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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위치에 에테르 및 헤테로시클릴 또는 헤테로아릴 관능기를 포함하는 이미다조퀴놀린 및 테트라히드로이미다조퀴
놀린 화합물은 면역 반응 조절제로서 유용하다. 본 발명의 화합물 및 조성물은 다양한 사이토카인의 생합성을 유도할
수 있으며 바이러스 질환 및 신생물성 질환을 포함하는 다양한 질병의 치료에 유용하다.
색인어
이미다조퀴놀린, 테트라히드로이미다조퀴놀린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1-위치에 에테르 및 헤테로시클 또는 헤테로아릴 관능기를 갖는 이미다조퀴놀린 화합물, 및 상기 화합물을
함유하는 제약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추가로, 본 발명은 상기 화합물의, 동물의 사이토카인 생합성을 유도하기 위한
면역조절인자로서의 용도, 및 바이러스 및 신생물성 질환을 포함하는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1H-이미다조[4,5-c]퀴놀린 고리계에 대한 최초의 신뢰할만한 보고서인 배크만(Backman) 등의 문헌[J . org. Che
m. 15, 1278-1284 (1950)]에 항말라리아제로서 사용가능한 1-(6-메톡시-8-퀴놀리닐)-2-메틸-1H-이미다조[4,5
-c]퀴놀린의 합성이 기재되어 있다. 이어서, 다양한 치환 1H-이미다조[4,5-c]퀴놀린의 합성이 보고되었다. 예를 들
면, 제인(Jain) 등은 항경련제 및 심혈관제로서 사용가능한 화합물 1-[2-(4-피페리딜)에틸]-1H-이미다조[4,5-c]퀴
놀린을 합성하였다[J . Med. Chem. 11, pp. 87-92 (1968)]. 또한, 바라노프(Baranov) 등은 수 개의 2-옥소이미다
조[4,5-c]퀴놀린을 보고하였고 [ Chem. Abs. 85, 94362 (1976)], 베레니 (Berenyi) 등은 2-옥소이미다조[4,5-c]
퀴놀린을 보고하였다[J . heterocyclic Chem. 18, 1537-1540 (1981)].
몇몇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및 이의 1- 및 2-치환 유도체가 후에 항바이러스제, 기관지확장제 및 면
역조절인자로서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특히, 본원에 참고문헌으로 인용된 미국 특허 제4,689,338호, 제4,6
98,348호, 제4,929,624호, 제5,037,986호, 제5,268,376호, 제5,346,905호 및 제5,389,640호에 기재되어 있다.
이미다조퀴놀린 고리계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고 있다. 1 위치에 에테르를 포함하는 치환체를 갖는 몇몇 1H-이미다
조[4,5-c] 나프티리딘-4-아민, 1H-이미다조[4,5-c] 피리딘-4-아민, 및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이 공
지되어 있다. 이들은 U.S. 특허 5,268,376; 5,389,640; 5,494,916; 및 WO 99/29693에 기술되어 있다.
사이토카인 생합성의 유도 또는 다른 기전에 의하여 면역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화합물이 끊임없이 요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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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요약
본원 발명자들은 동물의 사이토카인 생합성 유도에 유용한 신규 화합물군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발명은 1 위치에
에테르를 포함하는 치환체를 갖는 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및 테트라히드로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화합물을 제공한다. 이 화합물은 하기에서 더 상세하게 정의되는 화학식 (I), (II), (III) 및 (IV)에 의해 기술된다. 이들
화합물들은 아래와 같은 일반적인 화학식을 갖는 다.

(여기서, X, R 1 , R
의한 바와 같음)

2

, 및 R은 본 명세세에서 화학식 (Ⅰ), (II), (III) 및 (IV)를 갖는 화합물의 각각의 군에 대하여 정

화학식 (I), (II), (III), 및 (IV)의 화합물은 동물에 투여되었을 때 사이토카인 생합성을 유도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면역
반응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면역반응 조절인자로서 유용하다. 이로 인해, 상기 화합물은 면역반응의 변화에 반응
성인 바이러스성 질환 및 종양과 같은 다양한 질병의 치료에 유용하다.
본 발명은 추가로, 면역반응 조절 화합물을 함유하는 제약 조성물, 및 화학식 (I), (II), (III), 또는 (IV)의 화합물을 동물
에 투여함으로써 동물의 사이토카인 생합성을 유도하는 방법, 동물의 바이러스성 감염을 치료하는 방법 및(또는) 동
물의 신생물성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본 발명은 본 발명 화합물의 합성 방법 및 이 화합물의 합성에 유용한 중간체를 제공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본원 발명자들은 몇몇 화합물이 동물의 사이토카인 생합성을 유도하고, 면역반응을 조절한다
는 것을 발견하였다. 상기 화합물은 하기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화학식 (I), (II), (III), 및 (IV)로 나타내어진다.
1-위치에 에테르 및 헤테로시클릴 또는 헤테로아릴 관능기를 갖는 본 발명의 이미다조퀴놀린 화합물은 화학식 (I) 또
는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으로 나타내어진다.

화학식 I

(여기서,
X는 -CHR
R

1

3

-, -CHR

3

-알킬-, 또는 -CHR

은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R

4

3

-알케닐-이고;

-헤테로아릴, 및 -R

4

-헤테로시클릴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R 2 는 수소, 알킬, 알케닐,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알킬-Y-알킬, 알킬-Y-알케닐, 알킬-Y-아릴, 및 -OH,
할로겐, -N(R 3 ) 2 , -CO-N(R 3 ) 2 , -CO-C 1-10 알킬, -CO-O-C 1-10 알킬, -N 3 ,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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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클릴, -CO-아릴 및 -CO-헤테로아릴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환체로 치환되는 알킬
또는 알케닐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R

4

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0-기에 의해 단속될 수 있는 알킬 또는 알케닐이 고;

각각의 R

3

는 독립적으로 H 또는 C

알킬이고;

1-10

각각의 Y는 독립적으로 -O- 또는 -S(O)

0-2

-이고;

n은 0 내지 4이고;
존재하는 각각의 R은 C
적으로 선택됨)

1-10

알킬, C

1-10

알콕시, 히드록시, 할로겐 및 트리플루오로메틸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독립

또한, 본 발명은 1-위치에 에테르 관능기를 포함하며, 이 에테르를 포함하는 치환체가 알키닐기 및 헤테로시클릴 또
는 헤테로아릴기도 포함하는 이미다조퀴놀린 화합물을 제공한다. 이들 화합물은 화학식 (II) 또는 제약학적으로 허용
되는 그의 염으로 나타내어진다.

화학식 II

(여기서,
X는 -CHR
R

10

3

-, -CHR

3

-알킬-, 또는 -CHR

3

-알케닐-이고;

은 헤테로아릴 및 헤테로시클릴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R 2 는 수소, 알킬, 알케닐,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알킬-Y-알킬, 알킬-Y-알케닐, 알킬-Y-아릴, 및 -OH,
할로겐, -N(R 3 ) 2 , -CO-N(R 3 ) 2 , -CO-C 1-10 알킬, -CO-O-C 1-10 알킬, -N 3 ,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
시클릴, -CO-아릴 및 -CO-헤테로아릴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환체로 치환되는 알킬
또는 알케닐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n은 0 내지 4이고;
각각의 R

3

는 독립적으로 H 또는 C

각각의 Y는 독립적으로 -O- 또는 -S(O)
존재하는 각각의 R은 C
적으로 선택됨)

1-10

알킬, C

알킬이고;

1-10

0-2

1-10

-이고;

알콕시, 히드록시, 할로겐 및 트리플루오로메틸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독립

또한, 본 발명은 1-위치에 에테르 및 헤테로아릴 또는 헤테로시클릴을 포함하는 치환체를 갖는 테트라히드로이미다
조퀴놀린 화합물을 포함한다. 이러한 테트라히드로이미다조퀴놀린 화합물은 화학식 (III) 또는 제약학적으로 허용되
는 그의 염으로 나타내어진다.

-4-

공개특허 특2003-0070050
화학식 III

(여기서,
X는 -CHR
R

1

3

-, -CHR

3

-알킬-, 또는 -CHR

은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R

4

3

-알케닐-이고;

-헤테로아릴, 및 -R

4

-헤테로시클릴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R 2 는 수소, 알킬, 알케닐,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알킬-Y-알킬, 알킬-Y-알케닐, 알킬-Y-아릴, 및 -OH,
할로겐, -N(R 3 ) 2 , -CO-N(R 3 ) 2 , -CO-C 1-10 알킬, -CO-O-C 1-10 알킬, -N 3 ,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
시클릴, -CO-아릴 및 -CO-헤테로아릴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환체로 치환되는 알킬
또는 알케닐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R

4

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0-기에 의해 단속될 수 있는 알킬 또는 알케닐이고;

각각의 R

3

는 독립적으로 H 또는 C

알킬이고;

1-10

각각의 Y는 독립적으로 -O- 또는 -S(O)

0-2

-이고;

n은 0 내지 4이고;
존재하는 각각의 R은 C
적으로 선택됨)

1-10

알킬, C

1-10

알콕시, 히드록시, 할로겐 및 트리플루오로메틸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독립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본 발명의 화합물을의 부가적인 군은 1- 위치에 에테르를 포함하는 치환체를 가지며 이 에테르
를 포함하는 치환체가 알키닐기 및 헤테 로시클릴 또는 헤테로아릴기도 포함하는 테트라히드로이미다조퀴놀린 화합
물이다. 이들 화합물은 화학식 (IV) 또는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으로 나타내어진다.

화학식 IV

(여기서,
X는 -CHR
R

10

3

-, -CHR

3

-알킬-, 또는 -CHR

3

-알케닐-이고;

은 헤테로아릴 및 헤테로시클릴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R 2 는 수소, 알킬, 알케닐,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알킬-Y-알킬, 알킬-Y-알케닐, 알킬-Y-아릴, 및 -OH,
할로겐, -N(R 3 ) 2 , -CO-N(R 3 ) 2 , -CO-C 1-10 알킬, -CO-O-C 1-10 알킬, -N 3 ,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
시클릴, -CO-아릴 및 -CO-헤테로아릴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환체로 치환되는 알킬
또는 알케닐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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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R

3

는 독립적으로 H 또는 C

알킬이고;

1-10

각각의 Y는 독립적으로 -O- 또는 -S(O)

0-2

-이고;

n은 0 내지 4이고;
존재하는 각각의 R은 C
적으로 선택됨)

1-10

알킬, C

1-10

알콕시, 히드록시, 할로겐 및 트리플루오로메틸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독립

화합물의 제조
본 발명의 화합물은 반응식 I에 따라 제조될 수 있고, 여기서 R, R 2 , X, 및 n은 앞서 정의한 바와 같고, R 11 은 헤테
로아릴기로 치환된 알킬(여기서, 헤테로아릴기는 비치환되거나 또는 아래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치환될 수 있음)이거
나 또는, R 11 은 아래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치환된 헤테로아릴이며, 다만, R 11 이 치환된 헤테로아릴이면, 하나 이
상의 치환체는 에테르 결합에 대해 오르토 또는 파라 위치에 위치하는 강한 전자 끄는 기이다.
반응식 I에서는, 화학식 Ⅹ의 4-아미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 알콜을 화학식 ⅩI의 할리드로 알킬화시
켜 화학식 I의 아속인 화학식 ⅩII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얻는다. N,N-디메틸포름아미드와 같은
적절한 용매 중에서 화학식 Ⅹ의 알콜을 소듐 하이드라이드와 반응시켜 알콕시드를 형성시킨다. 그 다음, 할리드를
반응혼합물에 첨가한다. 반응은 주위 온도에서 또는 원한다면 약하게 가열 (～50℃)하면서 수행될 수 있다. 생성물 또
는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은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단리될 수 있다.
많은 화학식 Ⅹ의 화합물이 공지되어 있으며 (예를 들면, Gerster, U.S. 특허 제 4,689,338 호 및 Gerster 등, U.S.
특허 제 5,605,899호 참조, 이들의 개시는 본원에 참고문헌으로 인용되어 있음), 나머지는 공지된 합성법(예를 들면,
Andre 등, U.S. 특허 제 5,578,727호; Gerster, U.S. 특허 제 5,175,296호; Nikolaides 등, U.S. 특허 제 5,395,937
호; 및 Gerster 등, U.S. 특허 제 5,741,908호 참조, 이들의 개시는 본원에 참고문헌으로 인용되어 있음)을 사용하여
용이하게 제조될 수 있다. 화학식 ⅩI의 많은 할리드들은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하며, 나머지는 공지된 합성법을 사용하
여 용이하게 제조될 수 있다.

반응식 I

또한, 본 발명의 화합물은 반응식 II(여기서, R, R

2

,R

11

, X 및 n은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음)에 따라 제조될 수 있다.

반응식 II의 단계 (1)에서, 화학식 ⅩIII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 알콜의 히드록시기는 벤질기로 보호된다
. 화학식 ⅩIII의 알콜을 N,N-디메틸포름아미드와 같은 적절한 용매 중에서 소듐 하이드라이드와 반응시켜 알콕시드
를 형성한다. 그 다음, 알콕시드를 벤질브로미드로 알킬화하여 화학식 ⅩIV의 화합물을 얻는다. 반응은 주위 온도에서
수행될 수 있다. 많은 화학식 ⅩIII의 화합물이 공지되어 있으며(예를 들면, Gerster, U.S. 특허 제 4,689, 338호 참조
), 나머지는 공지된 합성법(예를 들면,, Gerster 등, U.S. 특허 제 5,605,899호 및 Gerster, U.S. 특허 제 5,175,296호
참조)을 사용하여 용이하게 제조될 수 있다.
반응식 II의 단계 (2)에서, N-옥시드를 형성할 수 있는 통상적인 산화제를 사용하여 화학식 ⅩIV의 화합물을 산화시
켜서 화학식 ⅩV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5N-옥시드를 얻는다. 바람직하게는, 주위 온도에서 3-클로로퍼옥
시벤조산을 사용하여 클로로포름 또는 디클로로메탄과 같은 적절한 용매 중의 화학식 ⅩIV의 화합물의 용액을 산화
시킨다.
반응식 II의 단계 (3)에서, 화학식 ⅩV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5N-옥시드를 염소화하여 화학식 ⅩVI의 4-클
로로-1H-이미다조[4,5-c]퀴놀린을 얻는다. 바람직하게는, 톨루엔과 같은 적절한 용매 중의 화학식 ⅩV의 화합물의
용액을 주위 온도에서 옥시염화인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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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식 II의 단계 (4)에서, 화학식 ⅩVI의 4-클로로-1H-이미다조[4,5-c]퀴놀린을 페놀과 반응시켜 화학식 ⅩVII의
4-페녹시-1H-이미다조[4,5-c]퀴놀린을 얻는다. 디글라임과 같은 적절한 용매 중에서 페놀을 소듐 하이드라이드와
반응시켜 페녹시드를 형성시킨다. 그 다음, 페녹시드를 승온에서 화학식 ⅩVI의 화합물과 반응시킨다.
반응식 II의 단계 (5)에서, 화학식 ⅩVII의 화합물로부터 벤질보호기를 제거하여 화학식 ⅩVIII의 4-페녹시-1H-이미
다조[4,5-c]퀴놀린-1-일 알콜을 얻는다. 반응은 바람직하게는 주위 온도에서 디클로로메탄과 같은 적절한 용매 중
의 화학식 ⅩVII의 화합물의 용액에 트리플산을 제어하면서 첨가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반응식 II의 단계 (6)에서, 화학식 ⅩVIII의 4-페녹시-1H-이미다조[4,5-c]퀴 놀린-1-일 알콜을 할리드 Hal-R 11
로 알킬화하여 화학식 ⅩⅨ의 4-페녹시-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 에테르를 얻는다. 알콜을 벤질트리메틸
암모늄 클로라이드와 같은 상 이동 촉매의 존재 하에서 50%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및 디클로로메탄과 같은 불활성 용
매의 이상(biphasic) 혼합물에 첨가하여 화학식 ⅩVIII의 화합물의 알콕시드를 얻는다. 그 다음, 알콕시드를 알킬화시
킨다. 반응은 주위 온도에서 수행될 수 있다.
반응식 II의 단계 (7)에서, 화학식 ⅩⅨ의 4-페녹시-1H 이미다조[4,5-c]퀴놀린-1-일 에테르를 아미노화하여 화학
식 I의 아속인 화학식 ⅩII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얻는다. 반응은 화학식 ⅩⅨ의 화합물을 암모늄
아세테이트와 한데 모으고 이렇게 하여 얻어진 혼합물을 ～150℃에서 가열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생성물 또는 제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은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단리될 수 있다.

반응식 II

본 발명의 테트라히드로이미다조퀴놀린은 반응식 III(여기서, R, R
라 제조될 수 있다.

2

,R

11

, X 및 n은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음)에 따

반응식 III에서, 화학식 ⅩⅩ의 4-아미노-6,7,8,9-테트라히드로-1H-이미다조 [4,5-c]퀴놀린-1-일 알콜을 화학식
ⅩI의 할리드로 알킬화하여 화학식 III의 아속인 화학식 ⅩⅩI의 6,7,8,9-테트라히드로-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얻는다. 화학식 ⅩⅩ의 알콜을 N,N-디메틸포름아미드와 같은 적절한 용매 중에서 소듐 하이드라이드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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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켜 알콕시드를 형성시킨다. 그 다음, 알콕시드를 할리드와 한데 합친다. 반응은 주위 온도에서 수행될 수 있다. 생
성물 또는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은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단리될 수 있다.
많은 화학식 ⅩⅩ의 테트라히드로-1H-이미다조[4,5-c]퀴놀린이 공지되어 있으며(예를 들면, Nikolaides 등, U.S.
특허 5,352,784 참조), 나머지는 공지된 합성법(예를 들면, Lindstrom, U.S. 특허 5,693,811 참조)으로 제조될 수 있
다 (이들 문헌의 개시는 본원에 참고문헌으로 인용되어 있음).

반응식 III

본 발명의 화합물은 반응식 IV(여기서, R, R 2 , X 및 n은 앞서 정의한 바와 같고, R
서 정의되는 바와 같이 치환될 수 있는 헤테로아릴기임)에 따라 제조될 수 있다.

12

는 비치환되거나 또는 아래에

반응식 IV의 단계 (1)에서, 화학식 ⅩIII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 알콜을 화학식 ⅩⅩII의 할리드로 알킬
화하여 화학식 ⅩⅩIII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 에테르를 얻는다. 벤질트리메틸암모늄 클로라이드와 같
은 상 이동 촉매의 존재 하에서 화학식 ⅩIII의 화합물 및 화학식 ⅩⅩII의 할리드를 50%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및 디
클로로메탄과 같은 적절한 용매의 이상 혼합물에 한데 합친 다. 반응은 주위 온도에서 행해질 수 있다.
반응식 IV의 단계 (2)에서, 반응식 II의 단계 (2)의 방법을 사용하여 화학식 ⅩⅩIII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을
산화시켜 화학식 ⅩⅩIV의 1H-이미다조 [4,5-c]퀴놀린-5N-옥시드를 얻는다.
반응식 IV의 단계 (3)에서, 화학식 ⅩⅩIV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5N-옥시드를 트리클로로아세틸 이소시아
네이트와 반응시켜 화학식 ⅩⅩV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4-일 아세트아미드를 얻는다. 바람직하게는, 주위
온도에서 디클로로메탄과 같은 적절한 용매 중의 5N-옥시드의 용액에 이소시아네이트를 제어하면서 첨가한다.
반응식 IV의 단계 (4)에서, 화학식 ⅩⅩV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4-일 아세트아미드를 가수분해시켜 화학식
ⅩⅩVI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얻는다. 가수분해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 바람직하게는, 메탄올
중의 화학식 ⅩⅩV의 화합물의 용액을 소듐 메톡시드로 처리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반응식 IV의 단계 (5)에서, 전이 금속 촉매를 사용하여 화학식 ⅩⅩVI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화학
식 Hal-R 12 의 할리드와 커플링시켜 화학식 II의 아속인 화학식 ⅩⅩVII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얻는다. 바람직하게는, 화학식 ⅩⅩVI의 화합물을 요오드화구리 (I), 디클로로비스(트리페닐포스핀)팔라듐(II), 및 과
량의 트리에틸아민의 존재 하에서, N,N-디메틸포름아미드 또는 아세토니트릴과 같은 적절한 용매 중에서 할리드와
한데 합친다. 바람직하게 는, 반응은 승온(60-80℃)에서 수행된다. 생성물 또는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은 통
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단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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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식 IV

본 발명의 화합물은 반응식 V(여기서, R, R
임)에 따라 제조될 수 있다.

2

,R

12

, X 및 n은 앞서 정의한 바와 같고, BOC는 3급-부톡시카르보닐

반응식 V의 단계 (1)에서, 화학식 ⅩⅩVI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의 아미노기는 3급-부톡시카르보닐
기로 보호된다. 4-(디메틸아미노)피리딘 및 트리에틸아민의 존재 하에 N,N-디메틸포름아미드와 같은 적절한 용매
중에서 화학식 ⅩⅩVI의 화합물을 디-3급-부틸 디카르보네이트와 한데 합친다. 반응은 승온(80-85 ℃)에서 수행된
다.
반응식 V의 단계 (2)에서, 전이 금속 촉매를 사용하여 화학식 ⅩⅩVIII의 보호된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
민을 화학식 Hal-R 12 의 할리드와 커플링시켜 화학식 ⅩⅩⅨ의 보호된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얻는
다. 바람직하게는, 요오드화구리 (I), 디클로로비스(트리페닐포스핀)팔라듐(II), 및 과량의 트리에틸아민의 존재 하에
N,N-디메틸포름아미드 또는 아세토니트릴과 같은 적절한 용매 중에서 화학식 ⅩⅩVIII의 화합물을 할리드와 한데 합
친다. 반응은 주위 온도 또는 승온 (40-80℃)에서 수행될 수 있다.
반응식 V의 단계 (3)에서, 산성 조건 하에서 가수분해로 보호기들을 제거하여 화학식 II의 아속인 화학식 ⅩⅩVII의 1
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얻는다. 바람직하게는, 화학식 ⅩⅩⅨ의 화합물을 디클로로메탄과 같은 적절한
용매 중에서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으로 처리한다. 반응은 주위 온도 또는 감온(0℃)에서 행해질 수 있다. 생성물 또
는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은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단리될 수 있다.
반응식 V의 단계 (4)에서, 화학식 ⅩⅩⅨ의 보호된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의 알킨 결합을 환원시켜 화
학식 ⅩⅩⅩ의 보호된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얻는다. 바람직하게는, 환원은 산화백금, 탄소상 백금
또는 탄소상 팔라듐과 같은 통상적인 불균질 수소화 촉매를 사용하여 수행된다. 반응은 파르(Parr) 장치에서 메탄올
과 같은 적절한 용매 중에서 간편하게 수행될 수 있다.
반응식 V의 단계 (5)에서, 화학식 ⅩⅩⅩ의 화합물의 보호기들을 단계 (3)과 같은 방식으로 제거하여 화학식 I의 아속
인 화학식 ⅩⅩⅩI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얻는다. 생성물 또는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은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단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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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식 V

본 발명의 화합물은 반응식 VI(여기서, R, R
에 따라 제조될 수 있다.

2

,R

12

, X 및 n은 앞서 정의한 바와 같고, CBZ는 벤질옥시카르보닐임)

반응식 VI의 단계 (1)에서, 화학식 ⅩⅩVI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의 아미노기는 벤질옥시카르보닐기
로 보호된다. N,N-디메틸포름아미드와 같은 적절한 용매 중에서 화학식 ⅩⅩVI의 화합물을 디벤질디카르보네이트와
한데 합친다. 반응은 주위 온도에서 또는 온화한 가열(40℃)로 수행될 수 있다.
반응식 VI의 단계 (2)에서, 전이 금속 촉매를 사용하여 화학식 ⅩⅩⅩII의 보호된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
민을 화학식 Hal-R 12 의 할리드와 커플링시켜 화학식 ⅩⅩⅩIII의 보호된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얻
는다. 바람직하게는, 요오드화구리 (I), 디클로로비스(트리페닐포스핀)팔라듐(II), 및 과량의 트리에틸아민의 존재하에
N,N-디메틸포름아미드 또는 아세토니트릴과 같은 적절한 용매 중에서 화학식 ⅩⅩⅩII의 화합물을 할리드와 한데 합
친다. 반응은 주위 온도 또는 승온(40-80℃)에서 수행될 수 있다.
반응식 VI의 단계 (3)에서, 가수분해로 보호기들을 제거하여 화학식 II의 아속인 화학식 ⅩⅩVII의 1H-이미다조[4,5
-c]퀴놀린-4-아민을 얻는다. 바람직하게는, 화학식 ⅩⅩⅩIII의 화합물을 메탄올과 같은 적절한 용매 중에서 소듐 메
톡시드로 처리한다. 반응은 주위 온도에서 행해질 수 있다. 생성물 또는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은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단리될 수 있다.
반응식 VI의 단계 (4)에서, 화학식 ⅩⅩⅩIII의 화합물의 보호기들을 가수소분해로 제거하고, 알킨 결합을 환원시켜
화학식 I의 아속인 화학식 ⅩⅩⅩI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얻는다. 바람직하게는, 가수소분해/환원
은 탄소 상의 팔라듐 히드록시드를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반응은 파르 장치에서 메탄올과 같은 적절한 용매 중에
서 간편하게 수행될 수 있다. 생성물 또는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은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단리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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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식 VI

본 발명의 화합물은 반응식 VII(여기서, R, R

1

,R

2

, X 및 n은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음)에 따라 제조될 수 있다.

