실시예 5

단계 5.1 화합물(5A)의 제조

화합물(4A)(4.632 g, 18.65 밀리몰)을 디메틸포름아미드(30 ㎖)중에 용해시켰다. 이 용액에 탄산나트륨(2.17 g, 1.1 당

량) 및 3급-부틸 브로모아세테이트(3 ㎖, 1.1 당량)를 첨가하였다. 생성된 혼합물을 18시간 동안 실온에서 격렬하게 교반

시켰다. TLC 분석으로 출발 물질이 거의 잔존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에틸 아세테이트(100 ㎖) 및 물(100 ㎖)을 반응물

에 첨가하고, 혼합물을 분배시키고, 층분리하였다. 수성층을 에틸 아세테이트(2 × 100 ㎖)로 추가로 추출하였다. 유기층

을 합치고, 물(1 × 75 ㎖) 및 염수(1 × 75㎖)로 세척하고, 황산마그네슘 상에서 건조시키고, 여과하고, 농축시키고, 진공

하에 건조시켜 조생성물 6.5 g을 수득하였다. 용출액으로서 디클로로메탄중의 3 % 메탄올을 사용하는 실리카 겔 상의 플

래쉬 칼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여 진한 시럽으로서 화합물(5A)(3.95 g)을 수득하였다((M+H)+=363).

단계 5.2 화합물(5B)의 제조

화합물(5A)(3.95 g, 10.9 밀리몰)을 에탄올(125 ㎖)중에 용해시키고, 질소 기체를 5분 동안 온건하게 혼합물에 통과시킨

후, 활성탄(1.5 g) 상의 10 % 팔라디윰을 첨가하였다. 생성된 혼합물을 1 기압의 수소하에 위치시키고, 18시간 동안 교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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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TLC 분석으로 반응의 완결을 확인하고, 반응물을 2.5 ㎝ 베드의 셀라이트를 통해 여과하였다. 여액을 농축시키

고, 진공하에 건조시켜 무색 오일로서 화합물(5B)인 4-아미노메틸-1-3급-부틸옥시카보닐메틸-피페리딘(2.26 g)을 수

득하였다((M+H)+=229).

단계 5.3 화합물(5)의 제조

설폰(2)(200 ㎎, 0.614 밀리몰), 화합물(5B)(420 ㎎, 3 당량) 및 N-메틸 피롤리디논을 10 ㎖ 플라스크 내에 혼합하고, 교

반하면서 110 ℃로 가열하였다. 약 10분 후, 혼합유체는 반고체로 되었다. 혼합물을 추가로 20분 동안 교반시키고, TLC

분석으로 반응이 완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 다음, 에틸 아세테이트 15 ㎖ 및 헥산 100 ㎖를 반응 혼합물에 첨가하였다.

침전된 생성물을 분쇄하고, 여과하여 백색 분말을 수득하였다. 상기 분말을 헥산 60 ㎖로 세척하고, 진공건조하여 백색 분

말로서의 자유 아민 3급-부틸 에스테르 270 ㎎을 수득하였다(융점 217.6 내지 220.0 ℃, (M+H)+=484). 상기 자유 아민

을 디옥산(100 ㎖)중에 용해시키고, HCl 기체를 15분 동안 용액에 버블링시켜, 균질한 용액을 형성하였다. 용기를 단단히

봉하고, 18시간 동안 실온에서 교반하였다. 생성된 침전물을 여과하고, 8시간 동안 56 ℃에서 건조시켜 염산염(11)(200

㎎)을 수득하였다(융점 235.3 내지 237.9 ℃, (M+H)+=428(자유 아민 카복시산)).

실시예 6

6

단계 6.1 화합물(6A)의 제조

화합물(4A)(4.889 g, 19.69 밀리몰)을 디메틸포름아미드(30 ㎖)중에 용해시키고, 탄산나트륨(2.3 g, 1.1 당량)을 첨가한

후, 2-브로모아세트아미드(2.99 g, 1.1 당량)를 첨가하고, 생성된 혼합물을 18시간 동안 실온에서 격렬하게 교반하였다.

TLC 분석으로 반응이 거의 완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에틸 아세테이트(150 ㎖) 및 물(50 ㎖)을 첨가하고, 혼합물을 분배

시키고, 층분리하였다. 유기층을 물(2 × 50 ㎖) 및 염수(1 × 75 ㎖)로 세척하고, 황산마그네슘 상에서 건조시키고, 여과하

고, 농축시키고, 진공건조시켜 고체를 수득하였다. 헥산(300 ㎖)을 잔여물에 첨가하고, 고체를 분쇄하고, 잘 혼합하였다.

그 다음, 상청액을 따라내었다. 상기 과정을 헥산 300 ㎖로 다시 반복하였다. 잔여물을 진공하에 건조시켜 백색 분말로서

화합물(6A)(3.13 g)을 수득하였다((M+H)+=306).

단계 6.2 화합물(6B)의 제조

등록특허 10-0582325

- 31 -



화합물(6A)(3.1 g, 10.2 밀리몰)을 에탄올(250 ㎖)중에 용해시키고, 질소 기체를 5분 동안 혼합물에 온건하게 버블링시켰

다. 활성탄(1.45 g) 상의 10 % 팔라디윰의 혼합물을 첨가하였다. 생성된 혼합물을 1 기압의 수소하에 위치시키고, 18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혼합물을 2.5 ㎝ 베드의 셀라이트를 통해 여과하였다. 여액을 40 ℃에서 감압하에 농축시키고, 진공하에

건조시켜 점착성 백색 고체로서 화합물(6B)(1.77 g)을 수득하였다((M+H)+=172).