반응식 VII의 단계 (1)에서, 화학식 ⅩⅩⅩIV의 2,4-디클로로-3-니트로퀴놀린을 화학식 R 1 -O-X-NH 2 의 아민
과 반응시켜 화학식 ⅩⅩⅩV의 2-클로로-3-니트로퀴놀린-4-아민을 얻는다. 반응은 클로로포름 또는 디클로로메탄
과 같은 적절한 용매 중의 화학식 ⅩⅩⅩIV의 화합물의 용액에 아민을 첨가하고 임의적으로 가열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많은 화학식 ⅩⅩⅩIV의 퀴놀린이 공지되어 있거나 또는 공지된 합성법(예를 들면, Andre 등, U.S. 특허 제 4,9
88,815호 및 거기에 인용된 참조문헌 참조)을 사용하여 제조될 수 있다.
반응식 VII의 단계 (2)에서, 화학식 ⅩⅩⅩV의 2-클로로-3-니트로퀴놀린-4-아민을 환원시켜 화학식 ⅩⅩⅩVI의 2
-클로로퀴놀린-3,4-디아민을 얻는다. 바람직하게는, 환원은 탄소상의 백금 또는 탄소상의 팔라듐과 같은 통상적인
불균질 수소화 촉매를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반응은 파르 장치에서 이소프로필 알콜 또는 톨루엔과 같은 적절한
용매 중에서 간편하게 수행될 수 있다.
반응식 VII의 단계 (3)에서, 화학식 ⅩⅩⅩVI의 2-클로로퀴놀린-3,4-디아민을 카르복실산 또는 그의 동등물과 반응
시켜서 화학식 ⅩⅩⅩVII의 4-클로로-1H-이미다조[4,5-c]퀴놀린을 얻는다. 카르복실산에 대한 적절한 동등물은 오
르토에스테르 및 1,1-디알콕시알킬 알카노에이트를 포함한다. 카르복실산 또는 동등물은 화학식 ⅩⅩⅩVII의 화합물
에서의 원하는 R 2 치환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택된다. 예를 들면, 트리에틸 오르토포르메이트는 R 2 가 수소인 화
합물을 제공하고, 트리에틸 오르토아세테이트는 R 2 가 메틸인 화합물을 제공한다. 반응은 용매 없이 또는 톨루엔과
같은 불활성 용매 중에서 행해질 수 있다. 반응은 반응의 부산물로서 형성되는 모든 알콜 또는 물을 제거하기에 충분
한 가열로 수행한다. 임의적으로 피리딘 히드로클로라이드와 같은 촉매가 포함될 수 있다.
별법으로, 단계 (3)은 (i) 화학식 ⅩⅩⅩVI의 디아민을 화학식 R 2 C(O)C1의 아실 할리드와 반응시키고, 그 다음 (ii)
고리화시킴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i) 부분에서는, 아세토니트릴, 피리딘 또는 디클로로메탄과 같은 불활성 용매 중의
디아민의 용액에 아실 할리드를 첨가한다. 반응은 주위 온도에서 수행될 수 있다. (ii) 부분에서는, 염기의 존재 하에
알콜성 용매 중에서 (i) 부분의 생성물을 가열한다. 바람직하게는, (i) 부분의 생성물을 과량의 트리에틸아민의 존재
하에 에탄올 중에서 환류시키거나 또는 메탄올성 암모니아와 함께 가열한다. 별법으로, 단계 (i)이 피리딘 중에서 행
해진다면, 단계 (ii)는 단계 (i)이 완결되었다고 분석된 후에 반응혼합물을 가열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
반응식 VII의 단계 (4)에서, 화학식 ⅩⅩⅩVII의 4-클로로-1H-이미다조[4,5-c]퀴놀린을 아미노화하여 화학식 Ⅰ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얻는다. 반응은 밀폐 반응기 내에서 압력 하에서 알칸올 중의 암모니아의 용
액의 존재 하에서 화학식 ⅩⅩⅩVII의 화합물을 가열(예를 들면, 125-175℃)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생성물 또는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은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단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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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식 VII

본 발명의 화합물은 반응식 VIII (여기서, R, R

1

,R

2

, X 및 n은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음)에 따라 제조될 수 있다.

반응식 VIII에서, 화학식 ⅩⅩⅩVIII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화학식 ⅩⅩⅩⅨ의 할리드로 알킬화하
여 화학식 I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얻는다. 화학식 ⅩⅩⅩVIII의 화합물을 N,N-디메틸포름아미드
와 같은 적절한 용매 중에서 소듐 하이드라이드와 반응시킨다. 그 다음, 할리드를 반응혼합물에 첨가한다. 반응은 승
온(～100℃)에서 수행될 수 있다. 알킬화는 N 1 및 N 3 질소 모두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원하는 1-이성체는 칼럼
크로마토그래피 및 재결정화와 같은 통상적인 기술로 3-이성체로부터 용이하게 분리될 수 있다.
많은 화학식 ⅩⅩⅩVIII의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이 공지되어 있다; 나머지는 공지된 합성법(예를 들면,
Gerster, U.S. 특허 제 5,756,747호 및 거 기에 인용된 참조문헌 참조)을 사용하여 제조될 수 있다.

반응식 VIII

본 발명의 화합물은 반응식 Ⅸ (여기서, R, R

1

,R

2

, X 및 n은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음)에 따라 제조될 수 있다.

반응식 Ⅸ의 단계 (1)에서, 화학식 ⅩL의 4-니트로테트라졸로[1,5-a]퀴놀린-5-올을 염소화하여 화학식 ⅩLI의 5클로로-4-니트로테트라졸로[1,5-a]퀴놀린을 얻는다. 통상적인 염소화제가 사용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반응은 N
,N-디메틸포름아미드와 같은 적절한 용매 중에서 옥시염화인을 사용하여 수행된다. 화학식 ⅩL의 4-니트로테트라졸
로[1,5-a]퀴놀린-5-올은 공지되어 있거나 또는 공지된 합성법(예를 들면, Gerster, 등, U.S.특허 제 5,741,908호 및
거기에 인용된 참조문헌 참조)을 사용하여 제조될 수 있다.
반응식 Ⅸ의 단계 (2)에서, 화학식 ⅩLI의 5-클로로-4-니트로테트라졸로 [1,5-a]퀴놀린을 화학식 R 1 -O-X-NH 2
의 아민과 반응시켜 화학식 ⅩLII의 4-니트로테트라졸로[1,5-a]퀴놀린-5-아민을 얻는다. 반응은 트리에틸아민의
존재 하에 디클로로메탄과 같은 적절한 용매 중의 화학식 ⅩLI의 화합물의 용액에 아민을 첨가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
다.
반응식 Ⅸ의 단계 (3)에서, 반응식 VII에서의 단계 (2)의 방법을 사용하여 화학식 ⅩLII의 4-니트로테트라졸로[1,5-a
]퀴놀린-5-아민을 환원시켜 화학식 ⅩLIII의 테트라졸로[1,5-a]퀴놀린-4,5-디아민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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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식 Ⅸ의 단계 (4)에서, 반응식 VII에서의 단계 (3)의 방법을 사용하여화학식 ⅩLIII의 테트라졸로[1,5-a]퀴놀린4,5-디아민을 고리화하여 화학식 ⅩLⅣ의 6H-이미다조[4,5-c] 테트라졸로[1,5-a]퀴놀린을 얻는다.
반응식 Ⅸ의 단계 (5)에서, 화학식 ⅩLⅣ의 6H-이미다조[4,5-c]테트라졸로 [1,5-a]퀴놀린을 환원시켜 화학식 I의 1
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얻는다. 단계 (5)는 (i) 화학식 ⅩLⅣ의 화합물을 트리페닐포스핀과 반응시키고
, 그다음 (ii) 가수분해하는 것을 포함한다. (i) 부분은 1,2-디클로로벤젠과 같은 적절한 용매 중에서 화학식 ⅩLⅣ의
화합물을 트리페닐포스핀과 한데 합치고 가열하여 수행될 수 있다. (ii) 부분은 (i) 부분으로부터의 생성물의 가수분해
를 포함한다. 가수분해는 물 또는 저급 알칸올의 존재 하에, 임의적으로 알칼리 금속 히드록시드 또는 저급 알콕시드
와 같은 촉매의 존재 하에, 가열하는 것과 같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행 될 수 있다. 생성물 또는 제약학적으로 허용
되는 그의 염은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단리될 수 있다.

반응식 Ⅸ

본 발명의 테트라히드로이미다조퀴놀린은 반응식 Ⅹ(여기서, R, R
라 제조될 수 있다.

2

,R

12

, X 및 n은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음)에 따

반응식 Ⅹ의 단계 (1)에서, 반응식 III의 방법을 사용하여 화학식 ⅩⅩ의 4-아미노-6,7,8,9-테트라히드로-1H-이미
다조[4,5-c]퀴놀린-1-일 알콜을 화학식 Hal-(CH 2 ) 1-10 -CH≡CH의 할리드로 알킬화하여 화학식 ⅩLV의 6,7,8
,9-테트라히드로-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얻는다.
반응식 Ⅹ의 단계 (2)에서, 반응식 IV의 단계 (5)의 방법을 사용하여 화학식 ⅩLV의 6,7,8,9-테트라히드로-1H-이미
다조[4,5-c]퀴놀린-4-아민을 화학식 Hal-R 12 의 할리드와 커플링시켜 화학식 IV의 아속인 화학식 ⅩLⅥ의 6,7,8,
9-테트라히드로-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얻는다. 생성물 또는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은 통
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단리될 수 있다.

반응식 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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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화합물은 반응식 ⅩI (여기서, R, R

1

,R

2

, X 및 n은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음)에 따라 제조될 수 있다.

반응식 ⅩI의 단계 (1)에서, 화학식 ⅩLVII의 2,4-디히드록시-3-니트로-6,7,8,9-테트라히드로퀴놀린을 염소화하여
화학식 ⅩLVIII의 2,4-디클로로-3-니트로-6,7,8,9-테트라히드로퀴놀린을 얻는다. 통상적인 염소화제가 사용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반응은 화학식 ⅩLVII의 화합물을 옥시염화인과 합친 다음 가열(55-65℃)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화학식 ⅩLVII의 화합물은 공지되어 있거나 또는 공지된 합성법(예를 들면, Nikolaides 등, U.S. 특허 제 5,352,
784호 및 거기에 인용된 참조문헌 참조)을 사용하여 제조될 수 있다.
반응식 ⅩI의 단계 (2)에서, 화학식 ⅩLVIII의 2,4-디클로로-3-니트로-6,7,8,9-테트라히드로퀴놀린을 화학식 R 1 O-X-NH 2 의 아민과 반응시켜 화학식 ⅩLⅨ의 2-클로로-3-니트로-6,7,8,9-테트라히드로퀴놀린-4-아민을 얻는
다. 반응은 N,N-디메틸포름아미드와 같은 적절한 용매 중의 화학식 ⅩLVIII의 화합물의 용액에 아 민을 첨가하고 가
열(55-65℃)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반응식 ⅩI의 단계 (3)에서, 반응식 II의 단계 (4)의 방법을 사용하여 화학식 ⅩLⅨ의 2-클로로-3-니트로-6,7,8,9테트라히드로퀴놀린-4-아민을 페놀과 반응시켜 화학식 L의 2-페녹시-3-니트로-6,7,8,9-테트라히드로퀴놀린-4아민을 얻는다.
반응식 ⅩI의 단계 (4)에서, 반응식 VII의 단계 (2)의 방법을 사용하여 화학식 L의 2-페녹시-3-니트로-6,7,8,9-테트
라히드로퀴놀린-4-아민을 환원시켜 화학식 LI의 2-페녹시-6,7,8,9-테트라히드로퀴놀린-3,4-디아민을 얻는다.
반응식 ⅩI의 단계 (5)에서, 화학식 LI의 2-페녹시-6,7,8,9-테트라히드로퀴놀린-3,4-디아민을 반응식 VII의 단계 (3
)의 방법을 사용하여 고리화하여 화학식 LII의 4-페녹시-6,7,8,9-테트라히드로-1H-이미다조[4,5-c]퀴놀린을 얻는
다.
반응식 ⅩI의 단계 (6)에서, 반응식 II의 단계 (7)의 방법을 사용하여 화학식 LII의 4-페녹시-6,7,8,9-테트라히드로-1
H-이미다조[4,5-c]퀴놀린을 아미노화하여 화학식 III의 6,7,8,9-테트라히드로-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
민을 얻는다.

반응식 ⅩI

또한, 본 발명은 화학식 (I), (II), (III), 및 (IV)의 화합물의 합성에 중간체로서 유용한 신규 화합물을 제공한다. 이들 중
간체 화합물은 아래에서 더욱 상세히 기술되는 화학식 (V)- (Ⅸ) 및 (ⅩLⅣ)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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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체 화합물의 한 군은 화학식 (V) 또는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을 갖는다.

화학식 V

(여기서,
X는 -CHR

3

-, -CHR

3

-알킬-, 또는 -CHR

R 1 은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R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4

3

-알케닐-이고;

-헤테로아릴, -R

4

-헤테로시클릴 및 -(CH

2

)

1-10

-C ≡C-R

10

으로

R 2 는 수소, 알킬, 알케닐,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알킬-Y-알킬, 알킬-Y-알케닐, 알킬-Y-아릴, 및 -OH,
할로겐, -N(R 3 ) 2 , -CO-N(R 3 ) 2 , -CO-C 1-10 알킬, -CO-O-C 1-10 알킬, -N 3 ,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
시클릴, -CO-아릴 및 -CO-헤테로아릴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환체로 치환되는 알킬
또는 알케닐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R

4

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0-기에 의해 단속될 수 있는 알킬 또는 알케닐이고;

각각의 R
R

10

3

는 독립적으로 H 또는 C

1-10

알킬이고;

은 헤테로아릴 또는 헤테로시클릴이고;

각각의 Y는 독립적으로 -O- 또는 -S(O)

0-2

-이고;

n은 0 내지 4이고;
존재하는 각각의 R은 독립적으로 C
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됨)

1-10

알킬, C

1-10

알콕시, 히드록시, 할로겐 및 트리플루오로메틸로 구성된 군으

중간체의 또다른 군은 화학식 (VI)의 이미다조퀴놀린-4-페녹시 화합물 또는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이다.

화학식 VI

(여기서,
X는 -CHR

3

-, -CHR

3

-알킬-, 또는 -CHR

3

-알케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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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1 은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R
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4

-헤테로아릴, -R

4

-헤테로시클릴- 및 (CH

2

)

1-10

-C≡C-R

10

으로 구

R 2 는 수소, 알킬, 알케닐,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알킬-Y-알킬, 알킬-Y-알케닐, 알킬-Y-아릴, 및 -OH,
할로겐, -N(R 3 ) 2 , -CO-N(R 3 ) 2 , -CO-C 1-10 알 킬, -CO-O-C 1-10 알킬, -N 3 ,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
시클릴, -CO-아릴 및 -CO-헤테로아릴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환체로 치환되는 알킬
또는 알케닐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R

4

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0-기에 의해 단속될 수 있는 알킬 또는 알케닐이고;

각각의 R
R

10

3

는 독립적으로 H 또는 C

1-10

알킬이고;

은 헤테로아릴 또는 헤테로시클릴이고;

각각의 Y는 독립적으로 -O- 또는 -S(O)

0-2

-이고;

n은 0 내지 4이고;
존재하는 각각의 R은 독립적으로 C
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됨)

1-10

알킬, C

1-10

알콕시, 히드록시, 할로겐 및 트리플루오로메틸로 구성된 군으

중간체 화합물의 또다른 군은 화학식 (VII) 또는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으로 나타내어진다.

화학식 VII

(여기서,
Z는 NH

또는 NO

2

X는 -CHR

3

2

이고;

-, -CHR

3

-알킬-, 또는 -CHR

3

-알케닐-이고;

R

1

은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R

R

4

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0-기에 의해 단속될 수 있는 알킬 또는 알케닐이고;

각각의 R

3

는 독립적으로 H 또는 C

4

-헤테로아릴, 및 -R

1-10

4

-헤테로시클릴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알킬이고;

n은 0 내지 4이고;
존재하는 각각의 R은 독립적으로 C
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됨)

1-10

알킬, C

1-10

알콕시, 히드록시, 할로겐 및 트리플루오로메틸로 구성된 군으

중간체 화합물의 또다른 군은 화학식 (ⅩLⅣ) 또는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을 갖는다.

- 16 -

공개특허 특2003-0070050
화학식 ⅩLⅣ

(여기서,
X는 -CHR
R

1

3

-, -CHR

3

-알킬-, 또는 -CHR

은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R

4

3

-알케닐-이고;

-헤테로아릴, 및 -R

4

-헤테로시클릴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R 2 는 수소, 알킬, 알케닐,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알킬-Y-알킬, 알킬-Y-알케닐, 알킬-Y-아릴, 및 -OH,
할로겐, -N(R 3 ) 2 , -CO-N(R 3 ) 2 , -CO-C 1-10 알킬, -CO-O-C 1-10 알킬, -N 3 ,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
시클릴, -CO-아릴 및 -CO-헤테로아릴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환체로 치환되는 알킬
또는 알케닐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R

4

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0-기에 의해 단속될 수 있는 알킬 또는 알케닐이고;

각각의 R

3

는 독립적으로 H 또는 C

1-10

각각의 Y는 독립적으로 -O- 또는 -S(O)

알킬이고;
0-2

-이고;

n은 0 내지 4이고;
존재하는 각각의 R은 독립적으로 C
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됨)

1-10

알킬, C

1-10

알콕시, 히드록시, 할로겐 및 트리플루오로메틸로 구성된 군으

중간체 화합물의 추가 군은 화학식 (VIII) 또는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을 갖는다.

화학식 VIII

(여기서,
X는 -CHR
R

1

3

-, -CHR

3

-알킬-, 또는 -CHR

은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R

4

3

-알케닐-이고;

-헤테로아릴, 및 -R

4

-헤테로시클릴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R 2 는 수소, 알킬, 알케닐,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알킬-Y-알킬, 알킬-Y-알케닐, 알킬-Y-아릴, 및 -OH,
할로겐, -N(R 3 ) 2 , -CO-N(R 3 ) 2 , -CO-C 1-10 알킬, -CO-O-C 1-10 알킬, -N 3 ,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
시클릴, -CO-아릴 및 -CO-헤테로아릴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환체로 치환되는 알킬
또는 알케닐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R

4

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0-기에 의해 단속될 수 있는 알킬 또는 알케닐이고;

각각의 R

3

는 독립적으로 H 또는 C

1-10

알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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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Y는 독립적으로 -O- 또는 -S(O)

0-2

-이고;

n은 0 내지 4이고;
존재하는 각각의 R은 독립적으로 C
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R

7

1-10

알킬, C

1-10

알콕시, 히드록시, 할로겐 및 트리플루오로메틸로 구성된 군으

은 3급-부틸 또는 벤질임)

추가적인 중간체 군은 화학식 (Ⅸ)의 이미다조퀴놀린-4-클로로 화합물 또는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이다.

화학식 Ⅸ

(여기서,
X는 -CHR
R

1

3

-, -CHR

3

-알킬-, 또는 -CHR

은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R

4

3

-알케닐-이고;

-헤테로아릴, 및 -R

4

-헤테로시클릴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R 2 는 수소, 알킬, 알케닐,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알킬-Y-알킬, 알킬-Y-알케닐, 알킬-Y-아릴, 및 -OH,
할로겐, -N(R 3 ) 2 , -CO-N(R 3 ) 2 , -CO-C 1-10 알킬, -CO-O-C 1-10 알킬, -N 3 ,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
시클릴, -CO-아릴 및 -CO-헤 테로아릴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환체로 치환되는 알킬
또는 알케닐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R

4

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0-기에 의해 단속될 수 있는 알킬 또는 알케닐이고;

각각의 R

3

는 독립적으로 H 또는 C

알킬이고;

1-10

각각의 Y는 독립적으로 -O- 또는 -S(O)

0-2

-이고;

n은 0 내지 4이고;
존재하는 각각의 R은 C
적으로 선택됨)

1-10

알킬, C

1-10

알콕시, 히드록시, 할로겐 및 트리플루오로메틸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독립

본 명세서에서, '알킬', '알케닐' 및 접두어 '알크-'라는 용어는 직쇄 및 분지쇄기 및 시클릭기(즉, 시클로알킬 및 시클
로알케닐) 둘 다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되지 않는 한, 이들 기는 1 내지 20개의 탄소 원자를 함유하고, 알케닐기는 2
내지 20개의 탄소 원자를 함유한다. 바람직한 기는 총 10개 이하의 탄소 원자를 갖는다. 시클릭기는 모노시클릭 또는
폴리시클릭일 수 있고, 바람직하게는 3 내지 10개의 고리 탄소 원자를 갖는다. 시클릭기의 예에는 시클로프로필, 시
클로펜틸, 시클로헥실, 시클로프로필메틸 및 아다만틸이 포함된다.
게다가, -X-기의 알킬 및 알케닐 부분은 비치환되거나 또는 알킬, 알케닐,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아릴알킬
, 헤테로아릴알킬, 및 헤테로시클릴알킬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환체로 치환될 수 있다.
'할로알킬'이라는 용어는 퍼플루오르화기를 포함하여, 하나 이상의 할로겐 원자에 의해 치환된 기를 포함한다. 이것은
접두어 '할로-'를 포함하는 기에도 적용된다. 적합한 할로알킬기의 예에는 클로로메틸, 트리플루오로메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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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명세서에서 '아릴'이라는 용어는 카르보시클릭 방향족 고리 또는 고리계를 포함한다. 아릴기의 예에는 페닐, 나프
틸, 비페닐, 플루오레닐 및 인데닐이 포함된다. '헤테로아릴'이라는 용어는 하나 이상의 고리 헤테로 원자(예, O, S, N)
를 함유하는 방향족 고리 또는 고리계를 포함한다. 적합한 헤테로아릴기의 예에는 푸릴, 티에닐, 피리딜, 퀴놀리닐, 이
소퀴놀리닐, 인돌릴, 이소인돌릴, 트리아졸릴, 피롤릴, 테트라졸릴, 이미다졸릴, 피라졸릴, 옥사졸릴, 티아졸릴, 벤조
푸라닐, 벤조티오페닐, 카르바졸릴, 벤족사졸릴, 피리미디닐, 퀴녹살리닐, 벤즈이미다졸릴, 벤조티아졸릴, 나프티리디
닐, 이속사졸릴, 이소티아졸릴, 퀴나졸리닐, 푸리닐 등이 포함된다.
'헤테로시클릴'은 하나 이상의 고리 헤테로 원자(예, O, S, N)를 함유하는 비방향족 고리 또는 고리계를 포함하고, 상
기 언급된 헤테로아릴기의 완전 포화 및 부분 불포화 유도체 모두를 포함한다. 헤테로시클릴기의 예에는 피롤리디닐,
테트라히드로푸라닐, 모르폴리닐, 티오모르폴리닐, 피페리디닐, 피페라지닐, 티아졸리디닐, 이미다졸리디닐 및 이소
티아졸리디닐이 포함된다.
아릴, 헤테로아릴 및 헤테로시클릴기는 비치환되거나, 또는 알킬, 알콕시, 알킬티오, 할로알킬, 할로알콕시, 할로알킬
티오, 할로겐, 니트로, 히드록시, 메르캅토, 시아노, 카르복시, 포르밀, 아릴, 아릴옥시, 아릴티오, 아릴알콕시, 아릴알
킬티오, 헤테로아릴, 헤테로아릴옥시, 헤테로아릴티오, 헤테로아릴알콕시, 헤테로아릴알킬티오, 아미노, 알킬아미노,
디알킬아미노, 헤테로시클릴, 헤테로시클로알킬, 알킬카르보닐, 알케닐카르보닐, 알콕시카르보닐, 할로알킬카르보닐,
할로알콕시카르보닐, 알킬티오카르보닐, 아릴카르보닐, 헤테로아릴카르보닐, 아릴옥시카르보닐, 헤테로아릴옥시카르
보닐, 아릴티오카르보닐, 헤테로아릴티오카르보닐, 알카노일옥시, 알카노일티오, 알카노일아미노, 아로일옥시, 아로
일티오, 아로일아미노, 알킬아미노술포닐, 알킬술포닐, 아릴술포닐, 헤테로아릴술포닐, 아릴디아지닐, 알킬술포닐아
미노, 알킬렌술포닐아미노, 아릴술포닐아미노, 아릴알킬술포닐아미노, 헤테로아릴술포닐아미노, 헤테로알킬술포닐아
미노, 알킬카르보닐아미노, 알케닐카르보닐아미노, 아릴카르보닐아미노, 아릴알킬카르보닐아미노, 헤테로아릴카르보
닐아미노, 헤테로아릴알킬카르보닐아미노, 알킬아미노카르보닐아미노, 알케닐아미노카르보닐아미노, 아릴아미노카
르보닐아미노, 아릴알킬아미노카르보닐, 헤테로아릴 아미노카르보닐아미노, 헤테로아릴알킬아미노카르보닐아미노를
포함하지만, 그러나 헤테로시클릴, 알킬카르보닐, 알케닐카르보닐, 할로알킬카르보닐, 아릴카르보닐, 헤테로아릴카르
보닐,아킬티오카르보닐, 아릴키오카르보닐, 헤테로아릴카르보닐, 알킬아미노술포닐, 알킬술포닐, 아릴술포닐, 및 헤
테로아릴술포닐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른 기가 '치환된' 또는 '임의로 치환된'으로 기재될 경우, 이들 기 또한
상기 열거된 치환체 중 하나 이상에 의해 치환될 수 있다.
몇몇 치환체들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바람직한 헤테로아릴기는 2-피리딘, 3-피리딘, 4-피리딘, 2-피
리미딘 및 5-피리미딘을 포함한다. 바람 직하게는, R 치환체는 존재하지 않는다(즉, n=0). 바람직한 R 2 기는 탄소
원자수 1 내지 4의 알킬기(예를 들면, 메틸, 에틸, 프로필, 이소프로필, n-부틸, sec-부틸, 이소부틸 및 시클로프로필
메틸), 메톡시에틸 및 에톡시메틸을 포함한다. 상기 바람직한 치환체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하는 경우, 그들은 임의의
조합으로 본 발명의 화합물 중에 존재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부분입체 이성질체 및 거울상 이성질체와 같은 이성질체, 염, 용매화물, 동질이상(polymorph) 등을 포함하
여 본 명세서에 기재된 화합물의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 특히, 화합물이 광학 활성인 경우, 본
발명은 특히, 화합물의 각 거울상이성질체 및 거울상이성질체들의 라세미 혼합물을 포함한다.
제약 조성물 및 생물학적 활성
본 발명의 제약 조성물은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와 함께 치료적 유효량의 상기한 본 발명의 화합물을 함유한다.
'치료적 유효량'이라는 용어는 사이토카인 유도, 항종양 활성 및(또는) 항바이러스 활성과 같은 치료 효과를 유도하기
에 충분한 화합물의 양을 의미한다. 본 발명의 제약 조성물에 사용되는 활성 화합물의 정확한 양은 당업자에게 공지된
인자, 예를 들면 화합물의 물리 화학적 성질, 담체의 성질 및 목적하는 투여 요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본 발명의 조
성물은 약 100 ng/kg 내지 약 50 mg/kg, 바람직하게는 약 10 ㎍/kg 내지 약 5 mg/kg의 화합물을 객체에 제공하기에
충분한 활성 성 분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제, 로젠지, 비경구 제제, 시럽, 크림, 연고, 에어로졸 제제, 경피 패치
, 경점막 패치 등과 같이, 임의의 통상적인 제형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화합물을 치료 요법에 있어서 단일 요법제로서 투여하거나, 또는 본 발명의 화합물을 서로 함께 또는 부가
의 면역반응 조절인자, 항바이러스제, 항생제 등을 포함하여 다른 활성제와 함께 투여할 수 있다.
하기한 시험 방법에 따라 수행한 실험에서, 본 발명의 화합물은 몇몇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본 발명의 화합물이 다양한 방식으로 면역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면역반응 조절인자로서 유용하고,
따라서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 유용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발명에 따른 화합물의 투여에 의해 합성이 유도될 수 있는 사이토카인에는 일반적으로, 몇몇 인터루킨(IL) 뿐만 아
니라 인터페론-α(IFN-α) 및(또는) 종양 괴사 인자-α(TNF-α)가 포함된다. 본 발명의 화합물에 의해 생합성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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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될 수 있는 사이토카인에는 IFN-α, TNF-α, IL-1, IL-6, IL-10 및 IL-12, 및 다양한 다른 사이토카인이 포함된
다. 다른 효과 중에서도, 상기 및 다른 사이토카인들이 바이러스 생산 및 종양 세포 성장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발명의 화합물이 바이러스성 질환 및 종양의 치료에 유용하다. 따라서, 본 발명은 본 발명의 화합물 또는 조성물 유효
량을 동물에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동물의 사이토카인 생합성 유도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몇몇 화합물은 pDC2 세포(전구 수지상 세포-타입 2)를 함유하는 PBMCs(말초 혈액 단핵 세포)와 같은 조
혈 세포 집단에서 IFN-α의 발현을 우선적으로 유도하나, 상당한 수준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부수적으로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이토카인 생산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발명의 화합물은 선천적 면역반응의 다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친
다. 예를 들면, 사이토카인 유도에 기인한 것일 수 있는 효과인, 자연살세포 활성이 자극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화합물
은 또한 대식 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것은 다시 산화질소의 분비 및 부가의 사이토카인 생산을 자극한다. 나아
가, 본 발명의 화합물은 B-림프구의 증식 및 분화를 야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화합물은 또한 후천성 면역반응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T 세포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나 T 세포
사이토카인의 직접적 유도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으나, 본 발명의 화합물의 투여시, T 보조세포 타입 1 (Th1) 사이
토카인 IFN-γ의 생산이 간접적으로 유도되고, T 보조세포 타입 2 (Th2) 사이토카인 IL-4, IL-5 및 IL-13의 생산이
억제된다. 이러한 활성은, 본 발명의 화합물이 Th1 반응의 상향조절 및(또는) Th2 반응의 하향조절이 필요한 질환을
치료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발명의 화합물이 Th2 면역반응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발명의 화
합물이 아토피성 질환, 예를 들면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알레르기성 비염;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의 치료;
세포 매개 면역반응을 위한 백신 보조제로서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재발성 진균 질환 및 클라미디아의 치료에도
사용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발명의 화합물은 그의 면역반응 조절 효과로 인해 다양한 질병의 치료에 유용하다. IFN-α 및(또는) TNF-α와
같은 사이토카인의 생산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발명의 화합물은 바이러스성 질환 및 종양의 치료에 특히 유용
하다. 이러한 면역 조절 활성은, 본 발명의 화합물이 성기 사마귀, 심상성 사마귀, 발바닥 사마귀, B형 간염, C형 간염,
단순 포진 바이러스 타입 I 및 타입 II, 전염성 연속종, 두창, 특히 대두창;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인플루엔자;
파라인플루엔자; HⅣ; CMV; VZV를 포함하는 바이러스성 질환; 자궁 상피 신생물과 같은 상피내 신생물; 인체유두
종바이러스(HPV) 및 관련 종양; 진균 질환, 예를 들면 칸디다, 아스페르길루스 및 크립토코쿠스성 수막염; 신생물성
질병, 예를 들면 기저 세포암, 모발상세포 백혈병, 카포시 육종, 신세포암, 편평세포암, 골수성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흑색종, 비-호지킨 림프종, 피부 T 세포 림프종 및 다른 암; 기생충 질병, 예를 들면 뉴모시스티스 카리니, 크립토스
포리디움병, 히스토플라스마증, 톡소플라스마증, 트리파노솜 감염 및 리슈마니아증; 및 박테리아 감염, 예를 들면 결
핵, 마이코박테리움 아비움과 같은 질병(여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의 치료에 유용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본 발명의
화합물을 사용하여 치료할 수 있는 또다른 질환 또는 질병에는 광선각화증, 습진, 호산구 증가증, 특발성 혈소판증가
증, 나병, 다발성 경화증, 오멘 증후군, 원판상 루푸스, 보웬 병, 보웬양 구진증, 원형 탈모증, 수술후 켈로이드 형성 및
다른 형태의 수술후 반흔의 억제가 포함된다. 또한, 본 발명의 화합물은 만성 창상을 포함한 창상 치료를 증진하거나
촉진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화합물은, 예를 들면 이식 환자, 암 환자 및 HIV 환자에 있어서 세포 매개 면역의 억제 후
에 일어나는 기회 감염 및 종양의 치료에 유용할 수 있다.
사이토카인 생합성을 유도하기 위한 화합물 유효량은 단핵구, 대식 세포, 수지상 세포 및 B 세포와 같은 1종 이상의
세포가, 예를 들면 IFN-α, TNF-α, IL-1, IL-6, IL-10 및 IL-12와 같은 1종 이상의 사이토카인의 양을 상기 사이
토카인의 평상시 수준 이상 생산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양이다. 정확한 양은 당업계에 공지된 인자에 따라 달라지겠지
만, 약 100 ng/kg 내지 약 50 mg/kg, 바람직하게는 약 10 ㎍/kg 내지 약 5 mg/kg일 것으로 예상된다. 본 발명은 또
한, 본 발명의 화합물 또는 조성물 유효량을 동물에게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동물의 바이러스성 감염 및 동물의 신
생물성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바이러스 감염을 치료 또는 억제하기 위한 유효량은, 비처리 대조군 동물과
비교하여 바이러스 병변, 바이러스 부하, 바이러스 생산 속도 및 사망율과 같은 바이러스 감염 징후 중 하나 이상의
감소를 일으킬 수 있는 양이다. 정확한 양은 당업계에 공지된 인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약 100 ng/kg 내지 약 50 m
g/kg, 바람직하게는 약 10 ㎍/kg 내지 약 5 mg/kg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생물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화합물 유효
량은 종양 크기 또는 종양 병소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양이다. 역시, 정확한 양은 당업계에 공지된 인자에 따라 달
라지겠지만, 약 100 ng/kg 내지 약 50 mg/kg, 바람직하게는 약 10 ㎍/kg 내지 약 5 mg/kg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기 실시예에 의해 본 발명을 더 설명할 것이나, 이 실시예는 발명을 예시하기 위한 것일 뿐, 결코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실시예
하기 실시예에서, 여러 화합물들을 반제조용(semi-preparative) HPLC로 정제하였다. 두 가지 다른 방법이 사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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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아래에서 기술하였다. 두 방법 모두는 900 시리즈 인텔리젼트 인터페이스(900 Series Intelligent Interface)
를 갖춘 A-100 길슨(Gilson)-6을 사용하였다. 반제조용 HPLC 분획은 LC-APCI/MS로 분석하였고, 적절한 분획들
을 한데 모으고 동결건조시켜서 원하는 화합물의 트리플루오로아세테이트 염을 얻었다.
방법 A
칼럼: 칼럼 마이크로소브(Microsorb) C 18,21.4 ×250 mm, 8 마이크론의 입자 크기, 60Å 구멍; 유속 : 10 mL/분;
구배 용리: 25 분 이내 2-95%B, 5 분간 95% B에서 지탱(여기서, A = O.1 %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물, B = 0.1%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아세토니트릴); 분획을 모으기 위해 254 nm에서 피크 검출.
방법 B
칼럼: 페노메넥스 캅셀 팩(Phenomenex Capcell PAK)C 18,35 × 20 mm, 5 마이크론 입자 크기; 유속: 20 mL/분;
구배 용리: 10 분 이내 5-95%B, 2 분간 95% B 지탱, (여기서, A = O.1 %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물, B = 0.1% 트리
플루오로아세트산/아세토니트릴); 분획을 모으기 위해 254 nm에서 피크 검출.
실시예 1
1-(2-{[3-(이소퀴놀린-4-일)-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 린-4-아민

파트 A
2-(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1-에탄올 28.5 g (0.133 mol)을 50% 수산화나트륨 240 mL, 디클로로메탄
240 mL, 80% 프로파르길 브로미드 39.6 g (0.266 mol) 및 벤질트리메틸암모늄 클로라이드 2.46 g (0.013 mmol)의
혼합물에 1 시간동안 조금씩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반응혼합물을 주위 온도에서 16 시간동안 교반하여 반응
혼합물이 균일해졌다. 층이 분리되었다. 디클로로메탄을 가하여 수성 분획을 추출하였다. 유기 분획을 한데 모으고,
물로 세척하고, 마그네슘 술페이트로 건조시킨 다음, 감압하에서 농축시켰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잔류물을 디에틸 에
테르와 한데 모으고 혼합물을 교반하였다. 오렌지색 고체를 여과하여 단리시켰다. 이 물질을 에틸 아세테이트로 재결
정화하여 19.8 g의 2-(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틸(2-프로피닐)에테르를 노란색 결정성 고체로 얻었다 (
m. p. 124-126℃).
분석: C
16.90

15

H

13

N

3

O에 대한 이론치: % C, 71.70; % H, 5.21; % N, 16.72. 실측치: % C, 71.85; % H, 5.25; % N,

1

H NMR (300 MHz, DMSO) δ 9.21 (s, 1 H), 8.44 (m, 1 H), 8.36 (s, 1 H), 8.18 (m, 1 H), 7.71 (m, 2 H), 4.93 (t
, J = 5.1 Hz, 2 H), 4.14 (d, J = 2.4 Hz, 2 H), 3.98 (t, J = 5.1 Hz, 2 H), 3.35 (t, J= 2.2 Hz, 1 H)
HRMS (ESI) C

15

H

14

N

3

0 (MH

+

)에 대한 이론치 252.1137, 실측치 252.1141

파트 B
2-(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틸(2-프로피닐)에테르 19.7 g (78.4 mmol) 및 클로로포름을 한데 모으고 0
℃로 냉각시켰다. 57-86%의 3-클로로퍼옥시벤조산 15.7 g을 첨가하고, 혼합물을 0.5 시간동안 교반하였다. 혼합물
을 모든 물질이 용해될 때까지 주위 온도로 가온하였다.
박층 크로마토그래피 (TLC)에 의한 분석을 한 결과, 일부 출발 물질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3-클로로퍼옥시벤조산(4 g씩 두 부분으로 나눔)을 좀더 가하였다. 약 0.5 시간 후, 두 번째 부분을 첨가하였고, TLC
분석을 한 결과 출발 물질이 남아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반응용액을 10% 수산화나트륨으로 추출하였다. 그 다음,
수성 분획을 디클로로메탄으로 수 차례 추출하였다. 유기 분획을 한데 모으고, 마그네슘 술페이트로 건조시키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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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시킨 다음 감압 하에서 농축시켜 18.5 g의 1-[2-(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5N-옥시
드를 노란색 오일로 얻었다.
HRMS (ESI) C

15

H

14

N

3

0

2

(MH

+

)에 대한 이론치 268.1086, 실측치 268.1098

파트 C
질소 분위기 하에서, 트리클로로아세틸 이소시아네이트 15.5 g (82.2 mmol를 1-[2-(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
미다조[4,5-c]퀴놀린-5N-옥시드 18.3 g (68.5 mmol) 및 디클로로메탄 300 mL의 혼합물에 적가하였다. 격렬한 이
산화탄소 방출을 관찰할 수 있었다. 약 0.5 시간 후, 모든 물질이 용해되었다. 반응용액 을 약 1 시간동안 교반한 후 T
LC 분석을 한 결과, 소량의 출발 물질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트리클로로아세틸 이소시아네이트 4.5 g을 더 첨
가하였다. 1 시간 후 TLC 분석을 한 결과, 반응이 완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휘발 물질들을 감압 하에서 제거하여
N-{1-[2-(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일}-2,2,2-트리클로로아세트아미드를 연한 노란
색 고체로 얻었다.
파트 D
디클로로메탄 150 mL를 파트 C로부터 얻은 고체 및 메탄올 200 mL의 혼합물에 첨가하였고, 모든 물질이 용해되었
다. 메탄올 중의 25% 소듐 메톡시드 50 g을 용액에 첨가하고 주위 온도에서 밤새 교반하였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침
전물을 여과하여 단리시켰다. 여액을 약 100 mL의 부피가 되도록 농축시키고 여과하여 두 번째 침전 생성물을 단리
시켰다. 두 침전 생성물을 한데 모으고, 60℃에서 16 시간동안 진공 오븐에서 건조시켜서 16.4 g의 1-[2-(2-프로피
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회백색 고체로 얻었다 (m. p. 225-227℃).
분석: C 15 H 14 N
5.18 ; % N, 21.12

4

O(H

2

0)

1/4

에 대한 이론치:% C, 66.53; % H, 5.40; % N, 20.69. 실측치: % C, 66.33; % H,

1

H NMR (300 MHz, DMSO) δ 8.13 (s, 1 H), 8.08 (br d, J = 7.8 Hz, 1 H), 7.62 (br d, J = 8.3 Hz, 1 H), 7.44 (br
t, J = 7.6 Hz, 1 H), 7.24 (br t, J = 7.5 Hz, 1 H), 6.54 (s, 2 H), 4.81 (t, J = 5.4 Hz, 2 H), 4.14 (d, J = 2.4 Hz, 2 H
), 3.93 (t, J = 5.1 Hz, 2 H), 3.38 (t, J = 2.4 Hz, 1 H)
HRMS (ESI) C

15

H

15

N

4

0 (MH

+

)에 대한 이론치 267.1246, 실측치 267.1253

파트 E
질소 분위기 하에서, 1-[2-(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 -4-아민 16 g (60.1 mmol), 디-3
급-부틸 디카르보네이트 32.7 g (150 mmol), 트리에틸아민 21 mL (150 mol), N,N-디메틸포름아미드 150 mL 및 4
-(디메틸아미노)피리딘 0.1 g을 한데 모으고 80-85℃로 가열하였다. 약 1 시간 후, 혼합물이 균일해졌고, TLC 분석
을 한 결과, 출발 물질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용액을 1 시간동안 추가로 가열하였다. 용액을 에틸 아세테이트 및
물로 희석시켰다. 층이 분리되었고, 수성 분획을 에틸 아세테이트로 추출하였다. 유기 분획을 한데 모으고, 물로 세척
한 다음 염수로 세척하였고, 마그네슘 술페이트로 건조시키고, 여과한 다음, 감압 하에서 농축시켜 연한 오렌지색 빛
치 도는 노란색 고체를 얻었다. 이 물질을 디에틸 에테르를 사용하여 분쇄하여 22.6 g의 N,N-(비스 3급-부톡시카르
보닐)-1-[2-(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회백색 고체로 얻었다 (m. p. 139-142
℃).
분석: C 25 H
N, 12.06

30

N

4

O

5

에 대한 이론치:% C, 64.36; % H, 6.48; % N, 12.01. 실측치: % C, 64.40; % H, 6.43 ; %

1

H NMR (300 MHz, DMSO) δ 8.44 (m, 1 H), 8.35 (s, 1 H), 8.08 (m, 1 H), 7.73 (m, 2 H), 4.94 (t, J = 4.9 Hz, 2
H), 4.12 (d, J = 2.4 Hz, 2 H), 3.98 (t, J = 5.1 Hz, 2 H), 3.31 (t, J = 2.4 Hz, 1 H), 1.34 (s, 18 H)
HRMS (ESI) C

25

H

31

N

4

O

5

(MH

+

)에 대한 이론치 467.2294, 실측치 467.2307

파트 F
질소 분위기 하에서, N,N-(비스 3급-부톡시카르보닐)-1-[2-(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1.0 g (2.14 mmol), 트리에틸아민 0.8 mL (5.56 mmol) 및 N,N-디메틸포름아미드 25 mL를 한데 모으고, 이
렇게 하여 얻어진 용액을 80-85℃로 가열하였다. 디클로로비스(트리페닐포스핀)팔라듐 (II) 0.08 g (0.11 mol), 요오
드화구리(I) 0.04 g (0.21 mmol) 및 4-브로모이소퀴놀린 0.49 g (2.35 mmol)을 첨가하였다. 3 시간 후, 고성능 액체

- 22 -

공개특허 특2003-0070050
크로마토그래피 (아세토니트릴/물 구배를 이용한 역상)에 의한 분석을 한 결과, 반응이 완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응용액을 격렬하게 교반하면서 물에 천천히 부었다. 크림 색깔의 침전물을 여과하여 단리시키고, 물로 세척한 다음,
진공 오븐(＜40℃)에서 16 시간동안 건조시켜서 1.21 g의 N,N-(비스 3급-부톡시카르보닐)-1-(2-{[3-(이소퀴놀린
-4-일)-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얻었다.
HRMS (EI) C

34

H

35

N

5

0

5

(M

+

)에 대한 이론치 594.2716, 실측치 594.2732

파트 G
질소 분위기 하에서, 파트 F로부터 얻은 물질을 디클로로메탄 5 mL 및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 5 mL의 혼합물에 조금
씩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용액을 주위 온도에서 2 시간동안 교반한 후, TLC 분석을 한 결과 반응이 완결되었
음을 알 수 있었다. 용매를 감압 하에서 제거하였다. 잔류물을 디클로로메탄/메탄올 (～4/1) 및 20% 수산화나트륨으
로 희석시켰다. 층이 분리되었다. 수성 분획을 디클로로메탄/메탄올(～4/1)로 추출하였다. 유기 분획을 한데 모으고,
마그네슘 술페이트로 건조시키고, 여과한 다음, 감압 하에서 농축시켰다. 잔류물을 플래시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
여 0.15 g의 1-(2-{[3-(이소퀴놀린-4-일)-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회백색
고체로 얻었다 (m. p. dec > 205℃).
1

H NMR (300 MHz, DMSO) δ9.30 (s, 1 H), 8.43 (s, 1 H), 8.35 (s, 1 H), 8.19 (m, 2 H), 7.88 (br d, J = 8.0 Hz,
1 H), 7.65-7.80 (m, 4 H), 7.60 (d, J = 8.3 Hz, 1 H), 7.49 (t, J = 7.8 Hz, 1 H), 7.34 (t, J = 7.8 Hz, 1 H), 4.93 (t,
J = 4.9 Hz, 2 H), 4.57 (s, 2 H), 4.14 (t, J = 5.1 Hz, 2 H)
HRMS (ESI) C

24

H

19

N

5

0 (MH

+

)에 대한 이론치 394.1668, 실측치 394.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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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 A
실시예 1, 파트 F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N,N-(비스 3급-부톡시카르보닐)-1-[2-(2-프로피닐옥시)에틸]-1H
-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1.0 g (2.14 mmol을 2-브로모티아졸과 반응시켜 0.97 g의 N,N-(비스 3급-부톡
시카르보닐)-1-(2-{[3-(1,3-티아졸-2-일)-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유리
같은 노란색 고체로 얻었다.
MS (CI) 550,450,350
파트 B
실시예 1, 파트 G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파트 B로부터 얻은 물질을 가수분해하여 0.11 g의 1-(2-{[3-(1,3티아졸-2-일)-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흰색 고체로 얻었다 (m. p. 157-159
℃).
분석: C 18 H 15 N 5 OS·(H
H, 4.37; % N, 19.53

2

0)

1/4

에 대한 이론치: % C, 61.09; %H, 4.42; % N, 19.79. 실측치: % C, 61.06; %

1

H NMR (500 MHz, DMSO) δ 8.18 (s, 1 H), 8.11 (d, J = 7.9 Hz, 1 H), 7.89 (dd, J = 17.7, 2.9 Hz, 1 H), 7.62 (
d, J = 7.9 Hz, 1 H), 7.43 (t, J = 7.5 Hz, 1 H), 7.23 (t, J = 7.5 Hz, 1 H), 6.64 (s, 2 H), 4.83 (m, 2 H), 4.50 (s, 2 H
), 4.01 (m, 2 H)

- 23 -

공개특허 특2003-0070050
HRMS (EI) C

18

H

15

N

5

OS(M

+

)에 대한 이론치 349.0997, 실측치 349.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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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 A
N,N-(비스 3급-부톡시카르보닐)-1-[2-(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
[4,5-c]퀴놀린-4-아민 2.25 g (4.82 mmol), 트리에틸아민 1.34 mL (9.64 mmol), 4-요오드파라졸 1.02 g (5.30 m
mol) 및 무수 아세토니트릴 40 mL를 한데 모았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용액을 통해 10 분간 질소 버블링을 하였다.
디클로로비스(트리페닐포스핀)팔라듐(II) 68 mg (0.096 mol) 및 요오드화구리(I) 37 mg (0.192 mmol)을 첨가하고
용액을 40℃로 가열하였다. 1 시간 후, HPLC (역상) 분 석을 한 결과 어떠한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반응용액을 약 90℃로 가열하였다. 4 시간 후, HPLC 분석을 한 결과, 반응이 완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휘발 물질
들을 감압 하에서 제거하였다. 잔류물을 플래시 크로마토그래피(9/1 디클로로메탄/메탄올)로 정제하여 1.2 g의 N,N(비스 3급-부톡시카르보닐)-1-(2-{[3-(1H-파라졸-4-일)-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
-아민을 흰색 고체로 얻었다.
파트 B
파트 A로부터 얻은 물질을 메탄올 ～20 mL 및 촉매 0.25 g (탄소상 10% 팔라듐)과 한데 모았다. 혼합물을 4 시간동
안 수소화한 후 역상 LC-MS로 분석한 결과, 알켄 및 알칸으로 환원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촉매 0.25 g을 더 첨가하
고 혼합물을 2 일간 수소화한 후에 LC-MS 분석을 한 결과, 출발 물질 또는 알켄이 없는 하나의 생성물을 얻었음을
알 수 있었다. 혼합물을 여과하고, 여액을 메탄올로 세척하였다. 용액을 농축시켜 고체를 얻었다. 이 물질을 플래시 크
로마토그래피 (9/1 디클로로메탄/메탄올)로 정제하여 0.9 g의 N,N-(비스 3급-부톡시카르보닐)-1-{2-[3-(1H-파라
졸-4-일)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흰색 고체로 얻었다.
1

NMR (300 MHz, DMSO) δ12.43 (br s, 1H), 8.48 (br d, J = 7.1 Hz, 1 H), 8.37 (s, 1H), 8.08 (br d, J = 7.3 Hz,
1 H), 7.72 (m, 2 H), 7.30 (br s, 1 H), 7.14 (br s, 1 H), 4.92 (t, J = 4.9 Hz, 2 H), 3.88 (t, J = 4.9 Hz, 2 H), 2.22 (
t, J = 7.8 Hz, 2 H), 1.56 (m, 2 H), 1.31 (s, 18 H)
MS (EI) 537,437,337
파트 C
질소 분위기 하에서,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을 N,N-(비스 3급-부톡시카르보닐)-1-{2-[3-(1H-파라졸-4-일)프로
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0.5 g (0.93 mmol) 및 디클로로메탄 5 mL의 혼합물에 첨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용액을 16 시간 동안 교반한 후 LC-MS로 분석한 결과, 반응이 완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용매
를 감압하에서 제거하였다. 잔류물을 에틸 아세테이트 ～10 mL에 용해시키고 트리에틸아민 2 mL를 첨가하였다. 이
렇게 하여 얻어진 침전물 및 반응혼합물을 2 시간동안 교반하였다. 고체를 여과하여 단리시킨 다음, 플래시 크로마토
그래피 (9/1 내지 8/2 디클로로메탄/메탄올)로 정제하여 0.18 g의 1-{2-[3-(1H-피라조-4-릴)프로폭시]에틸}-1H
-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흰색 고체로 얻었다 (m. p. 163-169℃).
분석: C 18 H 20 N 6 0ㆍ(CF 3 CO 2 H) 0.15 에 대한 이론치 % C, 62.18; % H, 5.75; % F, 2.42; % N, 23.77. 실
측치: % C, 61.86; % H, 5.70; % F, 2.52; % N, 23.44
1