단계 6.3 화합물(6)의 제조

설폰(2)(400 ㎎, 1.23 밀리몰), 화합물(6B)(630 ㎎, 3 당량) 및 N-메틸 피롤리디논(0.3 ㎖)을 25 ㎖ 플라스크 내에 혼합하

고, 혼합물을 30분 동안 교반하면서 110 ℃로 가열하였다. 혼합유체는 고체로 변하였고, TLC 분석으로 반응의 완결을 확

인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메탄올 약 20 ㎖로 희석시키고, 백색 고체를 여과하고, 건조시켜 자유 아민 1차 아미드 410 ㎎을

수득하였다(융점 244.6 내지 245.9 ℃, (M+H)+=427). 그 다음, 상기 자유 아민 1차 아미드를 메탄올(100 ㎖)중에 용해

시키고, HCl 기체를 10분 동안 용액에 버블링시켰다. 그 다음, 용기를 단단히 봉하고, 3일 동안 실온에서 교반하였다. 용매

를 40 ℃에서 감압하에 제거시킨 후, 메탄올 10 ㎖를 잔여물에 첨가하였다. 생성된 용액에 테트라하이드로푸란(100 ㎖)을

첨가하고, 형성된 침전물을 여과하고, 수집하여 회백색 분말로서의 화합물(6)(250 ㎎)을 수득하였다(융점 220.0 내지

221.1 ℃, (M+H)+=442(자유 염기, 메틸 에스테르)).

실시예 7

아세토니트릴(5 ㎖)중의 화합물(9B)(0.28 g, 2 밀리몰)의 용액에 TMSCN(0.8 ㎖, 3 당량)을 실온에서 첨가하였다. 생성

된 혼합물이 균일해질 때까지 혼합물을 교반하면서 80 ℃로 가열하였다. 그 다음, 설폰(1)(0.35 g, 1 밀리몰)을 첨가하고,

반응물을 40분 동안 80 ℃에서 교반하였다. 반응물을 메탄올(10 ㎖)로 켄칭시키고, 5분 동안 교반하였다. 50 ℃에서 감압

하에 농축시킨 후, 에틸 아세테이트(35 ㎖) 및 물(25 ㎖)을 잔여물에 첨가하였다. 유기층을 분리시키고, 물(2 × 25 ㎖) 및

염수(1 × 25 ㎖)로 세척하고, 황산마그네슘 상에서 건조시키고, 여과하고, 농축시키고, 건조시켜 조질물 408 ㎎을 수득하

였다. 제조용 박막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여 회백색 분말로서 아민(299 ㎎)을 수득하였다((M+H)+=373, 융점 91.4 내

지 93.2 ℃). 상기 자유 아민을 에틸 아세테이트(10 ㎖)중에 실온에서 교반하면서 용해시키고, 디에틸 에테르중(1.2 ㎖,

1.5 당량)의 1M HCl의 용액을 첨가하였다. 30분 동안 교반한 후, 용매를 55 ℃에서 감압하에 제거시켰다. 6시간 동안

56 ℃에서 고진공하에 추가로 농축시켜 회백색 분말로서의 화합물(7)(275 ㎎)을 수득하였다((M+H)+=373, 융점 178.0

내지 1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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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8

이 실시예는 6-(2-클로로페닐)-2-[(1,1-디메틸-2-하이드록시에틸)아미노]-8H-피리도[2,3-d]피리미딘-7-온의 제

조를 예시한다.

설폰(1) 0.350 g(1.0 밀리몰) 및 0.445 g(5.0 밀리몰)의 혼합물을 1시간 동안 120 ℃에서 교반한 후, 실온으로 냉각시켰

다. 조생성물을 칼럼 크로마토그래피(5 % 메탄올/디클로로메탄)로 정제하여 포움으로서 목적하는 생성물을 수득하였다.

잔여물을 메탄올중에 현탁시키고, 염산(1.0M/Et2O, 1 당량)을 첨가하고, 20 분 동안 교반하고, 감압하에 농축시켰다. 잔

여물을 MeOH/Et2O의 혼합물중에서 1시간 동안 교반하고, 생성물을 여과하여 백색 고체(190 ㎎)를 수득하였다(융점

228.6 내지 228.9 ℃(염산염)).

실시예 9

아세토니트릴(4 ㎖)중의 화합물(9B)(문헌 [Chem. Pharm. Bull. 45, 1997, 185-188])(0.28 g, 2 밀리몰)의 용액에

TMSCN(0.8 ㎖, 3 당량)을 실온에서 첨가하였다. 생성된 혼합물을 균일해질 때까지 80 ℃로 가열하였다. 그 다음, 화합물

(9A)(0.4 g, 1 밀리몰)을 반응 혼합물에 첨가하고, 35분 동안 80 ℃에서 교반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실온으로 냉각시키고,

메탄올 15 ㎖를 첨가하고, 5분 동안 교반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50 ℃에서 감압하에 농축시켰다. 잔여물을 에틸 아세테이

트(35 ㎖) 및 물(25 ㎖)로 희석시켰다. 유기상을 분리하고, 물(1 × 25㎖) 및 염수(1 × 25 ㎖)로 세척하고, 황산마그네슘 상

에서 건조시키고, 여과하고, 농축시켜 조질물 445 ㎎을 수득하였다. 헥산중의 50 % 에틸 아세테이트로 용출시키는 제조용

박막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여 회백색 분말로서 자유 아민(242 ㎎)을 수득하였다((M+H)+=453, 융점 204.7 내지

206.0 ℃). 상기 자유 아민을 실온에서 에틸 아세테이트(15 ㎖)중에 용해시키고, 디에틸 에테르(0.6 ㎖, 1.5 당량)중의 1M

HCl용액을 첨가하였다. 생성된 혼합물을 2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용매를 50 ℃에서 감압하에 제거시키고, 생성된 고체를

56 ℃에서 진공하에 건조시켜 회백색 분말로서의 화합물(9)을 수득하였다(219 ㎎)((M+H)+=453, 융점 142.0 내지

149.0 ℃).

실시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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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메틸-2-피롤리디논(0.25 ㎖)중의 설폰(1)(250 ㎎, 0.71 밀리몰) 및 2-아미노-2-메틸-1,3-프로판디올(150 ㎎, 1.4

밀리몰)을 12시간 동안 80 ℃에서 교반한 후, 실온으로 냉각시켰다. 물(1 ㎖)을 첨가하고, 현탁액을 30분 동안 교반하고,

여과하고, 침전물을 물로 세척하고, 건조시키고, 메탄올중에 현탁시켰다. 다시, 현탁액을 여과하고, 건조시켜 목적하는 생

성물(10)(83 ㎎)을 수득하였다(질량 분석 MH+=374, 융점 200 내지 210 ℃).

실시예 11

1-메틸-2-피롤리디논(0.25 ㎖)중의 설폰(1)(250 ㎎, 0.71 밀리몰) 및 2-아미노-2-에틸-1,3-프로판디올(170 ㎎, 1.4

밀리몰)의 혼합물을 12시간 동안 80 ℃에서 교반한 후, 실온으로 냉각시켰다. 물(1 ㎖)을 첨가하고, 현탁액을 30분 동안 교

반하고, 여과하고, 침전물을 물로 세척하고, 건조시키고, 메탄올중에 현탁시켰다. 현탁액을 다시 여과하고, 건조시켜 목적

하는 생성물(11)(83 ㎎)을 수득하였다(질량 분석 MH+=388, 융점 98.1 내지 102 ℃).

실시예 12

1-메틸-2-피롤리디논(0.25 ㎖)중의 설폰(1)(250 ㎎, 0.71 밀리몰) 및 (S)-(+)-2-아미노-3-메틸-1-부탄올(147 ㎎,

1.4 밀리몰)의 혼합물을 12시간 동안 80 ℃에서 교반한 후, 실온으로 냉각시켰다. 물(1 ㎖)을 첨가하고, 현탁액을 30분 동

안 교반하고, 여과하고, 침전물을 물로 세척하고, 건조시키고, 메탄올중에 현탁시켰다. 현탁액을 다시 여과하고, 건조시켜

목적하는 화합물(12)(90 ㎎)을 수득하였다(질량 분석 MH+=372, 융점 167.1 내지 169.1 ℃).

실시예 13

1-메틸-2-피롤리디논(0.25 ㎖)중의 설폰(1)(250 ㎎, 0.71 밀리몰) 및 (S)-(+)-2-아미노-1-부탄올(127 ㎎, 1.4 밀리몰)

의 혼합물을 12시간 동안 80 ℃에서 교반한 후, 실온으로 냉각시켰다. 물(1 ㎖)을 첨가하고, 현탁액을 30분 동안 교반하고,

여과하고, 침전물을 물로 세척하고, 건조시키고, 메탄올중에 현탁시켰다. 현탁액을 다시 여과하고, 건조시켜 목적하는 화

합물(13)(105 ㎎)을 수득하였다(질량 분석 MH+=358, 융점 170.5 내지 172.1 ℃).

실시예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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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메틸-2-피롤리디논(0.25 ㎖)중의 설폰(1)(250 ㎎, 0.71 밀리몰) 및 (S)-3급-루시놀(leucinol)(167 ㎎, 1.4 밀리몰)의

혼합물을 12시간 동안 80 ℃에서 교반한 후, 실온으로 냉각시켰다. 물(1 ㎖)을 첨가하고, 현탁액을 30분 동안 교반하고, 여

과하고, 침전물을 물로 세척하고, 건조시키고, 메탄올중에 현탁시켰다. 현탁액을 다시 여과하고, 건조시켜 목적하는 화합

물(14)(116 ㎎)을 수득하였다(질량 분석 MH+=386, 융점 171.2 내지 174.0 ℃).

실시예 15

1-메틸-2-피롤리디논(0.25 ㎖)중의 설폰(1)(250 ㎎, 0.71 밀리몰) 및 (R)-(-)-루시놀(167 ㎎, 1.4 밀리몰)의 혼합물을

12시간 동안 80 ℃에서 교반한 후, 실온으로 냉각시켰다. 물(1 ㎖)을 첨가하고, 현탁액을 30분 동안 교반하고, 여과하고,

침전물을 물로 세척하고, 건조시키고, 메탄올중에 현탁시켰다. 현탁액을 다시 여과하고, 건조시켜 목적하는 화합물(15)

(178 ㎎)을 수득하였다(질량 분석 MH+=386, 융점 173.1 내지 176.2 ℃).