H NMR (300 MHz, DMSO) δ12.50 (br s, 1 H), 8.20 (s, 1 H), 8.15 (d, J = 8.3 Hz, 1 H), 7.66 (d, J = 8.3 Hz, 1
H), 7.49 (t, J = 7.6 Hz, 1 H), 7.29 (t, J = 7.6 Hz, 1 H), 7.15-7.40 (br s, 2 H), 7.00 (br s, 2 H), 4.81 (t, J =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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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z, 2 H), 3.84 (t, J = 4. 6 Hz, 2 H), 3.34 (t, J = 6.1 Hz, 2 H), 2.27 (t, J = 7.6 Hz, 2 H), 1.60 (m, 2 H)
실시예 4
1-[2-(3-피리미딘-2-일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파트 A
질소 분위기 하에서, 디벤질 디카르보네이트 50 g (174 mmol)을 1-[2-(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16.4 g (61.6 mmol) 및 무수 N,N-디메틸포름아미드 200 mL의 혼합물에 첨가하였다. 반응혼합물
을 주위 온도에서 16 시간동안 교반하여 반응혼합물이 균일해졌다. 반응혼합물을 에틸 아세테이트 및 물로 분할하였
다. 층이 분리되었다. 수성층을 에틸 아세테이트로 추출하였다. 유기 분획을 한데 모으고, 물로 세척하고, 염수로 세척
하고, 마그네슘 술페이트로 건조시키고, 여과한 다음 감압하에서 농축하여 반고체를 얻었다. 이 물질을 디에틸 에테르
를 사용하여 분쇄하여 27.4 g의 N,N-(비스 벤질옥시카르보닐)-1-[2-(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
퀴놀린-4-아민을 흰색 고체로 얻었다.
파트 B
N,N-(비스 벤질옥시카르보닐)-1-[2-(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1.00 g (1.87 m
mol), 무수 아세토니트릴 10 mL, 트리에틸아민 0.68 mL (4.86 mmol), 및 2-브로모피리미딘 0.327 g (2.06 mmol)
을 한데 모았다.
질소 분위기 하에서, 요오드화구리(I) 0.014 g 및 디클로로비스(트리페닐포스핀)팔라듐(II) 0.026 g을 첨가하였다. 반
응혼합물을 주위 온도에서 15 분간 유지시킨 다음 80℃에서 1.5 시간동안 가열하였다. 반응혼합물을 에틸 아세테이
트 및 물로 희석시켰다. 수성층이 분리된 다음 수성층에서 더이상의 UV 물질이 남아 있지 않을 때까지 에틸 아세테이
트로 추출하였다. 유기 분획을 한데 모으고, 중탄산나트륨 수용액 및 염수로 세척하고, 마그네슘 술페이트로 건조시키
고, 여과한 다음 감압 하에서 농축시켰다. 잔류물을 98/2 에틸 아세테이트/메탄올을 용리제로 사용한 칼럼 크로마토
그래피로 정제하여 모노 및 디 벤질옥시카르보닐로 보호된 1-{2-[(3-피리미딘-2-일프로프-2-인일)옥시]에틸}-1
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의 혼합물 0.68 g을 얻었다.
1

H NMR (300 MHz, DMSO-d6) δ 8.78 (d, J= 4.9 Hz, 2 H), 8.49 (m, 1 H), 8.45 (s, 1 H), 8.12 (m, 1 H), 7.737.78 (m, 2 H), 7.50 (t, J= 4.9 Hz, 1 H), 7.23-7.28 (m, 6 H), 7.14-7.17 (m, 4 H), 5.20 (s, 4 H), 5.02 (t, J=5.0 H
z, 2H), 4.51 (s, 2 H), 4.10 (t, J=5.0 Hz, 2H),
C

35

H

28

N

5

0

5

에 대한 MS (CI) m/z 613 (MH

+

), 569,461,345

파트 C
파트 B로부터의 물질, 탄소상 20%의 팔라듐 히드록시드 0.25 g 및 메탄올 25 mL를 한데 모으고, 47 psi (3.3 Kg/cm
2 )에서 3 시간동안 주위 온도에서 수소화하였다. 반응혼합물을 주말 내내 두었다가 분석한 결과 아민기로 보호된 수
개의 생성물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반응혼합물을 여과하여 촉매을 제거하고, 보호기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여액을
메탄올 중의 25% 소듐 메톡시드 1 mL로 약 16 시간동안 처리하였다. 반응혼합물을 감압 하에서 농축시켰다. 잔류물
을 1/1/1 에틸 아세테이트/메탄올/헥산을 용리제로 사용한 칼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여 0.235 g의 고체를 얻었
다. 이 물질을 고온 톨루엔과 함께 교반한 다음 여과시켜서 불용성 물질들을 제거하였다. 여액을 감압 하에서 농축시
켰다. 잔류물을 이소프로판올 및 에틸 아세테이트를 사용하여 분쇄하여 61 mg의 1-[2-(3-피리미딘-2-일프로폭시)
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고체로 얻었다 (m. p. 126-127℃).
분석: C
24. 15

19

H

20

N

6

0에 대한 이론치: % C, 65.5; % H, 5.79; % N, 24.12. 실측치: % C, 65.65; % H, 5.78;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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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 NMR (300 MHz, DMSO-d6) δ 8.66 (d, J= 4.7 Hz, 2 H), 8.14 (s, 1 H), 8.08 (d, J= 8.0 Hz, 1 H), 7.62 (d, J=
8.2 Hz, 1 H), 7.45 (t, J= 7.0 Hz, 1 H), 7.24-7.31 (m, 2 H), 6.58 (s, 2 H), 4.77 (t, J= 4.7 Hz, 2 H), 3.84 (t, J = 4.
5 Hz, 2 H), 3.42 (t, J= 6.2 Hz, 2 H), 2.82 (t, J= 7.5 Hz, 2 H), 1.89 (m, 2H)
IR (KBr) 3302,3187,2868,1637,1561,1418,1139 cm
HRMS (EI) C

H

19

20

N

6

0(M

+

-1

)에 대한 이론치 348.1699, 실측치 348.1700.

실시예 5
1-[2-(3-피리딘-4-일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파트 A
실시예 4, 파트 B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N,N-(비스 벤질옥시카르보닐)-1-[2-(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
미다조[4,5-c]퀴놀린-4-아민 2.00 g (3.74 mmol)을 4-브로모피리딘 0.8 g (4.12 mmol)과 반응시켜 모노 및 디 벤
질옥시카르보닐로 보호된 1-{2-[(3-피리딘-4-일프로프-2-인일)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의 혼합물 1.47 g을 얻었다.
1

H NMR (300 MHz, DMSO-d6) δ 8.46 (m, 3 H), 8.43 (s, 1 H), 8.12 (m, 1 H), 7.72-7.76 (m, 2 H), 722-7.28 (
m, 5 H), 7.14-7.17 (m, 6 H), 5.18 (s, 4 H), 5.00 (t, J= 5.0 Hz, 2 H), 4.45 (s, 2 H), 4.12 (t, J=4.0 Hz, 2H)
C

36

H

29

N

5

0

5

에 대한 MS (CI) m/z 612 (MH

+

), 568,344

파트 B
탄소상 20%의 팔라듐 히드록시드 0.57 g을 메탄올 ～10 mL 중의 파트 A로부 터 얻은 물질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혼
합물을 50 psi (3.5 Kg/cm 2 )에서 5 시간동안 수소화시켰다. 촉매 0.07 g을 더 첨가하였고 수소화를 추후 한 시간동
안 계속하였다. 반응혼합물을 여과시켜서 촉매를 제거하고 필터 케이크를 메탄올로 완전히 세척하였다. 여액을 감압
하에서 농축시켰다. 잔류물을 6/3/1 에틸 아세테이트/메탄올/헥산을 용리제로 사용한 칼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한
다음 디에틸 에테르를 사용하여 분쇄하여 고체를 얻었다. 이 물질을 9/1 디클로로메탄/메탄올을 용리제로 사용한 칼
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수산화암모늄을 이용하여 추가로 정제하여 0.20 g의 1-[2-(3-피리딘-4-일프로폭시)에틸-1H
-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고체로 얻었다 (m. p. 160-162℃).
분석: C
19.79

20

H

21

N

5

0에 대한 이론치: % C, 69.14; % H, 6.09; % N, 20.16. 실측치: % C, 69.17; % H, 6.09; % N,

1

H NMR (300 MHz, DMSO-d6) δ 8.29 (dd, J= 2.6, 1.8 Hz, 2 H), 8.18 (s, 1 H), 8.11 (d, J = 8.2 Hz, 1 H), 7.62
(dd, J= 7.1, 1.4 Hz, 1 H), 7.45 (dt, J= 6.9, 1.7 Hz, 1 H), 7.23 (dt, J= 6.7, 1.3 Hz, 1 H), 6.91 (dd, J= 4.4, 1.3 Hz,
2 H), 6.62 (s, 2 H), 4.81 (t, J= 5.0 Hz, 2H), 3.82 (t, J= 5.0 Hz, 2 H), 2.38 (t, J= 7.6 Hz, 2 H), 3.28 (t, J= 6.1 Hz,
2 H), 1.64 (m, 2 H)
IR (KBr) 3418,3100,1698,1595,1531,1094,767 cm
HRMS (EI) C

20

H

21

N

5

0 (M

+

-1

)에 대한 이론치 347.1746, 실측치 347.1747

실시예 6
1-[2-(3-피리딘-2-일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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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A
질소 분위기 하에서, N,N-(비스벤질옥시카르보닐)-1-[2-(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2.5 g (4.68 mmol), 무수 아세토니트릴 20 mL, 트리에틸아민 1.7 mL (12.2 mmol), 및 2-브로모피리딘 0.5 mL
(5.14 mmol)를 한데 모으고, 이렇게 하여 얻어진 균일 혼합물을 40℃로 가열하였다. 요오드화구리(I) 0.036 g 및 디
클로로비스(트리페닐포스핀)팔라듐(II) 0.066 g을 첨가하였다. 18.5 시간 후, 반응혼합물은 에틸 아세테이트 및 중탄
산나트륨 용액 사이에 분배되었다. 유기 분획을 염수로 세척하고, 마그네슘 술페이트로 건조시킨 다음 감압 하에서
농축시켰다. 잔류물을 1/9 헥산/에틸 아세테이트를 용리제로 사용한 칼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여 모노 및 디 벤
질옥시카르보닐로 보호된 1-{2-[(3-피리딘-2-일프로프-2-인일)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의 혼합물 0.9 g을 얻었다 .
1

H NMR (300 MHz, DMSO-d6) δ 8.50-8.54 (m, 2 H), 8.44 (s, 1H), 8.12 (m, 1 H), 7.71-7.77 (m, 3 H), 7.347.39 (m, 1 H), 7.23-7.29 (m, 7 H), 7.14-7.17 (m, 4 H), 5.19 (s, 4 H), 5.01 (t, J = 4.6 Hz, 2 H), 4.46 (s, 2 H), 4
.10 (t, J = 4.8 Hz, 2 H)
C

36

H

29

N

5

O

5

에 대한 MS (CI) m/z 612 (MH

+

), 568,460

파트 B
탄소상 20%의 팔라듐 히드록시드 0.776 g을 메탄올 중의 파트 A로부터 얻은 물질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혼합물을 4
5 psi (3.2 Kg/cm 2 )에서 2.5 시간동안 수소화하였다. 반응혼합물을 여과시켜서 촉매를 제거하였고 필터 케이크를
완전히 메탄올로 세척하였다. 여액을 감압하에서 농축하여 유리같은 고체를 얻었다. 이 물질을 소량의 톨루엔을 포함
하는 헥산 및 디에틸 에테르를 사용하여 분쇄하여였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파우더를 여과하여 단리시키고 진공 오븐
에서 밤새 78℃ 에서 건조시켰다. 이 물질을 9/1 디클로로메탄/메탄올을 용리제로 사용한 칼럼 크로마토그래피로 몇
방울의 수산화암모늄을 이용하여 추가로 정제하여 25 mg의 1-[2-(3-피리딘-2-일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
5-c]퀴놀린-4-아민을 고체로 얻었다 (m. p. 138-140℃).
분석: C 20 H 21 N
.95; % N, 19.63

5

Oㆍ(H

2

O)

1/5

의 이론치: % C, 68.43; % H, 6.15; % N, 19.95. 실측치: % C, 68.47; % H, 5

1

H NMR (300 MHz, DMSO-d6) δ 8.41 (d, J= 4.4 Hz, 1 H), 8.16 (s, 1 H), 8.10 (d, J= 7.7 Hz, 1 H), 7.63 (d, J=
8.4 Hz, 1 H), 7.54 (dt, J= 9.7, 1.7 Hz, 1 H), 7.43 (t, J= 7.3 Hz, 1 H), 7.24 (t, J= 7.5 Hz, 1 H), 7.13 (t, J= 5.5 Hz,
1 H), 6.93 (d, J= 7.6 Hz, 1 H), 6.59 (s, 2 H), 4.77 (t, J= 5.1 Hz, 2 H), 3.82 (t, J = 5.5 Hz, 2 H), 3.34 (t, J= 6.3H
z, 2H), 2.57 (t, J= 7.3 Hz, 2 H), 1.75 (m, 2H)
IR (KBr) 3361,3302,3188,1638,1526,1119,751 cm
HRMS (EI) C

20

H

21

N

5

O (M

+

-1

)의 이론치 347.1746, 실측치 347.1747.

실시예 7
1-{2-[3-(1,3-티아졸-2-일)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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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A
질소 분위기 하에서, N,N-(비스벤질옥시카르보닐)-1-[2-(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
민 3.25 g (6.08 mmol), 무수 N,N-디메틸포름아미드 15 mL, 트리에틸아민 2.2 mL (15.8 mmol) 및 2-브로모티아
졸 0.6 mL (6.69 mmol)를 한데 모으고 80℃로 가열하였다. 요오드화구리(I) 0.046 g 및 디클로로 비스(트리페닐포스
핀)팔라듐(II) 0.085 g을 첨가하였다. 2 시간 후 반응이 멈췄고 용매가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조 생성물을 8/2
에틸 아세테이트/헥산을 용리제로 사용한 칼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여 모노 및 디 벤질옥시카르보닐로 보호된 1
-(2-{[3-(1,3-티아졸-2-일)프로프-2-인일]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의 혼합물 ～2 g을 얻
었다.
1

H NMR (300 MHz, DMSO-d6) δ 8.47-8.50 (m, 1 H), 8.44 (s, 1 H), 8.11 (m, 1 H), 7.89 (d, J= 3.2 Hz, 1 H),
7.85 (d, J= 3.3 Hz, 1 H), 7.31-7.77 (m, 2 H), 7.23-7.28 (m, 6 H), 7.14-7.17 (m, 4 H), 5.20 (s, 4 H), 5.00 (t, J=
5.0 Hz, 2H), 4.52 (s, 2 H), 4.09 (t, J= 5.5 Hz, 2 H)
C

24

H

27

N

5

O

5

S에 대한 MS (CI) m/z 618 (MH

+

), 475,466

파트 B
팔라듐 히드록시드 ～2 g (탄소상 20%)을 메탄올 중의 파트 A로부터 얻은 물질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혼합물을 45 p
si (3.2 Kg/cm 2 )에서 3 시간동안 수소화시켰다. 촉매 0.3 g을 두 번 더 첨가하였고, 수소화를 총 ～25 시간동안 계
속하였다. 반응혼합물을 여과시켜서 촉매를 제거하였다. 여액을 감압하에서 농축하여 모노 벤질옥시카르보닐로 보호
된 1-{2-[3-(1,3-티아졸-2-일)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1.3 g을 얻었다. 이 물질을 메
탄올 5 mL 및 메탄올 중의 25% 소듐 메톡시드 25 mL와 한데 모았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혼합물을 3 일 간 교반하
였다. 반응혼합물을 감압 하에서 농축시킨 다음 칼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물질을 디에
틸 에테르를 사용하여 분쇄하였고 건조시켜서 0.28 g의 1-{2-[3-(1,3-티아졸-2-일)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
[4,5-c]퀴놀린-4-아민을 고체로 얻었다 (m. p. 134-135℃).
분석: C
9.51

18

H

19

N

5

OS의 이론치 : % C, 61.17; % H, 5.42; % N, 19.81. 실측치: % C, 61.20; % H, 5.23; N, % 1

1

H NMR (300 MHz, DMSO-d6) δ 8.16 (s, 1 H), 8.10 (d, J= 8.4 Hz, 1 H), 7.63 (m, 2 H), 7.51 (d, J= 3. 3 Hz, 1
H), 7.43 (t, J= 7.1 Hz, 1 H), 7.23 (t, J= 8. 0 Hz, 1 H), 6.58 (s, 2 H), 4.79 (t, J= 4.7 Hz, 2 H), 3.84 (t, J= 4.8 Hz,
2 H), 3.4 (t, J= 6.0 Hz, 2 H), 2.86 (t, J= 7.8 Hz, 2H), 1.83 (m, 2H)
IR (KBr) 3458,3358,3295,3191,1640,1538,1121, 752 cm
HRMS (EI) C

18

H

19

N

5

OS(M

+

-1

)의 이론치 353.1310, 실측치 353.1308.

실시예 8
1-[2-(3-피리딘-3-일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비스( 트리플루오로아세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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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A
질소 분위기 하에서, N,N-(비스 3급-부티옥시카보닐)-1-[2-(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1.75 g (3.75 mmol), 3-요오드피리딘 0.85 g (4.13 mmol), 트리에틸아민 1.4 mL 및 아세토니트릴 15 mL를
한데 모은 다음 60℃로 가열하였다. 요오드화구리(I) 0.03 g (0.15 mmol) 및 디클로로비스(트리페닐포스핀)팔라듐(II
) 0.05 g (0.075 mmol)을 첨가하였다. 반응이 30 분 후에 완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용매를 감압하에서 제거하였다
. 조 생성물을 칼럼 크로마토그래피 (실리카겔, 디클로로메탄을 먼저 용리제로 사용한 다음 98/2 디클로로메탄/메탄
올을 용리제로 사용)로 정제하여 디-BOC로 보호된 및 비보호된 1-{2-[(3-피리딘-3-일프로프-2-인일)옥시]에틸}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의 혼합물 1.26 g을 얻었다.
1

H NMR (300 MHz, DMSO-d6) δ 8.54 (bs, 1 H), 8.44-8.48 (m, 2 H), 8.4 (s, 1 H), 8.06 (m, 1 H), 7.69-7.73 (
m, 2 H), 7.54 (d, J= 7.6 Hz, 1 H), 7.35 (m, 1 H), 4.99 (t, J= 4.8 Hz, 2 H), 4.40 (s, 2 H), 4.09 (t, J= 5.0 Hz, 2 H),
1.31 (s, 18 H),
C

30

H

33

N

5

0

5

에 대한 MS (CI) m/z 544 (MH

+

), 444,344

파트 B
메탄올 중의 파트 A 로부터 얻은 물질의 용액을 촉매 0.7 g(탄소상 10% 팔라듐)과 한데 모으고, 혼합물을 45 psi (3.
2 Kg/cm 2 )에서 2 시간동안 수소화하였다. 촉매를 여과로 제거하고 여액을 감압하에서 농축하여 디-BOC로 보호된
및 비보호된 1-[2-(3-피리딘-3-일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의 혼합물 0.67 g을 얻었다
.
1

H NMR (300 MHz, DMSO-d6) δ 8.50 (d, J= 7.3 Hz, 1 H), 8.39-8.486 (m, 2 H), 8.29 (s, 1 H), 8.07 (d, J= 8.4
Hz, 1 H), 7.71-7.75 (m, 2 H), 7.46 (d, J= 8.5 Hz, 1 H), 7.31 (m, 1 H), 4.94 (t, J= 4.6 Hz, 2 H), 3.88 (t, J= 5.0 H
z, 2 H), 3.32 (t, J= 5.9 Hz, 2 H), 2. 38 (t, J = 7.5 Hz, 2 H), 1.63 (m, 2 H), 1.30 (s, 18 H),
C

30

H

37

N

5

O

5

+

에 대한 MS (CI) m/z 548 (MH

), 448,348

파트 C
질소 분위기 하에서, 파트 B로부터의 물질을 무수 디클로로메탄 5 mL 및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 5 mL와 한데 모았다
. 반응혼합물을 주위 온도에서 1 시간동안 교반하였다. 용매를 감압하에서 제거하였다. 잔류물을 디에틸 에테르를 사
용하여 분쇄하였고, 여과하여 단리시킨 다음 진공 오븐에서 건조시켜서 황갈색 고체를 얻었다. 이 물질을 먼저 이소
프로필 알콜로, 그 다음 디클로로메탄/메탄올로 재결정화하여 0.40 g의 1-[2-(3-피리딘-3-일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비스(트리플루오로아세테이트)를 얻었다 (m. p. 134-136℃).
분석: C 20 H 21 N 5 Oㆍ(C 2 HF
9.87; % H, 3.82; % N, 12.16

3

0

2

)

2

ㆍ(H

2

0)

1/2

: % C, 50.08; % H, 4.23; % N, 12.03. 실측치: % C, 4

1

H NMR (300 MHz, DMSO-d6) δ 9.00-9.25 (bs, 2 H), 8.50 (s, 2 H), 8.37 (d, J= 7.7 Hz, 1 H), 7.82 (d, J= 7.4
Hz, 1 H), 7.73-7.75 (m, 2 H), 7.55-7.58 (m, 2 H), 4.90 (t, J= 4.9 Hz, 2 H), 3.86 (t, J= 4.8 Hz, 2 H), 3.35 (t, J=
6.1 Hz, 2 H), 2.49 (t, J= 7.0 Hz, 2 H), 1.67 (m, 2 H)
IR (KBr) 3421,3212,2885,1699,1199,1120, 720 cm
HRMS (EI) C

20

H

21

N

5

O(M

+

-1

)에 대한 이론치 347.1746, 실측치 347.1743.

실시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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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피리미딘-5-일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파트 A
반응 온도를 80℃로 올리는 것을 제외하고, 실시예 8 파트 A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N,N-(비스 3급-부티옥시
카보닐)-1-[2-(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2.5 g (5.36 mmol)을 5-브로모피리미
딘 0.94 g (5.89mmol)과 커플링시켜 1.59 g의 N,N-(비스 3급-부톡시카르보닐)-1-{2-[(3-피리미딘-5-일프로프2-인일)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얻었다.
1

H NMR (300 MHz, DMSO-d6) δ 9.19 (s, 1 H), 8.64 (s, 2 H), 8.44-8.47 (m, 1 H), 8.40 (s, 1 H), 8.02-8.06 (
m, 1 H), 7.68-7.72 (m, 2 H), 4.99 (t, J= 5.0 Hz, 2 H), 4.43 (s, 2 H), 4.10 (t, J=5.2 Hz, 2 H), 1.32 (s, 18 H)
C

29

H

32

N

6

0

5

에 대한 MS (CI)값 m/z 545 (MH

+

), 445,345

파트 B
파트 A로부터 얻은 물질의 메탄올 용액을 촉매 (탄소상의 5% 백금, 팔라듐 히드록시드 및 탄소상의 10% 팔라듐이
연속적으로 사용됨)와 한데 모으고, 수소화하여 0.60 g의 N,N-(비스 3급-부톡시카르보닐)-1-[2-(3-피리미딘-5일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얻었다.
1

H NMR (300 MHz, DMSO-d6) δ8.98 (s, 1 H), 8.48-8.52 (m, 1 H), 8.45 (s, 2 H), 8.40 (s, 1 H), 8.06-8.09 (m
, 1 H), 7.70-7.74 (m, 2 H), 4.94 (t, J= 5.1 Hz, 2 H), 3.89 (t, J= 5.0 Hz, 2 H), 3.34 (m, 2 H), 2.34 (t, J= 7.3 Hz,
2 H), 1.64 (m, 2 H), 1.29 (s, 18 H)
C

29

H

32

N

6

O

5

에 대한 MS (CI) m/z 549 (MH

+

), 449,349

파트 C
실시예 8, 파트 C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파트 B로부터 얻은 물질을 가수분해하여 0.14 g의 1-[2-(3-피리미
딘-5-일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얻었다 (m. p. 159-161℃).
분석: C 19 H 20 N 6 Oㆍ(C 2 HF 3 O 2 ) 1/10 ㆍ(H
6. 실측치: % C, 63.47; % H, 5.35; % N, 22.88

2

0)

1/4

에 대한 이론치: % C, 63.27; % H, 5.70; % N, 23.0

1

H NMR (300 MHz, DMSO-d6) δ 8.98 (s, 1 H), 8.48 (s, 2 H), 8.19 (s, 1 H), 8.15 (d, J= 8.0 Hz, 1 H), 7.63 (d,
J= 8.6 Hz, 1 H), 7.46 (t, J= 6.0 Hz, 1 H), 7.28 (t, J= 8.4 Hz, 1 H), 6.79 (s, 2 H), 4.81 (t, J = 4.8 Hz, 2 H), 3.84 (
t, J= 5.1 Hz, 2 H), 3.35 (t, J= 6.0 Hz, 2 H), 2.43 (t, J= 7.4 Hz, 2 H), 1.69 (m, 2 H)
IR (KBr) 3310,3132,1647,1582,1531,1403, 1117 cm
HRMS (EI) C

19

H

20

N

6

O(M

+

-1

)에 대한 이론치 348.1699, 실측치 348.1695

실시예 10
1-{2-[(1-벤질-1H-1,2,3-트리아졸-4-일)메톡시]에틸}-1H-이미다조[4,5-c]퀴 놀린-4-아민 히드로클로라이드
1-{2-[(1-벤질-1H-1,2,3-트리아졸-5-일)메톡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히드로클로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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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A
N,N-(비스 벤질옥시카르보닐)-1-[2-(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1.5 g (2.81 m
mol), 무수 톨루엔 30 mL 및 벤질아지드 1.3 mL (9.12 mmol)를 한데 모으고, 유조에서 28 시간 동안 100℃에서 가
열하였다. 반응혼합물을 감압하에서 농축하여 조 생성물을 갈색 오일로 얻었다.
파트 B
메탄올 중의 25% 소듐 메톡시드 2.19 mL (9.52 mmol)를 파트 A로부터 얻은 물질 및 메탄올 20 mL의 혼합물에 첨
가하였다. 반응혼합물을 주위 온도에서 밤새 교반한 다음 이를 감압하에서 농축하여 어두운 색 오일을 얻었다. 오일을
디클로로메탄 중의 5% 메탄올을 용리제로 사용한 칼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여 밝은 노란색 오일을 얻었다. 오일
을 1.0 M 염화수소로 처리하여 분홍색 고체를 얻었다. 이 고체를 아세토니트릴로 두 차례 재결정화하고, 이렇게 하여
얻어진 생성물을 80 ℃ 진공 오븐에서 2 시간동안 건조시켜서 0.12 g의 원하는 생성물의 위치 이성질체 혼합물 즉, 1
-{2-[(1-벤질-1H-1,2,3-트리아졸-4-일)메톡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히드로클로라이드 및
1-{2-[(1-벤질-1H-1,2,3-트리아졸-5-일)메톡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히드로클로라이드
모두를 포함하는 혼합물을 밝은 분홍색 결정성 고체로 얻었다 (m. p. 209-211℃).
분석: C 22 H 21 N 7 Oㆍ0.951 HCLㆍ0.615 H
% C, 59.46; % H, 5.16; % N, 22.05.

2

0에 대한 이론치: % C, 59.35; % H, 5.25 ; % N, 22.02; 실측치:

1

H-NMR (300 MHz, DMSO-d6) δ 9.00 (br s, 2 H), 8.46 (s, 1 H), 8. 28 (d, J=7.8 Hz, 1 H), 7.98 (s, 1 H), 7.83
(br d, J=7.8 Hz, 1 H), 7.71 (br t, J=7.8 Hz, 1 H), 7.50 (br t, J=7.7 Hz, 1 H) 7.20-7.40 (m, 5 H), 5.52 (s, 1.88 H
), 5.39 (s, 0.12 H), 4.88 (t, J=4.9 Hz, 2 H), 4.52 (s, 2 H), 3.95 (t, J=4.9 Hz, 1.88 H), 3.87 (t, J=5.1 Hz, 0.12 H)
IR (KBr) 3152,2638,1672,1605,1126 cm
HRMS (EI) C

22

H

21

N

7

O(M

+

-1

)에 대한 이론치 399.1808, 실측치 399.1802.

실시예 11
1-[2-({1-[(페닐술파닐)메틸]-1H-1,2,3-트리아졸-4-일}메톡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1-[2-({1-[(페닐술파닐)메틸]-1H-1,2,3-트리아졸-5-일}메톡시)에틸]-1H-이미 다조[4,5-c]퀴놀린-4-아민

파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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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 분위기 하에서, 무수 톨루엔 20 mL, N,N-(비스 3급-부톡시카르보닐)-1-[2-(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
다조[4,5-c]퀴놀린-4-아민 1.0 g (2.1 mmol) 및 아지도메틸 페닐술피드 0.61 mL (4.3 mmol)를 한데 모으고, 72 시
간동안 환류하면서 가열하였다. 반응혼합물을 주위 온도로 냉각시킨 다음, 이를 감압하에서 농축하여 갈색 오일을 얻
었다. 이 물질을 80/20 에틸 아세테이트/헥산을 용리제로 사용한 칼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여 0.95 g의 생성물
을 맑은 오일로 얻었다.
C

32

H

37

N

7

O

5

S에 대한 MS (CI) m/z 632 (MH

+

), 532,458,432

파트 B
무수 디클로로메탄 15 mL 중의 파트 A로부터 얻은 물질의 용액을 0℃로 냉각시켜둔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 7.4 mL
및 무수 디클로로메탄 6 mL의 혼합물에 첨가하였다. 반응혼합물을 빙욕에서 2 시간동안 방치한 다음 주위 온도로 가
온하였다. 6 시간 후, 20% 수산화나트륨으로 반응혼합물을 세척하였다. 수성 분획을 디 클로로메탄으로 추출하였다.
유기 분획을 한데 모으고, 물로 세척하고, 마그네슘 술페이트로 건조시키고, 여과시킨 다음 감압하에서 농축하여 녹색
오일을 얻었다. 오일을 디클로로메탄 중에서 5% 메탄올을 용리제로 사용한 칼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여 녹색 결
정성 고체를 얻었다. 이 물질을 이소프로판올로 재결정화하여 0.12 g의 원하는 생성물의 위치 이성질체 혼합물 즉, 1
-[2-({1-[(페닐술파닐)메틸]-1H-1,2,3-트리아졸-4-일}메톡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및 1[2-{1-[(페닐술파닐)메틸]-1H-1,2,3-트리아졸-5-일}메톡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모두를
포함하는 혼합물을 회백색 고체로 얻었다 (m. p. 182-184℃).
분석: C 22 H
N, 22.38.

21

N

7

0S에 대한 이론치: % C, 61.24; % H, 4.91; % N, 22.72; 실측치: % C, 60.94; % H, 4.94; %

1

H-NMR (300 MHz, DMSO-d6) δ 8.00-8.20 (m, 2 H), 7.87 (s, 0.8 H), 7.60-7.65 (m, 1 H), 7.52 (s, 0.2 H), 7.
40-7.50 (m, 1 H), 7.20-7.40 (m, 6 H), 6.65 (s, 2 H), 5.87 (s, 1.6 H), 5.65 (s, 0.4 H), 4.83 (br t, J=4.6 Hz, 0.4
H), 4.78 (br t, J=4.9 Hz, 1.6 H), 4.49 (s, 1.6 H), 4.42 (s, 0.4 H), 3.80-3.90 (m, 2H)
IR (KBr) 3322,3205,1643,1527,1095 cm
HRMS (EI) C

22

H

21

N

7

0S(M

+

-1

)에 대한 이론치 431.1528, 실측치 431.1522.

실시예 12
1-[2-(벤조[b]푸란-2-일메톡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파트 A
벤질트리메틸암모늄 클로라이드 0.436 g 및 80% 프로파르길 브로미드 6.07 mL를 교반하면서 디클로로메탄 185 m
L 및 50%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60 mL의 혼합물에 첨가하였다. 2-(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탄올 10.0
g (46.9 mmol)을 이렇게 하여 얻어진 용액에 첨가하였다. 반응혼합물을 주위 온도에서 21 시간동안 교반한 후 HPLC
분석을 한 결과, 출발 물질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프로파르길 브로미드의 동등물을 추가로 가하였고 반응혼합
물을 46 시간동안 추가 교반하였다. 물을 반응혼합물에 첨가하였고 층이 분리되었다. 수성 분획을 디클로로메탄으로
추출하였다. 유기 분획을 한데 모으고, 물 및 염수 각각으로 세척하고, 마그네슘 술페이트로 건조시킨 다음 감압하에
서 농축하여 어두운 갈색 고체를 얻었다. 이 물질을 플래시 크로마토그래피(실리카겔, 디클로로메탄 중의 5% 메탄올
을 용리제로 사용)로 정제하여 7.0 g의 1-[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을 갈색을 띠는 고체
로 얻었다.
파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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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 분위기 하에서, 1-[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 1.0 g (4.21 mmol), 트리에틸아민 1.5
3 mL (10.96 mmol) 및 무수 아세토니트릴 20 mL를 한데 모은 다음, 60℃로 가열하였다. 2-요오드페놀 1.02 g (4.6
3 mmol), 요오드화구리(I) 0.08 g 및 디클로로비스(트리페닐포스핀)팔라듐(II) 0.148 g을 첨가하였다. 4 시간 후 TLC
(디클로로메탄 중의 5% 메탄올 사용) 분석을 한 결과 반응이 완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응혼합물을 셀라이트(CE
LITE)(등록상표) 보조필터 층을 통해 여과시켜서 촉매를 제거하였다. 여액을 감압하에서 농축하여 오일을 얻었다. 이
물질을 플래시 크로마토그래피 (실리카겔, 디클로로메탄중의 3% 메탄올을 용리제로 사용)로 정제하여 0.91 g의 1-[
2-[(벤조[b]푸란-2-일메톡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을 노란색 오일로 얻었다.
파트 C
3-클로로퍼옥시벤조산 0.65 g을 클로로포름 15 mL 중의 파트 A로부터 얻은 물질의 용액에 5 분동안 조금씩 가하였
다. 반응의 진행을 TLC로 모니터링하였다. 3-클로로퍼옥시벤조산 0.2 g을 두 번 더 첨가하였다. 1.5 시간 후 반응혼
합물을 중탄산나트륨 수용액으로 두 번 세척하고, 클로로포름으로 역추출하였고, 염수로 세척한 다음, 감압하에서 농
축하여 1-[2-(벤조[b]푸란-2-일메톡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5N-옥시드를 얻었다. 물질을 질소 분위
기 하에서 주말내내 감온에서 저장하였다.
파트 D
질소 분위기 하에서, 트리클로로아세틸 이소시아네이트 0.60 g (3.18 mmol) 을 주사기를 통해 디클로로메탄 15 mL
중의 파트 C로부터 얻은 N-옥시드의 용액에 천천히 첨가하였다. 휘발 물질들을 감압 하에서 제거하여 2,2,2-트리클
로로-{1-[2-(벤조[b]푸란-2-일메톡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일}아세트아미드를황갈색 고체로 얻
었다. 이 물질을 메탄올 15 mL에 용해시켰다. 소듐 메톡시드 2.04 mL (9.01 mmol)를 첨가하였고, 이렇게 하여 얻어
진 용액을 48 시간동안 교반하였다. 흰색 침전물을 여과하여 단리시킨 다음 아세토니트릴로 재결정화하여 0.22 g의
1-[2-(벤조[b]푸란-2-일메톡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회백색 침상결정체로 얻었다 (m. p. 2
01-203℃).
분석: C 21 H
% N 15.51.

18

N

4

0

2

에 대한 이론치 : % C, 70.38; % H, 5.06; % N, 15.63; 실측치: % C, 70.36; % H, 4.80;

1

H-NMR (300 MHz, DMSO-d6) δ 8.16 (s, 1H), 8.06 (d, J= 7.8 Hz, 1H), 7.49-7.62 (m, 3H), 7.42 (m, 1H), 7.1
6-7.31 (m, 3H), 6.76 (s, 1H), 6.58 (br s, 2H), 4.83 (t, J= 5.4 Hz, 2H), 4.61 (s, 2H), 3.97 (t, J = 5.1 Hz, 2H)
IR (KBr) 3455,3069,1583,1530,1397,1254,1088
HRMS (EI) C

21

H

18

N

4

0

2

(M

+

)에 대한 이론치 358.1430, 실측치 358.1428.

실시예 13
1-[2-(피리딘-3-일메톡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히드로클 로라이드

파트 A
질소 분위기 하에서, 미네랄 오일 중의 60% 소듐 하이드라이드 16.88 g (422 mmol)을 무수 N,N-디메틸포름아미드
600 mL 중의 2-(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탄올 60.0 g (281 mmol)의 용액에 조금씩 가하였다. 알콕시
드를 약 1.5 시간동안 교반하였다. 벤질브로미드 50.2 mL (422 mmol)를 약 30 분에 걸쳐 천천히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주위 온도에서 밤새 교반하였다. 용매를 감압 하에서 제거하였다. 잔류물을 에틸 아세테이트 중에서 취하여,
물로 몇 번 세척하고, 염수로 세척하고, 마그네슘 술페이트로 건조시킨 다음, 감압하에서 농축하여 1-[2-(벤질옥시)
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을 어두운 색 오일로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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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NMR (300 MHz, DMSO-d6) δ 9.22 (s, 1H), 8.42 (s, 1H), 8.40 (s, 1H), 8.17 (m, 1H), 7.69 (m, 2H), 7.107.22 (m, 5H), 4.95 (t, J= 5.1 Hz, 2H), 4.45 (s, 2H), 3.93 (t, J= 5.1 Hz, 2H)
C

19

H

17

N

30

에 대한 MS (CI) m/z 304 (MH

+

), 214

파트 B
3-클로로퍼옥시벤조산 69.36 g (최대 77%)을 클로로포름 800 mL 중의 1-2-(벤질옥시)에틸-1H-이미다조[4,5-c]
퀴놀린 85.36 g (281 mmol)의 용액에 15 분동안 조금씩 가하였다. 1 시간 후 TLC (디클로로메탄 중의 10% 메탄올)
분석을 한 결과, 반응이 종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응혼합물을 포화 중탄산나트륨 (두 차례)로 세척하고, 염수로
세척하고, 마그네슘 술페이트로 건조시킨 다음, 감압하에서 농축하여 고체를 얻었다. 고체를 디에틸 에테르로 슬러리
화 한 다음 여과하여 단리시켜서 1-2-(벤질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5N-옥시드를 어두운 노란색 고
체로 얻었다.
파트 C
옥시염화인 12.84 mL (138 mmol)를 1-2-(벤질옥시)에틸-1H-이미다조 [4,5-c]퀴놀린-5N-옥시드 40.0 g (125
mmol) 및 무수 톨루엔 600 mL의 혼합물에 천천히 가하였다. 반응혼합물을 약 30 분간 교반한 다음 휘발 물질들을
감압 하에서 제거하였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붉은 오일을 디클로로메탄에 용해시키고, 포화 중탄산나트륨으로 두 차
례 세척한 다음, 감압 하에서 농축시켰다. 에틸 아세테이트로 잔류물을 재결정화하여 점성질(gum)의 형태로 얻었다.
물질을 에틸 아세테이트 500 mL에서 취한 다음, 트리에틸아민 25.34 g (250 mmol)과 한데 모았다. 용액을 빙욕에서
식히고, 침전물을 여과하여 단리시켰다. 여과 직후, 물질을 오일로 돌려 보냈다. 오일을 디클로로메탄에서 취하고, 여
액과 한데 모은 다음, 감압하에서 농축하여 오일을 얻었다. 이 물질을 디클로로메탄 및 15% 수산화나트륨 사이에 분
배되었다. 유기 분획을 염수로 세척하고, 마그네슘 술페이트로 건조시킨 다음 감압하 에서 농축하여 오일을 얻었다.
이 오일을 플래시 크로마토그래피 (실리카겔, 먼저 디클로로메탄을 용리제로 사용한 다음 디클로로메탄 중의 2% 메
탄올을 용리제로 사용하고, 그 다음 디클로로메탄 중의 5% 메탄올을 용리제로 사용)로 추가 정제하여 ～21 g의 1-[2
-(벤질옥시)에틸]-4-클로로-1H-이미다조[4,5-c]퀴놀린을 얻었다.
1

H-NMR (300 MHz, DMSO-d6) δ 8.47 (s, 1H), 8.42 (dd, J= 8.3, 1.5 Hz, 1H), 8.08 (dd, J = 8.3, 1.5 Hz, 1H),
7.72 (m, 2H), 7.04-7.17 (m, 5H), 4.96 (t, J= 5.1 Hz, 2H), 4.44 (s, 2H), 3.92 (t, J= 5. 1 Hz, 2H)
C

19

H

16

ClN

3

O에 대한 MS (CI) m/z 338 (MH

+

), 309,248,214

파트 D
페놀 6.21 g (66 mmol)을 디글라임 25 mL 중에서 미네랄 오일 중의 60% 소듐 하이드라이드 2.79 g (69.7 mmol)의
차가운 현탁액에 조금씩 가하였다. 버블이 가라앉으면, 디글라임 10 mL 중의 파트 C로부터 얻은 물질의 용액을 한번
에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용액을 110℃로 가열하였고 밤새 교반하였다. TLC (디클로로메탄 중의 3% 메탄올
사용)분석을 한 결과 반응이 완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용액을 0℃로 냉각시켰고 갈색 침전물이 생성되었다. 디글
라임을 따라냈다. 고체를 헥산과 함께 슬러리화한 다음, 여과하여 단리시켰다. 고체를 물과 함께 슬러리화 한 다음, 여
과하여 단리시키고, 오븐에서 밤새 건조시켰다. 고체를 이소프로판올로 재결정화하여 19.3 g의 1-[2-(벤질옥시)에
틸]-4-페녹시-1H-이미다조[4,5-c]퀴놀린을 고체로 얻었다.
1

H-NMR (300 MHz, DMSO-d6) δ 8.39 (s, 1H), 8.32 (dd, J= 8.3, 1.5 Hz, 1H), 7.69 (dd, J= 8.3, 1.5 Hz, 1H), 7
.46-7.59 (m, 4H), 7.12-7.33 (m, 8H), 4.93 (t, J= 5.1 Hz, 2H), 4.47 (s, 2H), 3.94 (t, J= 5.1 Hz, 2H)
C

25

H

21

N

3

0

2

에 대한 MS (CI) m/z 396 (MH

+

), 306,288

파트 E
질소 분위기 하에서, 트리플산 29.0 g을 무수 디클로로메탄 200 mL 중의 1-[2-(벤질옥시)에틸]-4-페녹시-1H-이
미다조[4,5-c]퀴놀린 7.65 g의 용액에 적가하였다. TLC (디클로로메탄 중의 5% 메탄올 사용)분석을 한 결과 반응이
완결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반응혼합물을 감압하에서 농축하여 오일을 얻었다. 이 물질을 에틸 아세테이트에 용해시
킨 다음, 트리에틸아민 10 당량과 한데 모았다. 용액을 에틸 아세테이트로 추가 희석하고, 물로 세척하고, 염수로 세
척하고, 마그네슘 술페이트로 건조시킨 다음 감압 하에서 농축시켰다. 잔류물을 에틸 아세테이트로 재결정화하여 ～4
.8 g의 2-(4-페녹시-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탄올을 흰색의 솜털같은 고체로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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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NMR (300 MHz, DMSO-d6) δ 8.34 (m, 1H), 8.32 (m, 1H), 7.70 (m, 1H), 7.46-7.60 (m, 4H), 7.25-7.31 (
m, 3H), 5.06 (t, J= 5.4 Hz, 1H), 4.76 (t, J= 5.4 Hz, 2H), 3.90 (q, J= 5.4 Hz, 2H)
파트 F
3-(브로모메틸)피리딘 히드로브로미드 0.638 g (2.52 mmol)를 교반하면서 2-(4-페녹시-1H-이미다조[4,5-c]퀴놀
린-1-일)에탄올 0.7 g (2.29 mmol), 벤질트리메틸암모늄 클로라이드 ～0.03 g, 50% 수산화나트륨 28 mL 및 디클
로로메탄 28 mL를 포함하는 용액에 한번에 첨가하였다. 3 시간 후 TLC (디클로로메탄 중의 5% 메탄올 사용)분석을
한 결과 반응이 완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응혼합물을 물 100 mL 및 디클로로메탄 100 mL으로 희석시켰다. 층
이 분리되었고, 수성 분획을 디클로로메탄 100 mL으로 추출하였다. 유기 분획을 한데 모으고, 염수로 세척하고, 마그
네슘 술페이트로 건조시킨 다음 감압하에서 농축하여 어두운 노란색 고체를 얻었다. 이 물질을 플래시 크로마토그래
피 (실리카겔, 디클로로메탄 중의 5% 메탄올을 용리제로 사용)로 정제하여 0.74 g의 4-페녹시-1-[2-(피리딘-3-일
메톡시)에틸]-1H-이미다조 [4,5-c]퀴놀린을 선명한 노란색 고체로 얻었다.
1

H-NMR (300 MHz, DMSO-d6) 8.42 (dd, J= 4.9, 2.0 Hz, 1H), 8.38 (s, 2H), 8.33 (dd, J= 8.3, 1.5 Hz, 1H), 7.70
(dd, J= 8.3, 2.0 Hz, 1H), 7.46-7.59 (m, 5H), 7.22-7.33 (m, 4H), 4.96 (t, J= 4.9 Hz, 2H), 4.52 (s, 2H), 3.98 (t, J
= 4.9 Hz, 2H)
C

24

H

20

N

4

0

2

에 대한 MS (CI) m/z 397 (MH

+

), 306, 288, 212,110

파트 G
4-페녹시-1-[2-(피리딘-3-일메톡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 0.67 g (1.69 mmol) 및 암모늄 아세테이
트 1.30 g (16.9 mmol)을 한데 모으고 150℃로 가 열하였다. 5 시간 후 TLC (디클로로메탄 중의 10% 메탄올 사용)
분석을 한 결과, 출발 물질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암모늄 아세테이트 5 g을 더 첨가하였다. 1 시간 후 TLC 분석을
한 결과, 반응이 완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응혼합물을 주위 온도에서 밤새 냉각시켰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갈색
오일을 물 100 mL와 한데 모으고, 중탄산나트륨으로 염기성(pH 9)으로 만들었다. 생성물을 디클로로메탄 100 mL로
두 차례 추출하였다. 추출물을 한데 모으고, 염수로 세척하고, 마그네슘 술페이트로 건조시킨 다음, 감압하에서 농축
하여 회색을 띠는 흰색의 점성질 고체를 얻었다. 이 물질을 플래시 크로마토그래피 (실리카겔, 디클로로메탄 중의 10
% 메탄올을 용리제로 사용)로 정제하여 0.40 g의 점성질 흰색 고체를 얻었다. 이 물질을 메탄올 10 mL에 용해시켰다
. 염화수소/디에틸 에테르 5 당량을 적가하였고, 혼합물을 1 시간동안 교반하였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침전물을 여과
하여 단리시키고, 디에틸 에테르로 세정하고, 진공 오븐에서 건조시켜서 0.358 g의 1-[2-(피리딘-3-일메톡시)에틸]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히드로클로라이드를 밝은 노란색 고체로 얻었다 (m. p. 229-231℃).
분석 : C 18 H 17 N 5 0ㆍ2.75HClㆍ0.4H
0.44; % H, 4.96; % N, 16.19.

2

0에 대한 이론치: % C, 50.62; % H, 4.85; % N, 16.40; 실측치: % C, 5

1

H-NMR (300 MHz, DMSO-d6) δ 8.78 (d, J= 5.4 Hz, 1H), 8.71 (s, 1H), 8. 56 (s, 1H), 8. 34 (d, J= 8.3 Hz, 1H
), 8.26 (d, J= 7.8 Hz, 1H), 7.90 (dd, J= 7.8, 5.9 Hz, 1H), 7.84 (d, J = 8.3 Hz, 1H), 7.72 (t, J= 7.8 Hz, 1H), 7.54
(t, J= 7.8 Hz, 1H), 4.98 (t, J = 4.9 Hz, 2H), 4.69 (s, 2H), 4.04 (t, J= 4.9 Hz, 2H)
C

18

H

17

N

5

0ㆍHCl

(11/4)

ㆍH

2

0

(2/5)

에 대한 MS (CI) m/z 321 (MH+), 229.

실시예 14
1-[2-(피리딘-2-일메톡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파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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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3, 파트 F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2-(4-페녹시-1H-이미다조 [4,5-c]퀴놀린-1-일)에탄올 0.9 g (2.
95 mmol)을 2-피콜릴 클로라이드 HCl 0.53 g (3.24 mmol)과 반응시키고, 생성물을 정제하여 0.65 g의 4-페녹시-1
-[2-(피리딘-2-일메톡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을 얻었다.
1

H-NMR (300 MHz, DMSO-d6) δ8.41 (m, 2H), 8.34 (dd, J= 8.3,1.5 Hz, 1H), 7.70 (dd, J = 8.3, 1.5 Hz, 2H), 7
.46-7.66 (m, 5H), 7.18-7.33 (m, 4H), 7.30 (d, J= 7.8 Hz, 1H), 4.98 (t, J=4.9 Hz, 2H), 4.55 (s, 2H), 4.04 (t, J=
4.9 Hz, 2H)
파트 B
파트 A로부터 얻은 물질 및 암모늄 아세테이트를 한데 모으고 150℃로 가열하였다. 5 시간 후 TLC (디클로로메탄 중
10% 메탄올) 분석을 한 결과, 반응이 완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응혼합물을 주위 온도로 냉각시킨 다음, 이를 물
100 mL와 한데 모으고 중탄산나트륨으로 염기성(pH 9)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흰색 침전물을 여과하여
단리시킨 다음, 디에틸 에테르로 슬러리화하였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흰색 고체를 여과하여 단리시킨 다음 아세토니
트릴로 재결정화하여 0.18 g의 1-[2-(피리딘-2-일메톡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흰색 고체
로 얻었다 (m. p. 196-198℃).
분석: C
, 22.13.