실시예 16

1-메틸-2-피롤리디논(0.25 ㎖)중의 설폰(1)(250 ㎎, 0.71 밀리몰) 및 (S)-(+)-2-아미노-1-프로판올(107 ㎎, 1.4 밀리

몰)의 혼합물을 12시간 동안 80 ℃에서 교반한 후, 실온으로 냉각시켰다. 물(1 ㎖)을 첨가하고, 현탁액을 30분 동안 교반하

고, 여과하고, 침전물을 물로 세척하고, 건조시키고, 메탄올중에 현탁시켰다. 현탁액을 다시 여과하고, 건조시켜 목적하는

화합물(16)(87 ㎎)을 수득하였다(질량 분석 MH+=344, 융점 131.1 내지 132.2 ℃).

실시예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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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메틸-2-피롤리디논(0.25 ㎖)중의 설폰(1)(250 ㎎, 0.71 밀리몰) 및 (S)-(+)-이소루시놀(isoleucinol)(167 ㎎, 1.4 밀

리몰)의 혼합물을 12시간 동안 80 ℃에서 교반한 후, 실온으로 냉각시켰다. 물(1 ㎖)을 첨가하고, 현탁액을 30분 동안 교반

하고, 여과하고, 침전물을 물로 세척하고, 건조시키고, 메탄올중에 현탁시켰다. 현탁액을 다시 여과하고, 건조시켜 목적하

는 화합물(17)(200 ㎎)을 수득하였다(질량 분석 MH+=386, 융점 140.1 내지 143.6 ℃).

실시예 18

1-메틸-2-피롤리디논(0.25 ㎖)중의 설폰(1)(250 ㎎, 0.71 밀리몰) 및 세리놀(serinol)(130 ㎎, 1.4 밀리몰)의 혼합물을

12시간 동안 80 ℃에서 교반한 후, 실온으로 냉각시켰다. 물(1 ㎖)을 첨가하고, 현탁액을 30분 동안 교반하고, 여과하고,

침전물을 물로 세척하고, 건조시키고, 메탄올중에 현탁시켰다. 현탁액을 다시 여과하고, 건조시켜 목적하는 화합물(18)

(179 ㎎)을 수득하였다(질량 분석 MH+=360, 융점 155.8 내지 157.3 ℃).

실시예 19

이 실시예는 6-(2-클로로페닐)-8-메틸-2-메틸티오-8-하이드로피리디노[2,3-d]피리미딘-7-온(VI)의 제조를 예시한

다.

3,3-디에톡시-2-포르밀프로피오니트릴 포타슘 염(II)의 제조

무수 THF(1.1 ℓ)중의 3,3-디에톡시프로판-니트릴(I, 283.80 g, 1.98 몰) 및 메틸 포르메이트(148.80 g, 2.48 몰)의 교반

된 용액에 10 ℃에서 THF(2.2 ℓ, 2.2 몰)중의 1.0M 포타슘 3급-부톡사이드를 첨가하였다. 첨가하는 45분에 걸쳐 온도를

10 내지 15 ℃로 유지시켰다. 첨가 후, 생성된 슬러리를 주위 실온에서 2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그 다음, 헥산(400 ㎖)을

첨가하고, 추가로 20분 동안 지속적으로 교반하였다. 슬러리를 여과하고, 케이크를 1/1 헥산/THF로 세척하고, 60 ℃의 진

공 오븐에서 밤새도록 건조시켰다. 엷은 갈색 분말의 수율은 302.5 g(73.0 %)이었다. 1H-NMR(CD3OD)는 목적하는 화학

식 II와 일치하였다.

4-아미노-2-설파닐피리미딘-5-카브알데하이드(III)의 제조

에탄올(90 ㎖)중의 티오우레아(92.8 g, 1.22 몰)의 슬러리를 환류하에 가열하고, 격렬하게 교반하였다. 상기 슬러리에 환

류 조건을 유지시키면서 10분에 걸쳐 5개의 분취량으로 25 % 소듐 메톡사이드/메탄올(85.5 ㎖, 0.37 몰) 및 에탄올(285

㎖)중의 3,3-디에톡시-2-포르밀프로피오니트릴 포타슘 염 II(222.20 g, 1.06 몰)의 현탁액을 첨가하였다(다르게는, 후자

의 슬러리를 50 ℃로 가열하여 첨가를 위한 균일 용매를 수득할 수 있다). 추가의 에탄올(150 ㎖)을 첨가하여 교반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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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다. 첨가 후, 진한 슬러리는 밝은 황색으로 변하고, 추가로 1시간 동안 환류를 유지하였다. 그 다음, 혼합물을 냉각시키

고, 회전식 증발기에서 증발시켜 거의 건조시켰다. 잔여물을 물(940 ㎖)중에 용해시켰다. 조생성물에 30 % 아세트산(280

㎖)을 첨가함으로써 용액으로부터 침전시키고, 소결 유리 재질의 여과 퍼넬(funnel) 매체를 사용하여 여과하여 단리하였

다. 케이크를 물(800 ㎖)로 세척하였다. 30분 동안 고온의 물(1 ℓ)중에서 분쇄하여 정제한 후, 냉각시키고, 여과하고, 60 ℃

의 진공 오븐에서 밤새도록 건조하여, 밝은 황색 고체로서 생성물 118.9 g(72.3 %)을 수득하였다(후속의 제조에서는 상기

분쇄가 불필요함을 나타내었다). HPLC 결과, 순도는 98.67 %였다. 1H-NMR(DMSO-d6)은 목적하는 화학식 III과 일치하

였다.