18

H

17

N

5

O에 대한 이론치: % C, 67.70; % H, 5.37 ; % N, 21.93; 실측치: % C, 67.86; % H, 5.31 ; %N

1

H-NMR (300 MHz, DMSO-d6) δ 8.43 (d, J= 4.9 Hz, 2H), 8.20 (s, 1H), 8.09 (d, J= 6.8 Hz, 1H), 7.63 (dt, J=
8.3,1.5 Hz, 2H), 7.43 (dt, J= 8.3, 1.5 Hz, 1H), 7.19-7.24 (m, 2H), 7.12 (d, J=7.8 Hz, 1H), 6.53 (br s, 2H), 4.87
(t, J= 5.1 Hz, 2H), 4.54 (s, 2H), 3.99 (t, J= 5.1 Hz, 2H)
C

18

H

17

N

5

O에 대한 MS (CI) m/z 320 (MH

+

), 229,211.

실시예 15
1-[2-(피리딘-4-일메톡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파트 A
실시예 13, 파트 F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2-(4-페녹시-1H-이미다조 [4,5-c]퀴놀린-1-일)에탄올 1.1 g (3.
61 mmol)을 4-피콜릴 클로라이드 HCl 0.649 g (3.96 mmol)과 반응시키고, 생성물을 정제하여 ～0.3 g의 4-페녹시
-1-[2-(피리딘-4-일메톡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을 얻었다.
1

H-NMR (300 MHz, DMSO-d6) δ 8.41 (s, 1H), 8.39 (s, 1H), 8.34 (dd, J= 7.8,1.5 Hz, 2H), 7.70 (dd, J= 7.8,1.
5 Hz, 1H), 7.46-7.60 (m, 4H), 7.25-7.33 (m, 3H), 7.10 (d, J= 5.9 Hz, 2H), 5.00 (t, J= 4.9 Hz, 2H), 4.53 (s, 2H)
, 4.00 (t, J= 4.9 Hz, 2H)
C

24

H

20

N

4

0

2

에 대한 MS (CI) m/z 397 (MH

+

), 306,288,212,110

파트 B
실시예 14, 파트 B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4-페녹시-1-[2-(피리딘-4- 일메톡시)에틸]-1H-이미다조[4,5-c
]퀴놀린 0.25 g을 아미노화하여 0.14 g의 1-[2-(피리딘-4-일메톡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고체로 얻었다 (m. p. 159-161℃).
분석: C

18

H

17

N

5

O에 대한 이론치: % C, 67.70; % H, 5.37; % N, 21.93; 실측치: % C, 67.37; % H, 5.31;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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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9.
1

H-NMR (300 MHz, DMSO-d6) δ 8.40 (dd, J= 4.4, 1.5 Hz, 2H), 8.20 (s, 1H), 8.09 (d, J= 8.3 Hz, 1H), 7.62 (d
, J= 8.3 Hz, 1H), 7.43 (m, 1H), 7.21 (m, 1H), 7.10 (d, J=5.4 Hz, 1H), 6.54 (br s, 2H), 4.87 (t, J= 5.1 Hz, 2H), 4.
51 (s, 2H), 3.94 (t, J= 5.1 Hz, 2H)
C

18

H

17

N

5

O 에 대한 MS (CI) m/z 320 (MH

+

), 229,136

실시예 16
1-{2-[(3,5-디메틸이속사졸-4-일)메톡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파트 A
실시예 13, 파트 F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2-(4-페녹시-1H- 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탄올 0.82 g (2
.69 mmol)을 4-(클로로메틸)-3,5-디메틸이속사졸 0.43 g (2.95 mmol)과 반응시키고, 정제하여 0.59 g의 1-{2-[(3
,5- 디메틸이속사졸-4-일)메톡시]에틸}-4-페녹시-1H-이미다조[4,5-c]퀴놀린을 흰색 거품같은 고체로 얻었다.
1

H-NMR (300 MHz, DMSO-d6) δ 8.29-8.32 (m, 2H), 7.70 (dd, J= 7.8, 1.5 Hz, 1H), 7.46-7.60 (m, 4H), 7.25
-7.32 (m, 3H) 4.89 (t, J= 5.1 Hz, 2H), 4.24 (s, 2H), 3.89 (t, J= 4.9 Hz, 2H), 2.16 (s, 3H), 1.93 (s, 3H)
C

24

H

22

N

4

0

3

에 대한 MS (CI) m/z 415 (MH

+

), 306, 212,112

파트 B
실시예 14, 파트 B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파트 A로부터 얻은 물질을 아미노화하여 0.39 g의 1-{2-[(3,5-디
메틸이속사졸-4-일)메톡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흰색 고체로 얻었다 (m. p. 213-215℃).
분석: C 18 H
% N, 21.01.

19

N

5

O

2

에 대한 이론치: % C, 64.08 ; % H, 5.68; % N, 20.76; 실측치: % C, 64.02; % H, 5.53;

1

H-NMR (300 MHz, DMSO-d6) δ 8.12 (s, 1H), 8.05 (dd, J= 8.3, 1.0 Hz, 1H), 7.61 (dd, J = 8.3, 1.0 Hz, 1H),
7.43 (m, 1H), 7.21 (m, 1H), 6.52 (br s, 2H), 4.79 (t, J= 5.1 Hz, 2H), 4.23 (s, 2H), 3.85 (t, J= 5.1 Hz, 2H), 2.20
(s, 3H), 1.97 (s, 3H)
C

18

H

19

N

5

O

2

에 대한 MS (CI) m/z 338 (MH

+

), 229,112

실시예 17
1-(2-{[3-(피리미딘-2-일)-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트리플루오로아세테이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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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 분위기 하에서, 1-[2-(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 -4-아민 1.0 g (3.7 mmol), 트리에
틸아민 1.0 g (9.7 mmol) 및 무수 N,N-디메틸포름아미드 20 mL를 한데 모았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용액을 65℃로
가열하였다. 요오드화구리(I) 0.07 g (0.4 mmol), 디클로로비스(트리페닐포스핀)팔라듐(II) 0. 13 g (0.2 mmol) 및 2
-브로모피리미딘 0.65 g (4.1 mmol)을 첨가하고, 반응혼합물을 65℃에서 밤새 교반하였다. N,N-디메틸포름아미드
를 감압 하에서 제거하여 조 생성물을 타르(tar)로 얻었다. 이 타르를 먼저 칼럼 크로마토그래피 (실리카겔, 디클로로
메탄을 용리제로 사용)로 정제한 다음, 방법 A를 사용하여 반제조용 HPLC로 정제하여 0.05 g의 1-(2-{[3-(피리미
딘-2-일)-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트리플루오로아세테이트를 스폰지같은 흰
색 고체로 얻었다 (m. p. 214-215℃).
분석: C 19 H 16 N 6 O ㆍ1.5C 2 HF 3 0
치: % C, 50.67; % H, 3.11; % N, 16.14.

2

ㆍ0.3H

2

0에 대한 이론치: % C, 50.67; % H, 3.51; % N, 16.12; 실측

1

H-NMR (300 MHz; DMSO-D 6 ) δ(ppm) 9.169 (s, 1H), 8.646 (s, 2H), 8.497 (s, 1H), 8.328 (d, J=8.3Hz, 1H)
, 7.773 (d, J=6.9Hz, 1H), 7.703 (t, J=6.7Hz, 1H), 7.558 (t, J=7.2Hz, 1H), 4.942 (t, J=4.8Hz, 2H), 4.447 (s, 2H),
4.073 (t, J=4.9Hz, 2H).
실시예 18
1-(2-{[3-(피리드-4-일)-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비스(트리플루오로아세테
이트)

질소 분위기 하에서, 1-[2-(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 -4-아민 0.5 g (1.9 mmol), 트리에
틸아민 0.5 g (4.9 mmol), 요오드화구리(I) 0.036 g (0.2 mmol), 4-브로모피리딘 0.51 g (2.6 mmol) 및 아세토니트
릴 20 mL를 한데 모으고, 주위 온도에서 교반하였다. 디클로로비스(트리페닐포스핀) 팔라듐(II) 0.066 g (0.1 mmol)
을 첨가하였다. 반응혼합물을 밤새 환류하면서 가열하였다. 아세토니트릴을 감압 하에서 제거하였다. 잔류물을 디클
로로메탄 및 메탄올 중에서 취한 다음, 기본 알루미나 칼럼을 통과시켰다. 각 부분들을 한데 모으고, 감압 하에서 농축
시켰다. 잔류물을 아세토니트릴을 사용하여 분쇄하였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고체를 여과하여 단리시킨 다음, 방법 A
를 사용하여 반제조용 HPLC에 의해 정제하여 0.1 g의 1-(2-{[3-(피리드-4-일)-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
다조[4,5-c]퀴놀린-4-아민 비스(트리플루오로아세테이트)를 회색의 솜털같은 고체로 얻었다 (m. p. 135℃(dec.)).
분석: C 20 H 17 N 5 0ㆍ2.0C 2 HF 3 0
치: % C, 49.59; % H, 3.51; % N, 12.22.

2

ㆍ0.5H

2

O에 대한 이론치: % C, 49.66; % H, 3.47 ; % N, 12.06; 실측

1

H-NMR (300 MHz; DMSO-d 6 ) δ (ppm) 9.063 (bs, 2H), 8. 551 (d, J=5.2Hz, 2H), 8.498 (s, 1H), 8.335 (d, J
=7.7Hz, 1H), 7.795 (d, J=6.9Hz, 1H), 7.727 (t, J=8.3Hz, 1H), 7.564 (t, J=8.3Hz, 1H), 7.139 (d, J=5.7Hz, 2H), 4
.942 (t, J=4.8Hz, 2H), 4.427 (s, 2H), 4.056 (t, J=4.8Hz, 2H).
실시예 19
1-(2-{[3-(푸르-3-일)-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트리플루오로아세테이트

- 38 -

공개특허 특2003-0070050
질소 분위기 하에서, 1-[2-(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 -4-아민 0.5 g (1.9 mmol), 트리에
틸아민 0.5 g (4.9 mmol), 요오드화구리(I) 0.036 g (0.2 mmol), 3-브로모푸란 0.38 g (2.6 mmol) 및 무수 N,N-디
메틸포름아미드 20 mL를 한데 모으고 주위 온도에서 교반하였다. 디클로로비스(트리페닐포스핀)팔라듐(II) 0.066 g
(0.1 mmol)을 첨가하였다. 반응혼합물을 80℃에서 밤새 가열하였다. 반응혼합물을 주위 온도로 냉각시킨 다음, 이를
디클로로메탄으로 희석시켰다. 이렇게 하여 얻은 미세한 갈색 침전물을 여과하여 제거하였다. 여액을 감압 하에서 농
축시켰다. 잔류물을 최소량의 N,N-디메틸포름아미드에 용해시키고, 실리카겔 칼럼을 통과시켰다. 적절한 분획들을
한데 모으고, 감압 하에서 농축시켰다. 잔류물을 방법 A를 사용하여 반제조용 HPLC로 정제하여 0.1 g의 1-(2-{[3-(
푸르-3-일)-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트리플루오로아세테이트를 솜털같은 아
이보리색 고체로 얻었다 (m. p.160-162℃).
분석:C 19 H 16 N 4 0 2 ㆍC 2 HF 3 0 2 ㆍ0.25H
치: % C, 55.57; % H, 3.43; % N, 12.45.

2

O에 대한 이론치: % C, 55.94; % H, 3.91; % N, 12.42; 실측

1

H-NMR (300 MHz; DMSO-d 6 ) δ (ppm) 8.859 (bs, 2H), 8.473 (s, 1H), 8.32 (d, J=8.3Hz, 1H), 7.849 (s, 1H)
, 7.813 (d, J=7.3Hz, 1 H), 7.714 (t, J=8.5Hz, 1H), 7.697 (d, J=2Hz, 1H), 7.551 (t, J=6.8Hz, 1H), 6.409 (d, J=1.9
Hz, 1H), 4.919 (t, J=5.5Hz, 2H), 4.337 (s, 2H), 4.002 (t, J=4.8Hz, 2H).
실시예 20
4-{3-[2-(4-아미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톡시]-프로핀-1-일} 티오펜-2-카르복스알데히드 트리
플루오로아세테이트

실시예 20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1-[2-(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0.5 g (
1.9 mmol)을 3-브로모-2-티오펜카르복스알데히드 0.5 g (2.6 mmol)과 반응시키고, 조 생성물을 방법 A를 사용하
여 반제조용 HPLC로 정제하여 0.13 g의 4-{3-[2-(4-아미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톡시]-프로핀1-일}-티오펜-2-카르복스알데히드 트리플루오로아세테이트를 솜털같은 아이보리색 고체로 얻었다 (m. p. 195℃).
분석: C 20 H 16 N 4 0 2 SㆍC
.16; % H, 3.21; % N, 11.36.

2

HF

3

0

2

에 대한 이론치: % C, 53.88; % H, 3.49; % N, 11.42; 실측치: % C, 54

1

H-NMR (300 MHz; DMSO-d 6 ) δ (ppm) 9.874 (s, 1H), 8.972 (bs, 2H), 8.483 (s, 1H), 8.322 (d, J= 7.9Hz, 1
H), 8.076 (s, 1H), 7.771 (d, J= 8.3Hz, 1H), 7.736 (s, 1H), 7.71 (t, J= 8.4Hz, 1H), 7.555 (t, J= 6.9Hz, 1H), 4.928
(t, J= 5.3Hz, 2H), 4.371 (s, 2H), 4.043 (t, J= 4.8Hz, 2H).
실시예 21
1-(2-{[3-(피리드-2-일)-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트리플루오로아세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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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9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1-[2-(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0.5 g (
1.9 mmol)을 2-브로모피리딘 0.51 g (2.6 mmol)과 반응시키고, 조 생성물을 방법 A를 사용하여 반제조용 HPLC로
정제하여 0.1 g의 1-(2-{[3-(피리드-2-일)-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 -4-아민 트리플
루오로아세테이트를 회색의 솜털같은 고체로 얻었다 (m. p. 129-131℃).
분석: C 20 H 17 N 5 0ㆍ1.75C 2 HF 3 0 2 ㆍ0.25H
실측치: % C, 51.80; % H, 3.20; % N, 13.11.

2

O에 대한 이론치: % C, 51.56; % H, 3.55; % N, 12 : 80;

1

H-NMR (300 MHz; DMSO-d 6 ) δ (ppm) 9.013 (bs, 2H), 8.516 (s, 1H), 8.495 (s, 1H), 8.331 (d, J=8.2Hz, 1
H), 7.75 (m, 3H), 7.553 (t, J=8.2Hz, 1H), 7.375 (dd, J=7.8; 4.9Hz, 1H), 7.23 (d, J=7.8Hz, 1H), 4.944 (t, J=5.4H
z, 2H), 4.418 (s, 2H), 4.059 [(t, J=4.8Hz, 2H).
실시예 22-26
하기 표의 화합물들은 하기의 일반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기 반응식 I의 합성법에 따라 제조하였다.
4-아미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 알콜 25 mg을 2 드램 (7.4 mL 바이알에 넣었다. 60% 소듐 하이드라
이드(미네랄 오일 중) 1.2 당량 및 N,N- 디메틸포름아미드 1 mL를 첨가하였다. 바이알을 약 15 내지 30 분간 주위
온도에서 초음파 파쇄기에 올려 놓아 알콕시드를 형성시켰다. 할리드 1.2 당량을 첨가하였고, 바이알을 다시 약 15
내지 120 분간 주위 온도에서 초음파 파쇄기에 올려놓았다. 반응혼합물을 LC/MS로 분석하여 원하는 생성물이 이렇
게 하여 얻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응혼합물을 반제조용 HPLC로 정제하였다. 반제조용 HPLC 분획들을 LCAPCI/MS로 분석하였고, 적절한 분획들을 한데 모으고, 동결건조시켜 원하는 생성물의 트리플루오로아세테이트 염을
얻었고, 이는 정확한 질량 및 1 H NMR 분광기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기 표는 유리 염기의 구조, 이론적 질량 (TM),
및 측정된 질량 (MM) 또는 공칭 질량 (NM)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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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27
1-{2-메틸-1-[(피리드-2-일옥시)]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트리플루오로아세테이트

상기 실시예 22-26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2-(4-아미노-1H-이미다조 [4,5-c]퀴놀린-1-일)-3-메틸부탄-1
-올을 2-(트리플루오로메틸술포닐옥시)피리딘과 반응시키고, 방법 A를 사용하여 반제조용 HPLC로 조 생성물을 정
제하여 1-{2-메틸-1-[(피리드-2-일옥시)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트리플루오로아세
테이트 염으로 얻었다. TM = 347.1746, MM = 347.1740
실시예 28
1-{1-[(피리드-2-일옥시)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트 리플루오로아세테이트

상기 실시예 22-26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2-(4-아미노-1H-이미다조 [4,5-c]퀴놀린-1-일)-3-메틸부탄-1
-올을 2-(트리플루오로메틸술포닐옥시)피리딘과 반응시키고, 조 생성물을 방법 B를 사용하여 반제조용 HPLC로 정
제하여 1-{1-[(피리드-2-일옥시)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트리플루오로아세테이트 염
으로 얻었다. TM = 333.1590, MM = 333.1598
실시예 29
1-[2-(9H-카르바졸-3-일옥시)프로필]-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트리플루오로아세테이트

0.5 g의 1-(4-아미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프로판-2-올을 N,N-디메틸포름아미드 20 mL에 용해시
킴으로써 제조된 용액 중 1 mL를 취하여 2-히드록시카르바졸 38 mg (2 당량)을 포함하는 2 드램 (7.4 mL)의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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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알에 첨가하였 다. N,N-디메틸포름아미드 1 mL에 용해된 트리페닐포스핀 54 mg (2 당량)을 바이알에 첨가하였
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슬러리를 초음파 파쇄를 하여 페놀에 용해시켰다. 디에틸 아지도카르복실레이트 36 mg (2 당
량)을 니트(neat)상태로 첨가하였다. 반응혼합물을 약 30 분간 초음파 파쇄를 한 다음, 밤새 주위 온도에서 진탕하였
다. 용매를 제거하고, 방법 A를 사용하여 반제조용 HPLC에 의해 잔류물을 정제하였다. 화합물을 트리플루오로아세
테이트 염으로 얻었다. TM = 407, NM [M + H] +1 = 408.
실시예 30
1-{2-[(3-티엔-2-일프로프-2-인일)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파트 A
실시예 1, 파트 B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2-(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틸(2-프로피닐)에테르를 산
화시켜 67.5 g의 1-[2-(2-프로피닐옥시)에틸 ]-1H-이미다조[4,5-c]퀴놀린-5N-옥시드를 황갈색 고체로 얻었다.
C

15

H

14

N

3

0

2

에 대한 MS (CI) m/z 268 (MH

+

), 252,214.

파트 B
질소 분위기 하에서, 건조시킨 둥근 바닥 플라스크를 교반 막대, 1-[2-(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
]퀴놀린-5N-옥시드 57.5 g (215.1 mmol), 무수 톨루엔 200 mL 및 무수 디메틸 포름아미드 400 mL로 채웠다. 옥시
염화인 23 mL (247.4 mmol)을 적당한 발열량 (～40 ℃)을 내는 이 혼합물에 20 분 넘게 적가하였다. 반응이 주위 온
도에서 1.25 시간 후에 완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휘발 물질들을 감압 하에서 제거하였고, 이렇게 하여 얻어진 고체
는 클로로포름 및 10% 탄산나트륨 용액 사이에 분배되었다. 수성층을 클로로포름으로 추출하였고, 유기 분획들을 한
데 모으고, 무수 마그네슘 술페이트로 건조시키고, 여과시켰으며 감압 하에서 농축시켰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갈색
고체를 60 ℃에서, 진공 하에서 4 시간동안 건조시켜서 36.6 g의 4-클로로-1-[2-(프로프-2-인일옥시)에틸]-1H이미다조 [4,5-c]퀴놀린을 파우더로 얻었다.
C

15

H

12

ClN

3

0에 대한 MS (CI) m/z 286 (MH

+

), 246,204.

파트 C
질소 분위기 하에서, 및 주위 온도에서, 건조시킨 둥근 바닥 플라스크를 교반 막대, 소듐 하이드라이드 8.15 g (203.9
mmol) 및 무수 2-메톡실에틸 에테르(디글라임, 100 mL로 채웠다. 페놀 20.7 g (220.2 mmol)을 고체로 수 회 나누
어 첨가 하였고, 이렇게 하여 얻어진 용액을 질소 분위기 하에서, 기체 방출이 멈출때까지 교반하였다. 4-클로로-1-[
2-(프로프-2-인일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 46.6 g (163.1 mmol)을 니트 상태로 가하였고, 용액을 1
10 ℃로 가열하였다. 15.5 시간 후, 디글라임 20 mL 중의 소듐 페녹시드 (페놀 5 g, 53.1 mmol 및 소듐 하이드라이
드 1.91 g, 47.8 mmol)의 기생성된 용액을 반응용액에 첨가하였고, 165 ℃까지 가열하였다. 1 시간 후, 165 ℃에서
반응이 완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70 ℃ 미만으로 냉각시킨 후에, 휘발 물질들을 감압 하에서 제거하였고, 이렇게
하여 얻어진 갈색 고체가 클로로포름 및 포화 탄산나트륨 용액사이에 분배되었다. 수성 분획을 클로로포름으로 추출
하였고; 한데 모인 유기 분획들을 무수 마그네슘 술페이트로 건조시키고, 여과시킨 다음, 감압하에서 농축하여 갈색
고체를 얻었다. 고체를 소량의 디메틸 포름아미드를 이용하여 아세토니트릴로 재결정화하여 25 g의 4-페녹시-1-[2
-(프로프-2-인일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을 결정성 고체로 얻었다.
C

21

H

17

N

3

0

2

에 대한 MS (CI) m/z 344 (MH

+

), 306,288.

파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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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3, 파트 A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4-페녹시-1-[2-(프로프-2-인일옥시)에틸]-1H-이미다조[4,5-c]
퀴놀린 10 g (29.4 mmol)을 2-요오드티오펜 3.6 mL (32.3 mmol)과 반응시켰다. 실리카겔 (98/2 디클로로메탄/메
탄올) 상에서의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여 얻은 유리같은 고체를 에테르를 사용하여 분쇄하여 5.3 g 의 4-페녹시-1
-{2-[(3-티엔-3-일프로프-2-인일)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을 회색 파우더로 얻었다.
C

25

H

19

N

3

0

2

+

S에 대한 MS (CI) m/z 426 (MH

), 306,288.

파트 E
건조시킨 원형 바닥에서, 4-페녹시-1-{2-[(3-티엔-3-일프로프-2-인일)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
3.2 g (7.52 mmol) 및 암모늄 아세테이트 32 g (415 mmol)을 같이 용융시키고, 질소 분위기 하에서, 150 ℃로 가열
하였다. 2 시간 후, 암모늄 아세테이트 10 g (129 mmol)을 더 첨가하였다. 총 4 시간 후에, 반응이 완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용융된 고체들을 주위 온도로 냉각시키고, 1N의 수산화칼륨 용액으로 pH ～13까지 염기성화하였다. 디클
로로메탄으로 수성 혼합물을 추출하였고(3 회); 한데 모인 유기 분획을 염수로 세척하고, 무수 마그네슘 술페이트로
건조시키고, 여과시킨 다음, 감압 하에서 농축시켰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고체를 실리카겔 (98/2 디클로로메탄/메탄
올) 상에서의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한 다음, 에테르를 사용하여 분쇄하여 0.812 g의 1-{2-[(3-티엔-2-일프로프2-인일)옥시]에틸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흰색 파우더로 얻었다 (m. p. 148-150 ℃).
분석: C 19 H
N, 16.11

16

N

4

OS에 대한 이론치: % C, 65.50; % H, 4.63; % N, 16.08. 실측치: % C, 65.42; % H, 4.65; %

1

H NMR (300 MHz, DMSO) δ 8.16 (s, 1 H), 8.11 (d, J = 6.8 Hz, 1 H), 7.60 (m, 2 H), 7.43 (t, J = 6.8 Hz, 1 H),
7.20-7.25 (m, 2 H), 7.04 (dd, J = 4.9, 3.9 Hz, 1 H), 6.58 (s, 2 H), 4.84 (t, J = 5.4, 2 H), 4.41 (s, 2 H), 3.99 (t, J
= 5.4, 2 H)
C

19

H

16

N

4

OS에 대한 MS (CI) m/z 349 (MH

+

), 229,185.

실시예 31
1-{2-[(1-메틸-1H-인돌-2-일)메톡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파트 A
실시예 30, 파트 D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4-페녹시-1-[2-(프로프-2-인일옥시)에틸]-1H-이미다조[4,5-c]
퀴놀린 3.16 g (9.20 mmol)을 2-요오드-N,N-디메틸아닐린 2.5 g (10.1 mmol)과 반응시켜서 1.0 g의 1-{2-[(1-메
틸-1H-인돌-2-일)메톡시]에틸}-4-페녹시-1H-이미다조[4,5-c]퀴놀린을 연한 노란색 결정성 고체로 얻었다.
C

28

H

24

N

4

0

2

에 대한 MS (CI) m/z 449 (MH

+

), 306,186.

파트 B
160 ℃에서 52 시간동안 납용기에서 메탄올 중의 7% 암모니아 20 mL에 노출시킴으로써, 1-{2-[(1-메틸-1H-인돌
-2-일)메톡시]에틸}-4-페녹시-1H-이미다조[4,5-c]퀴놀린 0.78 g (1.74 mmol)이 원하는 생성물로 부분적으로 바
뀌었다. 휘발 물질들을 감압 하에서 제거하였고, 물질을 메탄올 중의 7% 암모니아 20 mL와 160 ℃에서 80 시간동안
추가로 반응시켜서 출발 물질을 완전히 소비하였다. 고체를 여과하여 제거하고, 여액을 감소된 진공하에서 농축시켰
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물질을 실리카겔 (9/1 디클로로메탄/메탄올 사용) 상에서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였다. 이
렇게 하여 얻어진 고체를 디메틸 포름아미드로 재결정화하여 0.121 g의 1-{2-[(1-메틸-1H-인돌-2-일)메톡시]에
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흰색의 편평한 결정으로 얻었다 (m. p. 243-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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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C

22

H

21

N

5

Oㆍ(C

3

H

7

ON)

0.20

에 대한 이론치: % C, 70.50; % H, 5.81 ; % N, 18.75.

실측치: % C, 70.72; % H, 5.70; % N, 18.36
1

H NMR (300 MHz, DMSO) δ 8.13 (s, 1 H), 8.05 (d, J = 8.3 Hz, 1 H), 7.60 (d, J = 9.3, 1 H), 7.36-7.47 (m, 3
H), 7.10-7.20 (m, 2 H), 6.98 (t, J = 7.3 Hz, 1 H), 6.58 (brs, 2 H), 6.36 (s, 1 H), 4.82 (t, J = 4.9, 2 H), 4.64 (s,
2 H), 3.92 (t, J = 4.9, 2 H), 3.52 (s, 3 H)
C

22

H

21

N

5

O에 대한 MS (CI) m/z 372 (MH

+

), 229,144.

실시예 32
1-[2-(3-티엔-2-일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파트 A
질소 분위기 하에서, 건조시킨 둥근 바닥 플라스크를 교반 막대, 2-(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틸 (2-프로
피닐) 에테르 11.78 g (46.88 mmol), 무수 트리에틸아민 14 mL (121.9 mmol), 2-요오드티오펜 5.7 mL (51.57 mm
ol) 및 무수 디메틸 포름아미드 130 mL로 채우고, 80 ℃로 가열하였다. 5 분 후, 디클로로비스(트리페닐포스핀)팔라
듐(II) 0.658 g (0.937 mol) 및 요오드화구리(I) 0.357 g (1.875 mmol)을 용액에 니트 상태로 첨가하였다. 반응이 50
분 후에 완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휘발 물질들을 감압 하에서 제거하였고, 이렇게 하여 얻어진 고체는 디클로로메
탄 및 0.5N 수산화칼륨 용액 사이에 분배되었다. 수성 분획을 디클로로메탄으로 추출하였고(3 회); 한데 모인 유기 분
획을 무수 마그네슘 술페이트로 건조시키고, 여과시켰고, 감압하에서 농축하여 갈색 고체를 얻었다. 실리카겔 (98/2
디클로로메탄/메탄올 사용) 상에서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여 얻은 유리같은 고체를 에테르를 사용하여 분쇄하여 9
.5 g의 1-{2-[(3-티엔-2-일프로프-2-인일)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을 황갈색 고체로 얻었다.
C

19

H

15

N

3

0S에 대한 MS (CI) m/z 334 (MH

+

), 290,214.

파트 B
실시예 3, 파트 B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1-{2-[(3-티엔-2-일프로프-2-인일)옥시]에틸}-1H-이미다조[4,5
-c]퀴놀린 9.5 g (28.49 mmol)을 메탄올 25 mL 중의 탄소상 10% 팔라듐 1 g으로 환원시켜 9.1 g의 1-[2-(3-티엔
-2-일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을 갈색 오일로 얻었다.
C

19

H

19

N

3

0S에 대한 MS (CI) m/z 338 (MH

+

), 214.

파트 C
실시예 1, 파트 B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1-[2-(3-티엔-2-일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을
산화시켜 4.4 g의 1-[2-(3-티엔-2-일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5N-옥시드를 정제되지 않은 황
갈색 고체로 얻었다.
C

19

H

19

N

3

0S에 대한 MS (CI) m/z 354 (MH

+

), 338,214.

파트 D
실시예 1, 파트 C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1-[2-(3-티엔-2-일프로폭시) 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5N-옥시드 4.4 g (12.45 mmol)을 트리클로로아세틸 이소시아네이트 1.8 mL (14.9 mmol)와 반응시켜서 2,2,2-트
리클로로-N-{1-[2-(3-티엔-2-일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일}아세트아미드를 정제된 유리

- 44 -

공개특허 특2003-0070050
같은 고체로 얻었다.
파트 E
주위 온도에서, 건조시킨 둥근 바닥 플라스크를 교반 막대, 2,2,2-트리클로로-N-{1-[2-(3-티엔-2-일프로폭시)에
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일}아세트아미드 및 메탄올 중의 25% 소듐 메톡시드 11 mL (49.8 mmol)로 채
웠다. 반응이 30 시간 후에 완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휘발 물질들을 감압 하에서 제거하였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오일을 방법 A를 사용한 반제조용 HPLC, 실리카겔 (95/5 디클로로메탄/메탄올 사용) 상에서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
하고, 에틸 아세테이트/헥산으로재결정화하여 43 mg의 1-[2-(3-티엔-2-일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
퀴놀린 -4-아민을 흰색 결정성 고체로 얻었다. (m. p. 130.1-131.6 ℃).
분석: C 19 H 20 N 4 0Sㆍ(H
% H, 5.79; % N, 15.57

2

0)

0.30

에 대한 이론치: % C, 63.77; % H, 5.80; % N, 15.66. 실측치: % C, 63.84;

1

NMR (300 MHz, DMSO) δ 8.16 (s, 1 H), 8.12 (d, J = 8.3 Hz, 1 H), 7.62 (d, J = 8.3 Hz, 1 H), 7.43 (t, J = 7.3
Hz, 1 H), 7.20-7.26 (m, 2 H), 6.84 (dd, J = 4.9, 3.4 Hz, 1 H), 6.62 (d, J = 2.4 Hz, 1 H) 6.58 (s, 2 H), 4.79 (t, J
= 5.4 Hz, 2 H), 3.83 (t, J = 5.4 Hz, 2 H), 3.35 (t, J = 6.4, 2 H), 2.64 (t, J = 7.8 Hz, 2 H), 1.69 (p, J = 6.8, 6.3 Hz
, 2 H).
C

19

H

20

N

4

0S에 대한 MS (CI) m/z 353 (MH

+

), 211,185.

실시예 33
1-[2-(3-피리딘-3-일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파트 A
질소 분위기 하에서, 아세트산 무수물 400 ml (4.2 mol) 중의 2-아미노벤조산 100.0 g (0.73 mol)의 용액을 2 시간
동안 환류하면서 가열하였다. 반응물을 실온으로 냉각시키고, 용매를 진공에서 제거하였다. 잔류물을 빙초산 500 mL
에 용해시키고, NaN 3 49.77 g (0.77 mol)을 첨가하였다. 혼합물을 밤새 실온에서 교반하였고, 이어서 진공에서 아
세트산을 농축시켰다. 잔류물을 10% NaOH 500 mL 용액에 용해시키고, 3.5 시간동안 환류하면서 가열하였다. 반응
물을 실온으로 냉각시킨 다음, 얼음물 2 L 및 HC1 150 mL의 혼합물에 부었다. 흰색 고체가 침전되었고, 진공 여과를
하여 이를 모았다. 고체를 진공에서 건조시켜서 130.5 g의 2-(5-메틸-1H-테트라졸-1-일)벤조산을 얻었다.
1

H NMR (300 MHz, DMSO-d
7 (s, 3H);
MS (CI) m/e 205 (MH

+

6

) δ 8.12 (d, J = 7.2 Hz, 1H), 7.91-7.78 (m, 2H), 7.72 (d, J = 7.4 Hz, 1H), 2.3

), 162 (M-N

3

).

파트 B
질소 분위기 하에서, 2-(5-메틸-1H-테트라졸-1-일)벤조산 89.7 g (0.44 mol) 을 아세톤 1 L에 용해시키고, 격렬하
게 교반하면서 세슘 카르보네이트 214.7 g (0.66 mol)을 첨가하였다. 에틸 요오드 70.3 ml (0.88 mol)를 적가하였고,
4 시간동안 반응물을 환류하면서 가열하였다. 반응물을 실온으로 냉각시키고, 여과시켰다. 아세톤을 진공에서 제거하
여 디클로로메탄 800 mL에 용해된 노란색 고체를 얻었고, 포화 중탄산나트륨 200 mL로 세척하였다. 유기 분획을 건
조시키고 (Na 2 SO 4 ), 여과시키고, 농축시켜서 92.7 g의 에틸 2-(5-메틸-1H-테트라졸-1-일)벤조에이트를 밝은
노란색 고체로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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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 NMR (300 MHz, DMSO-d 6 ) δ 8.14 (d, J = 7.8 Hz, 1H), 7.89 (m, 2H), 7.79 (d, J = 7.9 Hz, 1H), 4.08 (q, J
= 7.4 Hz, 2H), 2.40 (s, 3H), 1.04 (t, J = 6.9 Hz, 3H);
MS (CI) m/e 233 (MH

+

), 159.

파트 C
질소 분위기 하에서, 에틸 2-(5-메틸-1H-테트라졸-1-일)벤조에이트 92.7 g ( 0.34 mol)을 N,N-디메틸포름아미드
600mL에 용해시키고, 용액을 얼음 수조에 넣어 차갑게 하였다. 포타슘 에톡시드 67.2 g (0.80 mol)을 용액에 천천히
첨가하였다. 몇 분 후에, 얼음 수조를 제거하고, 반응물을 실온에서 3 시간동안 교반하였다. 반응물을 100 ml의 물로
처리하였고, 약 300-400 ml의 용매를 진공에서 제거하였다. 남은 반응물을 얼음 물 2 L 중의 빙초산 125 mL의 용액
에 부었다. 침전물이 형성되었고, 혼합물을 물 3 L로 추가 희석하였다. 고체를 진공 여과로 모아 63.25 g의 테트라졸
로[1,5-a]퀴놀린-5-올을 노란색 고체로 얻었다.
1

H-NMR (300 MHz, DMSO-d 6 ) δ 8.54 (d, J = 8.4 Hz, 1H). 8.27 (d, J = 8.1 Hz, 1H), 7.99 (t, J = 7.4 Hz, 1H)
, 7.80 (t, J = 7.2 Hz, 1H), 7.04 (s, 1H);
MS (CI) m/e 187 (MH

+

), 159.

파트 D
테트라졸로[1,5-a]퀴놀린-5-올 63.25 g (0.34 mol)을 빙초산 630 mL에 첨가하여 회백색의 진한 현탁액을 얻었다.
니트산 23.6 ml (0.37 mol, 70% 용액)을 천천히 첨가하면서 혼합물을 격렬하게 교반하였다. 그 다음, 반응물을 25℃
로부터 80 ℃로 15 분 이상 가열하였다. 노란색 침전물이 형성되었고, 반응물을 80 ℃에서 5 분간 유지시켰다. 혼합
물을 천천히 0 ℃로 냉각시켰다. 고체를 여과하여 모은 다음, 진공에서 건조시켜서 60.0 g의 4-니트로-테트라졸로[1
,5-a]퀴놀린-5-올을 노란색 고체로 얻었다.
1

H-NMR (300 MHz, DMSO-d
), 7.68 (t, J = 8.2 Hz, 1H) ;
MS (CI) m/e 232 (MH

+

6

) δ 8.35 (d, J = 3.9 Hz, 1H) ; 8.32 (d, J = 3.2 Hz, 1H), 7.90 (t, J = 7.3 Hz, 1H

), 204.

파트 E
질소 분위기 하에서, POC1 3 16.42 ml (0.17 mol)를 N,N-디메틸포름아미드 100 mL를 포함하는 차가운(0 ℃) 플라
스크에 천천히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용액을 천천히 실온으로 가온한 다음, N,N-디메틸포름아미드 300 mL
중의 4-니트로-테트라졸로[1,5-a]퀴놀린-5-올의 현탁액에 적가하였다. 반응물을 100 ℃로 30 분간 가열하였다. 오
렌지색/붉은 용액을 1 L의 얼음 물에 부어서 켄칭시켰다. 노란색 침전물이 형성되었고, 여과하여 모으고, 약 750 mL
의 클로로포름에 다시 용해시키고, 건조시켰으며(Na 2 SO 4 ), 여과시키고, 진공에서 농축시켜서 33.74 g의 5-클로
로-4-니트로테트라졸로[1,5-a]퀴놀린을 노란색 고체로 얻었다.
1

H NMR (300 MHz, DMSO-d
9-8.03 (m, 1H);
MS (CI) m/e 250 (MH

+

6

) δ 8.78 (d, J = 8.2 Hz, 1H); 8.57 (d, J = 8.3 Hz, 1H), 8.29-8.22 (m, 1H), 8.0

).

파트 F
5-클로로-4-니트로테트라졸로[1,5-a]퀴놀린 28.86 g (0.11 mol), 디클로로메 탄 600 mL, 및 트리에틸아민 21.14
ml (0.11 mol)를 한데 모으고, 이렇게 하여 얻어진 용액을 0 ℃가 되도록 차갑게 했다. 2-(3-피리딘-3-일프로폭시)
에틸아민 22.9 g ( 0.13 mol)을 적가하였다. 반응물을 천천히 실온으로 가온한 다음, 실온에서 1 시간동안 교반하고,
최종적으로 2 시간동안 환류하며 교반하였다. 반응물을 실온으로 냉각시킨 다음, 물 200 mL로 켄칭시켰다. 상이 분
리되었고, 수성층을 디클로로메탄 50mL로 추출하였다(3 회). 한데 모인 유기 분획을 염수 100 mL로 세척하고, 건조
시키고(Na 2 SO 4 ), 여과시키고, 농축시켜서 노란색 고체를 얻었다. 고체를 에탄올 150 mL 중에서 슬러리화하고,
여과시켜서 34.3 g의 4-니트로-N-[2-(3-피리딘-3-일프로폭시)에틸]테트라졸로[1,5-a]퀴놀린-5-아민을 얻었다.
1

H NMR (300 MHz, DMSO-d 6 ) δ 10.27 (bs, 1H), 8.69 (d, J = 8.3 Hz, 1H), 8.54 (d, J = 8.3 Hz, 1H), 8.37 (b
s, 2H), 8.08 (t, J = 7.7 Hz, 1H), 7.81 (t, J = 7.2 Hz, 1H), 7.57 (d, J = 7.3 Hz, 1H), 7.27 (dd, J = 7.9, 5.0 Hz, 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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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 (m, 2H), 3.71 (t, J = 5.4 Hz, 2H), 3.47 (t, J = 6.0 Hz, 2H), 2.62 (t, J = 7.4 Hz, 2H), 1.82 (m, 2H);
MS (CI) m/e 394 (MH

+

), 366.

파트 G
4-니트로-N-[2-(3-피리딘-3-일프로폭시)에틸]테트라졸로[1,5-a]퀴놀린-5-아민 34.3 g (87.2 mmol)을 무수 에
탄올 1.25 L를 포함하는 3 L의 스테인레스 스틸 압력 플라스크에 첨가하였다. 5% w/w의 탄소상 백금 3.00 g을 첨가
하였고, 플라스크를 파르(Parr) 수소화 장치에 올려놓았다. 45 psi (3.15 Kg/cm 2 )의 수소 하에서 24 시간동안 반응
물을 진탕하였다. 셀라이트(등록상표)를 통해 여과하여 촉매를 제거하고, 에탄올을 수 회 나누어 가하여 셀라이트 패
드를 세척하였다. 여액을 진공에서 농축시켜서 30.8 g의 N 5 -[2-(3-피리딘-3-일프로폭시)에틸]테트라졸로[1,5-a
]퀴놀린-4,5-디아민을 오렌지색/붉은색 오일로 얻었다.
MS (CI) m/e 364 (MH

+

), 336.

파트 H
트리에틸 오르토포르메이트 21.1ml (127mmol)를 1,2-디클로로에탄 750 mL 중의 N 5 -[2-(3-피리딘-3-일프로
폭시)에틸]테트라졸로[1,5-a]퀴놀린-4,5-디아민 30.8 g (84.7 mmol)의 용액에 첨가하였고, 반응물을 3 시간동안
환류하면서 가열하였다. 반응물을 실온으로 냉각시키고, 포화 중탄산나트륨 200 mL로 희석하였다. 상이 분리되었고,
수성층을 디클로로메탄 75mL로 3 회 추출하였다. 한데 모인 유기 분획을 염수 200 mL로 세척하고, 건조시키고 (Na
2 SO 4 ) 농축시켜 오렌지색 고체를 얻었다. 고체를 디에틸 에테르를 사용하여 분쇄시킨 다음 여과시켜서 28.7 g의 6
-[2-(3-피리딘-3-일프로폭시)에틸]-6H-이미다조[4,5-c]테트라졸로[1,5-a]퀴놀린을 황갈색/오렌지색 고체로 얻
었다.
1

H-NMR (300 MHz, CDC1 3 ) δ 8.71 (dd, J = 8.1, 1.3 Hz, 1H), 8.38 (dd, J = 4.8, 1.5 Hz, 1H), 8.30 (d, J = 2.
1 Hz, 1H), 8.20 (d, J = 7.7 Hz, 1H), 8.07 (s, 1H), 7.73 (m, 2H), 7.32 (dt, J = 7.8, 1.9 Hz, 1H), 7.13 (dd, J = 7.7,
4.8 Hz, 1H), 4.81 (t, J = 5.1 Hz, 2H), 3.96 (t, J = 5.1 Hz, 2H), 3.42 (t, J = 6.2 Hz, 2H), 2.52 (t, J = 7.5 Hz, 2H),
1.82-1.74 (m, 2H);
MS (CI) m/e 374 (MH

+

).

파트 I
트리페닐포스핀 27.0g (115mmol)을 1,2-디클로로벤젠 1 L 중의 6-[2-(3-피리딘-3-일프로폭시)에틸]-6H-이미
다조[4,5-c]테트라졸로[1,5-a]퀴놀린 28.7 g (76.9 mmol)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반응물을 밤새 환류 온도에서 가
열하였다. 어두운 붉은 용액을 실온으로 냉각시키고 1N HCl 225 mL로 처리하였다. 황갈색 침전물이 생성되었다. 이
렇게 하여 얻어진 혼합물을 진공에서 농축시켜서 어두운 붉은 색/갈색 고체를 얻었다. 이 물질을 500 ml 물로 처리하
였고 격렬하게 교반하였다. 과량의 트리페닐포스핀 및 트리페닐포스핀 옥시드가 침전물로 생성되었고, 진공 여과를
하여 제거하였다. 고체를 물로 수 회 나누어 세척하고, 이어서 묽은 HCl (1:5, 1N HCl:물)로 최종 세척하였다. 붉은/
갈색 여액을 모으고, 에테르 150mL로 3 회 세척하였고, pH 12에 도달할 때까지 10% NaOH 용액으로 처리하였다.
조 생성물이 황갈색 침전물로 생성되었고, 여과하여 이를 모았다. 조 물질의 정제는 환류하는 메탄올 중에서 활성숯(
Darco-G60)을 2 회 처리하여 수행하였다. 여과하여 숯 을 제거하였다. 여액을 농축하는 동안 원하는 생성물이 침전
물로 형성되었다. 고체를 진공 여과로 모으고, 디에틸 에테르로 세척하고, 진공 하에서 건조시켜서 17 g의 1-[2-(3피리딘-3-일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황갈색 고체로 얻었다 (m. p. 125.0-128.0 ℃).
1

H NMR (300 MHz, DMSO-d 6 ) δ 8.33 (d, J = 4.8 Hz, 1H), 8.24 (s, 1H), 8.18 (s, 1H), 8.13 (d, J = 7.7 Hz, 1
H), 7.63 (d, J = 8.4 Hz, 1H), 7.45 (t, J = 6.8 Hz, 1H), 7.33-7.21 (m, 2H), 7.16 (dd, J = 7.7, 4.8 Hz, 1H), 6.62 (s
, 2H), 4.80 (t, J = 4.8 Hz, 2H), 3.82 (t, J = 4.9 Hz, 2H), 3.30 (t, J = 6.3 Hz, 2H), 2.39 (t, J = 7.3 Hz, 2H), 1.64 (
m, 2H);
MS (CI) m/e 348 (MH
분석: C
0.08.

20

H

21

N

5

+

);

Oㆍ0.08H

2

0에 대한 이론치: C, 68.89; H, 6.11; N, 20.09. 실측치: C, 68.49; H, 5.95; N, 2

실시예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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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메틸-1-[2-(3-피리딘-3-일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파트 A
질소 분위기 하에서, N 5 -[2-(3-피리딘-3-일프로폭시)에틸]테트라졸로[1,5-a]퀴놀린-4,5-디아민 0.70 g (1.92
mmol)을 1,2-디클로로에탄 15 mL에 용해시켰다. 트리에틸 오르토아세테이트 0.53 ml (2.88 mmol)를 주사기를 통
해 첨가하였다. 반응물을 3 시간동안 환류하면서 가열하였다. 박층 크로마토그래피 (95/5 클로로포름/메탄올 사용)에
의한 분석으로 디아민이 모두 소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응물에 물 15 mL를 첨가하여 켄칭시켰다. 상이 분리되
었고, 수성 분획을 디클로로메탄 10 mL로 3 회 추출하였다. 한데 모인 유기 분획을 염수 15 mL로 세척하고, 건조시
키고(Na 2 SO 4 ), 여과시켰으며, 진공에서 농축시켜서 0.73 g의 5-메틸-6-[2-(3-피리딘-3-일프로폭시)에틸]-6
H-이미다조[4,5-c]테트라졸로[1,5-a]퀴놀린을 붉은색 오일로 얻었다. 이 물질을 추가 정제 없이 사용하였다.
MS (CI) m/e 388 (M + H).
파트 B
질소 분위기 하에서, 5-메틸-6-[2-(3-피리딘-3-일프로폭시)에틸]-6H-이미다조 [4,5-c]테트라졸로[1,5-a]퀴놀
린 0.73 g (1.89 mmol) 및 트리페닐포스핀 0.64 g (2.84 mmol)을 1,2-디클로로벤젠 15 mL에 용해시켰다. 반응물을
18 시간동안 환류하면서 가열하였다. 주위 온도로 냉각시킨 후, 용매를 진공에서 제거하였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잔
류물을 1N HCL/물 30 mL로 처리하였고, 격렬하게 교반하여 회백색 현탁액을 얻었다. 고체를 여과하여 제거하였고,
노란색 여액이 남았다. pH 11에 도달할 때까지 여액을 10 % 수산화나트륨/물로 처리하였다. 여액을 디클로로메탄 2
5 mL로 3 회 추출하였다. 한데 모인 유기 분획을 염수 25 mL로 세척하고, 건조시키고 (Na 2 SO 4 ), 여과시켰으며,
진공에서 농축시켜서 오렌지색 오일을 얻었다. 오일 을 최소량의 디클로로메탄에 용해시키고, 에테르로 희석하여 침
전물을 얻었다. 고체를 n-프로필 아세테이트로 재결정화하여 0.16 g의 2-메틸-1-[2-(3-피리딘-3-일프로폭시)에
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황갈색 고체로 얻었다 (m. p. 145.0-146.0℃).
1

H NMR (300 MHz, CDC1 3 ) δ 8.40 (d, J = 4.9 Hz, 1H), 8. 34 (d, J = 2.0 Hz, 1H), 7.93 (d, J = 7.4 Hz, 1H), 7
.84 (d, J = 8.4 Hz, 1H), 7.52 (t, J = 7.2 Hz, 1H), 7.31 (t, J = 6.6 Hz, 1H), 7.22 (d, J = 7.8 Hz, 1H), 7.09 (dd, J =
4.8, 7.8 Hz, 1H), 5.46 (bs, 2H), 4.67 (t, J = 5.3 Hz, 2H), 3.90 (t, J = 5.3 Hz, 2H), 3.34 (t, J = 6.2 Hz, 2H), 2.70
(s, 3H), 2.52 (t, J = 8.0 Hz, 2H), 1.76 (m, 2H);
MS (CI) m/e 362 (M + H);
분석: C

21

H

23

N

5

O에 대한 이론치: C, 69.78; H, 6.41; N, 19.38. 실측치: C, 69.40; H, 6.38; N, 19.00.