4-아미노-2-메틸티오피리미딘-5-카브알데하이드(IV)의 제조

아세톤(1.5 ℓ)중의 4-아미노-2-설파닐-피리미딘-5-카브알데하이드(III)(100.00 g, 644.4 밀리몰) 및 325 메시(mesh)의

탄산칼륨(178.10 g, 1.29 몰)의 용액에 요오도메탄(128.10 g, 902.2 밀리몰)을 서서히 냉각시키면서 20분에 걸쳐 적가하

였다. 혼합물을 주말 동안 주위 실온에서 교반하였다. TLC로 화합물(III)이 잔존함을 확인하고 추가로 분취량의 요오도메

탄(8 ㎖)을 첨가하고, 밤새도록 지속적으로 교반하였다. 다시, TLC로 화합물(III)이 일부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추가로 요

오드메탄(8 ㎖)을 첨가하고, 추가로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교반하였다. HPLC로 95.9 %의 S-알킬화 생성물 및 3.7 %의

화합물(III)을 확인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회전식 증발기에서 스트리핑(stipping)하여 거의 건조시켰다. 물(1 ℓ)을 잔여물에

첨가하고, 생성물을 여과를 통해 수집하고, 물(200 ㎖)로 세척하였다. 생성물을 60 ℃의 진공 오븐에서 밤새도록 건조시켰

다. 수율은 103.37 g(94.8 %)이었다. HPLC 결과는 95.8 %의 화합물(IV) 및 4.2 %의 화합물(III)였다.

6-(2-클로로페닐)-2-메틸티오-8-하이드로피리디노[2,3-d]피리미딘-7-온(V)의 제조

화합물(IV)(10.00 g, 59.1 몰), 에틸 2-(2-클로로페닐)아세테이트(14.40 g, 71.8 몰), NMP(115 ㎖) 및 325 메시의 탄산

칼륨(29.00 g, 209.8 몰)의 혼합물을 95 ℃에서 밤새도록 가열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냉각시키고, 물(800 ㎖)로 희석시켰

다. 생성된 슬러리를 교반하고, 여과하여 생성물(V)을 단리하였다. 여과 케이크를 물로 세척하고, 60 ℃의 진공 오븐에서

밤새도록 건조시켰다. 진한 갈색 고체로서 단리된 수율은 14.9 g(83.0 %)이었다. HPLC 결과, 순도는 98.3 %였다.

6-(2-클로로페닐)-8-메틸-2-메틸티오-8-하이드로피리디노[2,3-d]피리미딘-7-온(VI)의 제조

화합물(V)(0.25 g, 0.82 몰), NMP(5 ㎖), 탄산칼륨(0.11 g, 0.82 밀리몰) 및 요오도메탄(0.14 g, 0.96 밀리몰)의 혼합물을

주위 실온에서 밤새도록 질소하에 교반하였다. 물(15 ㎖)을 첨가하고, 24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교반하였다. 슬러리를 여과

하고, 여과 케이크를 물(10 ㎖)로 세척하였다. HPLC 결과, 순도는 97.8 %였다.

실시예 20

이 실시예는 시험관내 p38 (MAP) 키나제의 억제를 측정하기 위한 검정 프로토콜을 예시한다.

본 발명의 화합물의 시험관내 p38 MAP 키나제 억제 활성은, 문헌 [Ahn, N. G. et al., J. Biol. Chem., Vol. 266(7),

4200-4227, (1991)]에 기술된 방법을 약간 변형시킨 방법을 이용하여, γ-포스페이트의 p38 키나제에 의한 γ-33P-ATP

로부터 마이엘린(Myelin) 염기 단백질(MBP)로의 전이를 측정함으로써 평가하였다.

재조합 p38 MAP 키나제의 포스포릴화 형태는 E. Coli에서 SEK-1 및 MEKK를 이용하여 발현시킨 다음, 니켈 컬럼을 사

용하여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였다.

포스포릴화된 p38 MAP 키나제를 키나제 완충액(20 mM 3-(N-모르폴리노)프로판설폰산, pH 7.2, 25 mM β-글리세롤

포스페이트, 5 mM 에틸렌 글리콜-비스(베타-아미노에틸 에테르)-N,N,N',N'-테트라아세트산, 1 mM 나트륨 바나데이

트, 1 mM 디티오트레이톨, 40 mM 염화 마그네슘)중에 희석하였다. DMSO중에 용해시킨 시험 화합물 또는 DMSO 단독

(대조군)을 첨가하고, 시료를 30 ℃에서 10 분간 항온처리하였다. MBP 및 γ-33P-ATP를 함유하는 기질 칵테일을 첨가하

여 키나제 반응을 개시하였다. 30 ℃에서 20분 동안 추가로 항온처리 한 후, 0.75 % 인산을 가하여 반응을 종결시켰다. 그

다음, 포스포릴화 MBP를 포스포셀룰로즈 막(메사추세츠주 베드프로드 소재의 밀리포어(Millipore))을 사용하여 잔류 γ-

33P-ATP로부터 분리하고, 섬광 계수기(코넥티컷주 메리덴 소재의 패커드(Packard))를 이용하여 정량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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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화합물은 상기 검정에서 활성이었다. 본 발명의 일부 화합물의 p38 억제 활성(IC50으로 나타냄, 검정된 p38 효

소를 50 % 억제하는 농도)은 하기와 같다:

실시예 21

이 실시예는 THP1 세포에서 LPS-유도된 TNF-α 생성의 억제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관내 검정을 예시한다.

TNF-α 방출을 억제하는 본 발명의 화합물의 활성은, 문헌 [Blifeld, et al., Transplantation, 51:498-503, (1991)]에 기

술된 방법을 약간 변형시킨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a) TNF 생합성의 유도

THP-1 세포를 2.5 × 106 세포/㎖의 농도로 배양 배지[15 % 소 태아 혈청, 0.02 mM 2-머캅토 에탄올을 함유하는 RPMI

(미들랜드주 게일터스버그 소재의 깁코(Gibco)-BRL)]중에 현탁시킨 후, 96 웰 플레이트(각 웰에 0.2 ㎖의 분취량)에 플

레이팅하였다. 시험 화합물을 DMSO중에 용해시킨 후, 최종 DMSO 농도가 5%가 되도록 배양 배지로 희석하였다. 25 ㎕

분취량의 시험 용액, 또는 DMSO 단독을 함유하는 배지(대조군)를 각각의 웰에 첨가하였다. 세포를 37 ℃에서 30 분간 항

온처리하였다. LPS(미저리주 세인트 루이스 소재의 시그마(Sigma))를 0.5 ㎍/㎖의 최종 농도로 웰에 첨가하고 세포를 2

시간동안 추가로 항온처리하였다. 항온처리 시간이 종료하면, 배양물 상청액을 수거하고 존재하는 TNF-α의 양을 하기 기

술하는 바와 같은 ELISA 검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b) ELISA 검정

문헌 [Reimund, J.M. et al., GUT. Vol. 39(5), 684-689, (1996)]에 기술된 2개의 안티-TNF-α 항체(2TNF-H12 및

2TNF-H34)를 이용하여, 특이적 포획 ELISA 검정에 의해 존재하는 인간 TNF-α의 양을 측정하였다.

폴리스티렌 96-웰 플레이트를 PBS(10 ㎍/㎖) 중, 웰 당 50 ㎕의 항체 2TNF-H12로 코팅하고 4 ℃의 가습 챔버에서 밤새

도록 항온처리하였다. 플레이트를 PBS로 세척한 다음 실온에서 1 시간동안 PBS 중 5 % 무지 분유(nonfat-dry milk)로

봉쇄하고 PBS 중 0.1 % BSA(소 혈청 알부민)로 세척하였다.

인간 재조합 TNF-α의 원액(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 소재의 알 앤 디 시스템즈(R＆D Systems))으로부터 TNF 표준물을

제조하였다. 검정에서 표준물의 농도는 10 ng/㎖로 시작하여 6회의 1/2 로그로 단계적으로 희석하였다.

25 ㎕ 분취량의 상기 배양물 상청액 또는 TNF 표준물 또는 배지 단독(대조군)을 25 ㎕ 분취량의 바이오티닐화 단일클론

항체 2TNF-H34(0.1 % BSA를 함유하는 PBS 중 2 ㎍/㎖)와 혼합한 다음 각각의 웰에 첨가하였다. 시료를 실온에서 약하

게 진탕시키면서 2시간 동안 항온처리한 다음 PBS 중 0.1 % BSA로 3회 세척하였다. 0.416 ㎍/㎖의 퍼옥시다제-스트렙

타비딘 및 PBS 중 0.1 % BSA를 함유하는 퍼옥시다제-스트렙타비딘(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소재의 지메드(Zymed)

) 용액 50 ㎕를 각각의 웰에 첨가하였다. 시료를 실온에서 1시간 동안 추가로 항온처리한 후 PBS 중 0.1 % BSA로 4회 세

척하였다. 50 ㎕의 O-페닐렌디아민 용액(0.2M 시트레이트 완충액(pH 4.5) 중 1 ㎍/㎖ O-페닐렌-디아민 및 0.03 % 과산

화수소)을 각각의 웰에 첨가하고 시료를 실온에서 어두운 상태로 30 분간 항온처리하였다. 시료의 흡광도 및 기준치를 각

각 450 nm 및 650 nm에서 측정하였다. 450 nm에서의 흡광도 대 사용된 농도에 관한 그래프로부터 TNF-α 수준을 측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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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50 값은 450 nm 흡광도의 최대값의 절반에 대응하는 시험 화합물의 농도로 정의하였다.

실시예 22

이 실시예는 마우스(또는 래트)에서 LPS-유도된 TNF-α 생성의 억제를 평가하기 위한 생체내 검정을 예시한다.

생체내에서 TNF-α 방출을 억제하는 본 발명의 화합물의 활성은, 문헌 [Zanetti, et al., J. Immunol., 148:1890 (1992)],

및 [Sekut, et al., J. Lab. Clin. Med., 124:813 (1994)]에 기술된 방법을 약간 변형시킨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18 내지 21 g으로 칭량된 암컷 BALB/c 마우스(캘리포니아주 홀리스터 소재의 찰스 리버(Charles River))를 1 주일간 적

응시켰다. 각각 8마리의 마우스로 이루어진 그룹에게 0.9 % 염화 나트륨, 0.5 % 카복시메틸-셀룰로즈 나트륨, 0.4 % 폴

리소르베이트 80, 0.9 % 벤질 알콜을 함유하는 수성 비히클(CMC 비히클)에 현탁시키거나 용해시킨 시험 화합물 또는 비

히클 단독(대조군)을 경구 투여하였다. 30 분후에, 마우스에게 20 ㎍의 LPS(미저리주 세인트 루이스 소재의 시그마)를 복

강내 주입하였다. 1.5 시간 후에, 마우스를 CO2 흡입에 의해 희생시키고 심장천자(cardio centesis)로 혈액을 수거하였다.

혈액을 15,600 X g에서 5 분간 원심분리하여 정화시키고 혈청을 깨끗한 튜브로 옮기고, 제조업자의 프로토콜에 따라

ELISA 검정(캘리포니아주 카마릴로 소재의 바이오소스 인터내셔날(Biosource International))으로 TNF-α 분석을 할 때

까지 -20 ℃에서 냉동시켰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기 화학식 I의 화합물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화학식 I

상기 식에서

R1은 수소 또는 알킬이고;

R2는 -CR'R"-Ra(여기서, R' 및 R"는 수소, 하이드록시알킬 또는 알킬이되, 이들중 적어도 하나 이상은 알킬 또는 하이드록

시알킬이고, Ra는 하이드록시알킬이다), 또는 -Ry-S(O)2-Rx(여기서, Rx는 알킬이고, Ry는 알킬렌이다)이고;

R3은 수소, 알킬, 아미노, 사이클로알킬 또는 아릴이고;

Ar1은 아릴이다(여기서, "아릴"은 1, 2 또는 3개의 할로 치환기로 치환되거나 치환되지 않은 페닐 그룹이고; "사이클로알

킬"은 고리 탄소수 3 내지 7의 포화 일가 사이클릭 탄화수소 라디칼이며; "알킬"은 탄소수 1 내지 6의 선형의 포화 일가 탄

화수소 라디칼 또는 탄소수 3 내지 6의 분지된 포화 일가 탄화수소 라디칼이고; "알킬렌"은 탄소수 1 내지 6의 선형의 포화

이가 탄화수소 라디칼 또는 탄소수 3 내지 6의 분지된 포화 이가 탄화수소 라디칼이다).

청구항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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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Ar1이 2-클로로페닐인 화합물.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하기 화학식 III의 화합물인 화합물:

화학식 III

상기 식에서, R1, R2 및 R3은 제 1 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다.

청구항 6.

제 1 항, 제 4 항 또는 제 5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R1이 수소 또는 메틸인 화합물.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R2가 (1,1-디메틸-2-하이드록시)에틸 또는 (1,2-디메틸-2-하이드록시)프로필인 화합물.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하기 화학식 Ig의 화합물을 식 R1R2NH의 아민과 접촉시켜 화학식 I의 화합물을 제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제 1 항의 화

합물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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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Ig

화학식 I

상기 식에서,

R1, R2, R3 및 Ar1은 제 1 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고,

n은 0 내지 2의 정수이고,

R6은 알킬 그룹이다(여기서, "알킬"은 제 1 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다).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n이 1인 방법.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n이 2인 방법.

청구항 12.

(a) 식 NC-CH2-CH(ORa)2(여기서, Ra는 알킬임)의 아세탈을 축합화 염기의 존재하에 식 HCO2R(여기서, R은 알킬임)의

알킬 포르메이트와 접촉시켜 축합 생성물을 제조하는 단계, 및

(b) 상기 축합 생성물을 고리화 염기의 존재하에 티오우레아와 접촉시켜 하기 화학식 II-c의 피리미딘을 제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화학식 II-c의 피리미딘의 제조방법(여기서, "알킬"은 제 1 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다).

화학식 I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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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축합화 염기가 3급-부톡사이드인 방법.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고리화 염기가 알콕사이드인 방법.

청구항 15.

(a) 하기 화학식 II-c의 피리미딘을 알킬화 염기의 존재하에 식 R-X1의 알킬화제와 접촉시켜 하기 화학식 II-d의 알킬화

피리미딘을 제조하고, (b) 상기 화학식 II-d의 알킬화 피리미딘을 고리화 염기의 존재하에 식 Ar1-CH2-CO2R의 아릴 아

세테이트와 접촉시켜 하기 화학식 II-e의 피리도피리미딘을 제조하거나; 또는

(a) 하기 화학식 II-c의 피리미딘을 고리화 염기의 존재하에 식 Ar1-CH2-CO2R의 아릴 아세테이트와 접촉시켜 하기 화학

식 3의 티올 피리도피리미딘을 제조하고, (b) 상기 화학식 3의 티올 피리도피리미딘을 알킬화 염기의 존재하에 식 R-X1의

알킬화제와 접촉시켜 하기 화학식 II-e의 피리도피리미딘을 제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화학식 II-e의 피리도피리미딘의

제조방법:

화학식 II-e

화학식 II-c

화학식 I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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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3

상기 식에서,

X1은 이탈기이고,

R은 각각 독립적으로 알킬이고,

Ar1은 아릴이다(여기서, "알킬" 및 "아릴"은 제 1 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다).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X1이 할라이드인 방법.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화학식 II-e의 피리도피리미딘을 식 R3-X2의 질소 알킬화제와 접촉시켜 하기 화학식 Ie의 N-치환된 피리도피리미딘

을 제조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화학식 Ie

상기 식에서,

R3은 알킬, 아미노, 모노알킬아미노, 디알킬아미노, 사이클로알킬, 아르알킬, 할로알킬, 헤테로알킬, 시아노알킬, 알킬렌-

C(O)-R'(여기서, R'는 수소, 알킬, 하이드록시, 알콕시, 아미노, 모노알킬아미노 또는 디알킬아미노이다) 또는 아실이고;

X2는 이탈기이고;

Ar1 및 R은 제 15 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다(여기서, "알킬", "사이클로알킬", "아릴" 및 "알킬렌"은 제 1 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고; "헤테로알킬"은 ORa, -NRbRc, 및 -S(O)nR
d(여기서, n은 0 내지 2의 정수이고; Ra는 수소, 아실, 알킬, 사이클로알킬

또는 사이클로알킬알킬이고; Rb 및 Rc는 서로 독립적으로 수소, 아실, 알킬, 사이클로알킬 또는 사이클로알킬알킬이거나,

또는 Rb 및 Rc는 함께 사이클로알킬 또는 아릴사이클로알킬을 형성하고; n이 0인 경우 Rd는 수소, 알킬, 사이클로알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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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이클로알킬알킬이고, n이 1 또는 2인 경우 Rd는 알킬, 사이클로알킬, 사이클로알킬알킬, 아미노, 아실아미노, 모노알

킬아미노 또는 디알킬아미노이다)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된 치환기에 의해 1, 2 또는 3개의 수소원자가

치환된, 여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알킬 라디칼이며; "알콕시"는 라디칼 -OR(여기서, R은 여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알

킬이다)이고; "아실"은 라디칼 -C(O)R(여기서, R은 수소, 알킬, 사이클로알킬, 사이클로알킬알킬, 페닐 또는 페닐알킬이

되, 알킬 및 사이클로알킬은 여기에서 정의된 바와 같다)이다).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X2가 할라이드인 방법.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제 1 항에 있어서,

하기 화학식 III-a의 화합물 및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인 화합물.

화학식 III-a

청구항 26.

제 1 항에 있어서,

하기 화학식 III-b의 화합물 및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인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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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III-b

청구항 27.

제 1 항에 있어서,

하기 화학식 III-c의 화합물 및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인 화합물.

화학식 III-c

청구항 28.

제 1 항, 제 4 항, 제 5 항, 제 7 항 및 제 25 항 내지 제27 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화합물 및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부

형제를 포함하는, 발열, 관절염, 성인 호흡기 곤란 증후군, 폐형 유육종증, 천식, 규폐증, 만성 폐 염증성 질환, 만성 폐쇄성

폐 질환, 패혈증, 패혈증성 쇼크, 그람 음성 패혈증, 말라리아, 뇌막염, 염증 또는 악성종양에 대한 2차 악액질, 후천성 면역

결핍증(AIDS)에 대한 2차 악액질, AIDS, AIDS 관련 합병증(ARC), 폐렴, 헤르페스 바이러스, 골다공증, 내독소 쇼크, 독소

쇼크 증후군, 재관류 손상, 이식조직 대 피이식조직 반응, 동종 이식 거부, 아테롬성 동맥경화증, 혈전증, 울혈성 심부전, 심

장 재관류 손상, 신장 재관류 손상, 간 질환, 신장염, 감염에 의한 근육통, 알쯔하이머병, 인플루엔자, 다발성 경화증, 암, 당

뇨병, 전신성 홍반성 낭창(SLE), 건선, 습진, 화상, 피부염, 켈로이드 형성, 반흔 조직 형성, 염증성 장 질환, 크론병, 위염,

과민성 장 증후군, 궤양성 대장염, 망막염, 망막병증, 포도막염, 안구 수명, 안구 조직의 급성 손상, 혈관 신생, 전이, 각막

이식조직 거부, 안구 혈관 신생, 손상 또는 감염 후 혈관 신생, 당뇨성 망막병증, 후수정체 섬유 증식증, 혈관 신생성 녹내

장, 위궤양, 유아성(infantile) 혈관종, 비강인두의 맥관 섬유종, 골의 무혈관성 괴사, 당뇨성 신장병, 심근증 및 자궁내막증

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제.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질환이 관절염, 크론병, 알쯔하이머병, 과민성 장 증후군, 성인 호흡기 곤란 증후군 및 만성 폐쇄성 폐 질환으로 이루

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약제.

청구항 30.

제 6 항에 기재된 화합물 및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부형제를 포함하는, 발열, 관절염, 성인 호흡기 곤란 증후군, 폐형 유육

종증, 천식, 규폐증, 만성 폐 염증성 질환, 만성 폐쇄성 폐 질환, 패혈증, 패혈증성 쇼크, 그람 음성 패혈증, 말라리아, 뇌막

염, 염증 또는 악성종양에 대한 2차 악액질, 후천성 면역 결핍증(AIDS)에 대한 2차 악액질, AIDS, AIDS 관련 합병증

(ARC), 폐렴, 헤르페스 바이러스, 골다공증, 내독소 쇼크, 독소 쇼크 증후군, 재관류 손상, 이식조직 대 피이식조직 반응,

동종 이식 거부, 아테롬성 동맥경화증, 혈전증, 울혈성 심부전, 심장 재관류 손상, 신장 재관류 손상, 간 질환, 신장염, 감염

에 의한 근육통, 알쯔하이머병, 인플루엔자, 다발성 경화증, 암, 당뇨병, 전신성 홍반성 낭창(SLE), 건선, 습진, 화상,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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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켈로이드 형성, 반흔 조직 형성, 염증성 장 질환, 크론병, 위염, 과민성 장 증후군, 궤양성 대장염, 망막염, 망막병증, 포

도막염, 안구 수명, 안구 조직의 급성 손상, 혈관 신생, 전이, 각막 이식조직 거부, 안구 혈관 신생, 손상 또는 감염 후 혈관

신생, 당뇨성 망막병증, 후수정체 섬유 증식증, 혈관 신생성 녹내장, 위궤양, 유아성 혈관종, 비강인두의 맥관 섬유종, 골의

무혈관성 괴사, 당뇨성 신장병, 심근증 및 자궁내막증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제.

청구항 31.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질환이 관절염, 크론병, 알쯔하이머병, 과민성 장 증후군, 성인 호흡기 곤란 증후군 및 만성 폐쇄성 폐 질환으로 이루

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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