실시예 35
2-부틸-1-[2-(3-피리딘-3-일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 민

파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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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 분위기 하에서, N 5 -[2-(3-피리딘-3-일프로폭시)에틸]테트라졸로[1,5-a]퀴놀린-4,5-디아민 2.48 g (6.82
mmol)을 톨루엔 40 mL에 용해시켰다. 트리메틸 오르토발러레이트 1.29 ml (7.51 mmol)를 주사기로 첨가하였다. 촉
매량의 피리딘 히드로클로라이드를 반응물에 첨가하였고, 플라스크에 딘-스타크 트랩(Dean-Stark trap)을 설비하였
다. 반응물을 환류하면서 가열하였고, 휘발 물질들을 트랩 내에서 모았다. 4 시간 후, 반응물을 실온으로 냉각시키고,
물 30 mL를 첨가하여 켄칭시켰다. 상이 분리되었고, 수상을 에틸 아세테이트 15 mL로 3 회 추출하였다. 한데 모인
유기 분획을 염수 25 mL로 세척하고, 건조시키고 (Na 2 SO 4 ), 여과시키고, 진공에서 농축시켜서 붉은/갈색 오일을
얻었다. 물질을 플래시 칼럼 크로마토그래피 (실리카겔, 2/1 내지 95/5 에틸 아세테이트/헥산 구배)로 정제하여 1.98
g의 2-부틸-6-[2-(3-피리딘-3-일프로폭시)에틸]-6H-이미다조[4,5-c]테트라졸로[1,5-a]퀴놀린을 오렌지색 오
일로 얻었다.
1

H NMR (300 MHz, DMSO-d 6 ) δ 8.53 (d, J = 8.2 Hz, 1 H), 8.41 (d, J = 7.9 Hz, 1 H), 8.37 (d, J = 5.0 Hz, 1
H), 8.31 (d, J = 1.9 Hz, 1 H), 7.84 (d, J = 7.2 Hz, 1 H), 7.75 (t, J = 7.5 Hz, 1 H), 7.48 (d, J=7.9Hz, 1 H), 7.23 (d
d, J = 7.8, 4.9 Hz, 1 H), 3.63 (t, J = 5.0 Hz, 2 H), 3. 56 (t, J = 4.9 Hz, 2 H), 3.36 (t, J = 6.3 Hz, 2 H), 2.51 (m, 2
H), 2.12 (t, J = 7.7 Hz, 2 H), 1.73 (오중선, J = 7.4 Hz, 2 H), 1.45 (오중선, J = 7.7 Hz, 2 H), 1.12 (m, 2 H), 0.68
(t, J = 7.4 Hz, 3 H);
MS (CI) m/e 430 (M + H).
파트 B
2-부틸-6-[2-(3-피리딘-3-일프로폭시)에틸]-6H-이미다조[4,5-c]테트라졸로[l,5-a]퀴놀린 1.98 g (4.61 mmol)
을 실시예 35에 기술된 하기의 일반적 과정으로 처리하였다. 이소프로필 알콜로 재결정화하여 1.09 g의 2-부틸-1-[
2-(3-피리딘-3-일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베이지색 고체로 얻었다.
1

H NMR (300 MHz, DMSO-d 6 ) δ 8.33 (d, J = 4.3 Hz, 1 H), 8.24 (s, 1 H), 8.08 (d, J = 8.7 Hz, 1 H), 7.61 (d,
J = 8.0 Hz, 1 H), 7.41 (t, J = 7.7 Hz, 1 H), 7.30-7.20 (m, 2 H), 7.15 (dd, J = 7.4, 4.8 Hz, 1 H), 6.44 (bs, 2 H),
4.74 (t, J = 5.4 Hz, 2 H), 3.82 (t, J = 5.3 Hz, 2 H), 3.27 (t, J = 5.9 Hz, 2 H), 2.97 (t, J = 7.4 Hz, 2 H), 2.41 (t, J
= 7.5 Hz, 2 H), 1.84 (오중선, J = 7.4 Hz, 2 H), 1.64 (오중선, J = 7.2 Hz, 2 H), 1.46 (m, 2 H), 0.95 (t, J = 7.3 Hz,
3 H);
MS (CI) m/e 404 (M + H);
분석: 이론치 C

24

H

29

N

5

O: C, 71.44; H, 7.24; N, 17.36. 실측치: C, 71.23; H, 6.98; N, 17.05.

실시예 36
2-(2-메톡시에틸)-1-[2-(3-피리딘-3-일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파트 A
질소 분위기 하에서, N 5 -[2-(3-피리딘-3-일프로폭시)에틸]테트라졸로[1,5-a]퀴놀린-4,5-디아민 2.48 g (6.82
mmol), 1,2-디클로로에탄 30 mL, 및 트리에틸아민 1.14 ml (8.2 mmol)를 한데 모으고, 이렇게 하여 얻어진 용액을
얼음 수조에 넣어 차갑게 하였다. 3-메톡시프로피오닐 클로라이드 0.92 g (7.5 mmol)을 용액에 적가하였다. 냉조를
제거하고, 반응물을 18 시간동안 추가 교반하였다. 물 30 mL를 첨가하여 용액을 켄칭시켰다. 상이 분리되었고, 수상
을 디클로로메탄 15 mL로 2 회 추출하였다. 한데 모인 유기 분획을 염수 20 mL로 세척하고, 건조시키고 (Na 2 SO 4
), 여과시키고, 농축시켜서 3.16 g의 오렌지색 시럽을 얻었다. 조 생성물을 LCMS로 분석한 결과, 모노- 및 디-아실
화된 생성물의 혼합물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물질을 추가 정제없이 사용하였다.
파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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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 분위기 하에서, 파트 A로부터의 생성물 3.16 g, 톨루엔 40 mL, 및 피리딘 히드로클로라이드 50 mg (0.4 mmol)
을 한데 모으고, 이렇게 하여 얻어진 혼합물을 환류 온도에서 4 시간동안 가열하였다. 휘발 물질들을 딘-스타크 트랩
에서 모았다. 반응물을 주위 온도로 냉각시킨 다음, 물 30 mL로 희석하였다. 상이 분리되었고, 수상을 디클로로메탄
20 mL로 3 회 추출하였다. 한데 모인 유기 추출물을 염수 20 mL로 세척하고, 건조시키고 (Na 2 SO 4 ), 여과시켰으
며 농축시켜 오렌지색 폼(foam)을 얻었다. 물질을 칼럼 크로마토그래피(실리카겔, 구배는 99:1 내지 9:1 CHCl 3 : M
eOH임)로 정제한 다음, 2-프로판올로 재결정화하여 0.35 g의 5-(2-메톡시에틸)-6-[2-(3-피리딘-3-일프로폭시)
에틸]-6H-이미다조[4,5-c]테트라아졸로[1,5-a]퀴놀린을 베이지색 고체로 얻었다.
파트 C
실시예 35의 파트 B에 기술된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5-(2-메톡시에틸)-6-[2-(3-피리딘-3-일프로폭시)에틸]
-6H-이미다조[4,5-c]테트라아졸로[1,5-a]퀴놀린 0.35 g (0.80 mmol)을 트리페닐포스핀 0.28 g (1.20 mmol)으로
처리하였다. 조 생 성물을 에테르로 결정화하여 90 mg의 2-(2-메톡시에틸)-1-[2-(3-피리딘-3-일프로폭시)에틸]
-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을 회백색 결정으로 얻었다.
1

NMR (300 MHz, CDC1 3 ) δ 8.39 (dd, J = 4.8, 1.5 Hz, 1 H), 8.33 (d, J = 1.8 Hz, 1 H), 7.94 (d, J = 7.4 Hz, 1
H), 7.83 (d, J = 8.3 Hz, 1 H), 7.52-7.47 (m, 1 H), 7.32-7.21 (m, 2 H), 7.09 (dd, J = 7.0, 4.8 Hz, 1 H), 5.59 (bs,
2 H), 4.74 (t, J = 5.4 Hz, 2 H), 3.90 (t, J = 6.6 Hz, 2 H), 3.87 (t, J = 5.4 Hz, 2 H), 3.38 (s, 3 H), 3.33 (t, J = 6.1
Hz, 2 H), 3.28 (t, J = 6.6 Hz, 2 H), 2.51 (t, J = 7.4 Hz, 2 H), 1.81-1.71 (m, 2 H);
13

C NMR(75 MHz, CDC1 3 ) δ152.4, 151.6, 150.2, 147.8, 145.2, 137.1, 136.2, 133.7, 127.7, 127.4, 123.6, 1
22.5, 120.0, 115.9, 71.2, 70.6, 69.6, 59.4, 46.1, 31.1, 29.6, 28.7;
MS (CI) m/e 406. 2242 이론치 (406.2243 C

23

H

28

N

5

O

2

, M+H).

실시예 37
2-메틸-1-[2-(3-피리딘-3-일프로폭시)에틸]-6,7,8,9-테트라히드로-1H-이미다 조[4,5-c]퀴놀린-4-아민

파트 A
200 mL의 둥근 바닥 플라스크를 3-니트로-5,6,7,8-테트라히드로퀴놀린-2,4-디올 10 g (0.048 mol) 및 옥시염화
인 100 mL (1.07 mol, 22 당량)로 채웠다. 반응혼합물을 80℃로 가열하고 6 시간동안 교반하면서 유지시켰다. 반응
혼합물을 물 1500 mL에 천천히 첨가하여 반응물을 켄칭시켰다. 반응혼합물을 디클로로메탄 100 mL로 4 회 추출하
였다. 디클로로메탄 분획을 한데 모으고, 마그네슘 술페이트로 건조시키고, 농축시켜 2,4-디클로로-3-니트로-5,6,7,
8-테트라히드로퀴놀린(10.6 g, 91 %)을 황갈색 고체 로 얻었다. (m. p. 63-64℃). TLC (10% MeOH/CH2CL2, Rf=
0.84).
파트 B
A 200 mL의 둥근 바닥 플라스크를 2,4-디클로로-3-니트로-5,6,7,8-테트라히드로퀴놀린 10 g (0.04 mol), 트리에
틸아민 6.1g (0.06 mol, 1.5 당량) 및 무수 N,N-디메틸포름아미드 100 mL로 채웠다. 이 용액에 2-(3-피리딘-3-일
프로폭시) 에탄아민 7.3 g (0.04 mol)을 첨가하였다. 반응혼합물을 55℃로 가열하였고, 밤새 교반하면서 유지시켰다.
반응물을 물 1000 mL에 부어서 켄칭시켰다. 그 다음, 반 응혼합물을 헥산/에틸 아세테이트 200 mL의 1:1 용액으로
4 회 추출하였다. 유기물을 한데 모으고, 염수 300 mL로 세척하고 농축시켜 2-클로로-3-니트로-N-[2-(3-피리딘3-일프로폭시)에틸]-5,6,7,8-테트라히드로퀴놀린-4-아민(14.8 g, 94%)을 오렌지색 시럽으로 얻었다. TLC (10%
MeOH/CH2CL2, Rf=0.84).
파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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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mL의 둥근 바닥 플라스크를 60% 소듐 하이드라이드 2.5 g (0.06 mol, 1.7 당량)으로 채우고, 헥산 50 mL로 세
척하였다. 그 다음, 디글라임 25 mL 중의 페놀 5.7 g (0.06 mol, 1.6 당량) 용액을 천천히 소듐 하이드라이드에 첨가
하였다. 반응물을 실온에서 1.5 시간동안 교반하면서 유지시켰다. 페놀 음이온 용액에 디글라임 25 mL 중의 2-클로
로-3-니트로-N-[2-(3-피리딘-3-일프로폭시)에틸]-5,6,7,8-테트라히드로퀴놀린-4-아민 14.8 g (0.04 mol)의 용
액을 천천히 첨가하였다. 교반된 반응혼합물을 60℃로 가열하였고, 밤새 유지시켰다. 반응물을 얼음 1000 mL에 부어
켄칭시켰다. 생성물이 용액으로부터 오일상으로 분리되었다. 혼합물을 디클로로메탄 l00 mL로 4 회 추출하였다. 한
데 모인 추출물을 농축하여 건조시켰다. 잔류물을 1:1 헥산/에틸 아세테이트 250 mL 중에서 취하고, 물 50 mL로 2
회 세척하였다. 유기층을 농축하여 건조시켰다. 잔류물이 과량의 페놀을 포함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디에틸 에테르 5
00 mL 중에서 잔류물을 취하여 페놀을 제거하고, 10% 수산화나트륨 250 mL를 밤새 교반하였다. 층이 분리되었다.
에테르 층을 농축시켜서 3-니트로-2-페녹시-N-[2-(3-피리딘-3-일프로폭시)에틸]-5,6,7,8-테트라히드로퀴놀린4-아민(12.0 g, 71%)을 연한 오렌지색 시럽으로 얻었 다. TLC=(10% MeOH/CH2CL2, Rf=0.58).
파트 D
500 mL의 파르 병을 톨루엔 150 mL 중의 3-니트로-2-페녹시-N-[2-(3-피리딘-3-일프로폭시)에틸]-5,6,7,8-테
트라히드로퀴놀린-4-아민의 용액 및 5% Pt/C 촉매 1.1 g을 채웠고, 파르 장치에 올려 놓고 ～54 psi 수소 (3.8 Kg/c
m 2 )로 채웠다. 반응물을 4 시간동안 진탕한 후에, 반응물을 HPLC로 검사하였다. 반응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다.
1.0 g 5% Pt/C 촉매를 파르 병에 추가로 가하고, 파르 병을 수소로 다시 채우고 밤새 진탕하였다. 그런 다음, 반응이
완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혼합물을 셀라이트로 여과시키고, 톨루엔 500 mL로 세척하였다. 여액을 농축시켜서 2페녹시-N 4 -[2-(3-피리딘-3-일프로폭시)에틸]-5,6,7,8-테트라히드로퀴놀린-3,4-디아민 (8.2g, 74%)을 노란색
시럽으로 얻었다. TLC (10% MeOH/CH2CL2, Rf=0.48). MS: M+1=419. 2
파트 E
실온에서, 200 ml의 둥근 바닥 플라스크를 2-페녹시-N 4 -[2-(3-피리딘-3-일프로폭시)에틸]-5,6,7,8-테트라히
드로퀴놀린-3,4-디아민 4.1 g (0.0098 mol) 및 피리딘 40 mL로 채웠다. 이 용액에 아세틸 클로라이드 0.8 g (0.011
mol, 1.1 당량)을 천천히 첨가하였다. 반응물을 실온에서 교반하면서 유지시켰다. 2 시간 후에 반응물을 검사하였고,
아미드 중간체만을 포함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다음, 반응혼합물을 환류하면서 가열하였고, 밤새 유지시켰다
. 반응혼합물을 농축하 여 어두운 호박색 시럽을 얻었다. 에틸 아세테이트 300 mL 중에서 시럽을 취하고 , 물 100 m
L로 2 회 세척하였다. 에틸 아세테이트 층을 농축시켜서 2-메틸-4-페녹시-1-[2-(3-피리딘-3-일프로폭시)에틸]6,7,8,9-테트라히드로-1H-이미다조[4,5-c]퀴놀린(3.8g, 88%)을 오렌지색 시럽으로 얻었다. TLC (10% MeOH/CH
2CL2, Rf=0.34). MS: M+1=443.2
파트 F
200 ml의 둥근 바닥 플라스크를 2-메틸-4-페녹시-1-[2-(3-피리딘-3-일프로폭시)에틸]-6,7,8,9-테트라히드로1H-이미다조[4,5-c]퀴놀린 3.7 g (0.0084 mol) 및 암모늄 아세테이트 37 g (0.48 mol, 57 당량)으로 채운 다음 15
0℃로 가열하였다. 20 분 이내에 반응혼합물이 균일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반응혼합물을 150℃에서 밤새 교반하면
서 유지시켰다. 24 시간 후에 반응을 검사하였고, 반응이 종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반응혼합물을 주말내내 유
지시켰다. 반응혼합물을 냉각시킨 다음 1N HCl 250 mL 중에서 취하고, 디에틸 에테르 200 mL로 세척하였다. 그 다
음, 수산화나트륨으로 수성층을 pH 11로 조정하였고, 디클로로메탄 100 mL로 3 회 추출하였다. 한데 모인 유기물을
농축시켜서 오렌지색 시럽을 얻었다. 시럽을 칼럼 크로마토그래피 (10% MEOH/CH2C12)로 정제하였다. 적절한 분
획을 한데 모으고 농축시켜 연한 오렌지색 시럽을 얻었다. 시럽에서 원하는 생성물 및 N-아세틸화된 생성물의 혼합
물을 발견할 수 있었다. 1 시간동안 혼합물을 환류하는 1N HCl로 처리하였다. 혼합물을 냉각시키고, pH를 11로 조정
한 다음 디클로로메탄으로 추출하였다. 유기물을 농축하여 건조시켰다. 잔류물을 칼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정 제하여 2
-메틸-1-[2-(3-피리딘-3-일프로폭시)에틸]-6,7,8,9-테트라히드로-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0.07 g,
2%)을 연한 금색 고체로 얻었다. TLC (10% MeOH/CH2CL2, Rf=0.05). (m. p. 140-141℃).
사람 세포에서의 사이토카인 유도
시험관내 사람 혈액 세포계를 사용하여 사이토카인 유도를 평가하였다. 활성은 테스터만(Testerman) 등의 문헌['Cy
tokine Induction by the Immunomodulators Imiquimod 및 S-27609,' Journal of Leukocyte Biology, 58, 365-3
72 (1995, 9)]에 기술된 바와 같이, 배지내로 분비된 인터페론(α) 및 종양 괴사 인자(α) (각각 IFN 및 TNF)의 측정
에 기초한다.
배양을 위한 혈액 세포 제조
정맥천자에 의해 건강한 사람 공여자로부터의 전혈(全血)을 EDTA 진공채혈관내로 수집하였다. 히스토파크(Hist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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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 등록상표)-1077을 사용하여, 밀도 구배 원심분리에 의해 전혈로부터 말초혈 단핵 세포(PBMCs)를 분리하였다.
PBMCs를 행크(Hank)의 평형 염 용액으로 2회 세척한 다음, RPMI 완전 배지에 3-4 × 10 6 세포/ml로 현탁시켰다.
PBMC 현탁액을 시험 화합물을 함유하는 RPMI 완전 배지 동 부피를 함유하는 48웰 평평한 바닥 멸균 조직 배양 플
레이트(미국 매사츄세츠주 캠브리지 소재의 코스타(Costar), 또는 미국 뉴저지주 린컨 파크 소재의 벡톤 디킨슨 랩웨
어(Becton Dickinson Labware))에 첨가하였다.
화합물 제조
화합물을 디메틸 술폭시드(DMSO)에 용해시켰다. DMSO 농도는 배양 웰에 첨가시 최종 농도가 1%를 넘지 않아야 한
다.
배양
시험 화합물 용액을 RPMI 완전 배지를 함유하는 첫 번째 웰에 60 μM로 첨가하고, 연속 3 배 희석을 해서 웰들에 넣
었다. 동 부피의 PBMC 현탁액을 웰에 첨가하여, 시험 화합물의 농도를 목적하는 범위(0.12 내지 30 μM)로 하였다.
PBMC 현탁액의 최종 농도는 1.5-2 × 10 6 세포/ml이었다. 플레이트를 멸균 플라스틱 뚜껑으로 덮고, 완만히 혼합
한 다음, 5% 이산화탄소 분위기 하에서 37 ℃에서 18 내지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분리
배양 후, 플레이트를 4 ℃에서 1000 rpm (~200 × g)으로 5-10분 동안 원심분리하였다. 세포-부재 배양 상청액을
멸균 폴리프로필렌 피펫으로 회수하여, 멸균 폴리프로필렌 튜브로 옮겼다. 샘플을 분석할 때까지 -30 내지 -70 ℃로
유지하였다. ELISA에 의해 샘플의 인터페론(α) 및 종양 괴사 인자 (α)에 대해 분석하였다.
ELISA에 의한 인터페론(α) 및 종양 괴사 인자 (α) 분석
사람 다수종 키트(Human Multi-Species Kit)(미국 뉴저지주 뉴 브런스위크 소재의 피비엘 바이오메디칼 래보러토
리즈(PBL Biomedical Laboratories)로부터 입수)를 사용하여 ELISA로 인터페론(α) 농도를 측정하였다.
ELISA 키트(미국 매사츄세츠주 캠브리지 소재의 겐자임(Genzyme),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 소재의 알앤디
시스템스(Ramp;D Systems), 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 디에고 소재의 파밍겐(Pharmingen)으로부터 입수가능)를
사용하여 종양 괴사 인자 (α)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결과는 pg/ml 단위로 나타내었다
각 화합물에 대해 인터페론을 유도하는 것으로 관찰된 최저 농도 및 종양 괴사 인자를 유도하는 것으로 관찰된 최저
농도를 하기 표에 열거하였다. '*'는 시험한 농도 어느 것에서도 유도가 관찰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최고
시험 농도는 10 또는 30 μM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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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화학식 (I)의 화합물 또는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
<화학식 I>

(여기서,
X는 -CHR
R

1

3

-, -CHR

3

-알킬-, 또는 -CHR

은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R

4

3

-알케닐-이고;

-헤테로아릴, 및 -R

4

-헤테로시클릴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R 2 는 수소, 알킬, 알케닐,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알킬-Y-알킬, 알킬-Y-알케닐, 알킬-Y-아릴, 및 -OH,
할로겐, -N(R 3 ) 2 , -CO-N(R 3 ) 2 , -CO-C 1-10 알킬, -CO-O-C 1-10 알킬, -N 3 ,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
시클릴, -CO-아릴 및 -CO-헤테로아릴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환체로 치환되는 알킬
또는 알케닐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R

4

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0-기에 의해 단속될 수 있는 알킬 또는 알케닐이고;

각각의 R

3

는 독립적으로 H 또는 C

1-10

각각의 Y는 독립적으로 -O- 또는 -S(O)

알킬이고;
0-2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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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은 0 내지 4이고;
존재하는 각각의 R은 C
적으로 선택됨)

1-10

알킬, C

1-10

알콕시, 히드록시, 할로겐 및 트리플루오로메틸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독립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R

이 -(CH

1

2

)

0-3

-헤테로아릴인 화합물 또는 염.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헤테로아릴이 2-피리딜, 3-피리딜, 4-피리딜, 2-티아졸릴, 2-피리미디닐, 4-피리미디닐, 4-트리
아졸릴, 2-벤조푸라닐, 2-인돌릴, 3-카르바졸릴, 2-푸라닐, 4-이소퀴놀리닐, 4-이속사졸릴, 및 4-피라졸릴로 구성
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화합물 또는 염.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X가 -CH(알킬)(알킬)- (여기서, 알킬은 같거나 또는 다를 수 있음)인 화합물 또는 염.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X가 -CH

2

-CH

2

-인 화합물 또는 염.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X가 -CH(C

2

H

5

)(CH

2

)-인 화합물 또는 염.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R

2

가 H인 화합물 또는 염.

2

가 알킬인 화합물 또는 염.

2

가 -알킬-O-알킬인 화합물 또는 염.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R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R

청구항 10.
화학식 (II)의 화합물 또는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
<화학식 II>

(여기서,
X는 -CHR
R

10

3

-, -CHR

3

-알킬-, 또는 -CHR

3

-알케닐-이고;

은 헤테로아릴 및 헤테로시클릴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R 2 는 수소, 알킬, 알케닐,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알킬-Y-알킬, 알킬-Y-알케닐, 알킬-Y-아릴, 및 -OH,
할로겐, -N(R 3 ) 2 , -CO-N(R 3 ) 2 , -CO-C 1-10 알킬, -CO-O-C 1-10 알킬, -N 3 ,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
시클릴, -CO-아릴 및 -CO-헤테로아릴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환체로 치환되는 알킬
또는 알케닐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n은 0 내지 4이고;
각각의 R

3

는 독립적으로 H 또는 C

1-10

알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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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Y는 독립적으로 -O- 또는 -S(O)
존재하는 각각의 R은 C
적으로 선택됨)

1-10

알킬, C

0-2

1-10

-이고;

알콕시, 히드록시, 할로겐 및 트리플루오로메틸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독립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R

10

이 헤테로아릴 및 치환된 헤테로아릴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화합물 또는 염.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헤테로아릴이 2-피리딜, 3-피리딜, 4-피리딜, 2-티아졸릴, 4-파라졸릴, 3-푸라닐, 2-티에닐, 및
2-피리미디닐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화합물.

청구항 13.
제 10항에 있어서, X가 -CH(알킬)(알킬)- (여기서, 알킬은 같거나 또는 다를 수 있음)인 화합물 또는 염.

청구항 14.
제 10항에 있어서, X가 -CH

2

-CH

2

-인 화합물 또는 염.

청구항 15.
제 10항에 있어서, X가 -CH(C

2

H

5

)(CH

2

)-인 화합물 또는 염.

청구항 16.
제 10항에 있어서, R

2

가 H, 알킬 또는 알킬-O-알킬인 화합물 또는 염.

청구항 17.
1-(2-{[3-(이소퀴놀린-4-일)-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1-(2-{[3-(1,3-티아졸-2-일)-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1-{2-[3-(1H-4-피라졸릴)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1-[2-(3-피리미딘-2-일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1-[2-(3-피리딘-4-일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1-[2-(3-피리딘-2-일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1-{2-[3-(1,3-티아졸-2-일)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1-[2-(3-피리딘-3-일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1-[2-(3-피리미딘-5-일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1-{2-[(1-벤질-1H-1,2,3-트리아졸-4-일)메톡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1-{2-[(1-벤질-1H-1,2,3-트리아졸-5-일)메톡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1-[2-({1-[(페닐술파닐)메틸]-1H-1,2,3-트리아졸-4-일}메톡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1-[2-({1-[(페닐술파닐)메틸]-1H-1,2,3-트리아졸-5-일}메톡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1-[2-(벤조[b]푸란-2-일메톡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1-[2-(피리딘-3-일메톡시)에틸]-1
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1-[2-(피리딘-2-일메톡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1-[2-(피리딘-4-일메톡시)에틸]-1H-이
미다조[4,5-c]퀴놀린-4-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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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디메틸이속사졸-4-일)메톡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1-(2-{[3-(피리미딘-2-일)-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1-(2-{[3-(피리드-4-일)-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1-(2-{[3-(푸르-3-일)-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 아민;
4-{3-[2-(4-아미노-1H-이미다조[4,5-c]퀴놀린-1-일)에톡시]-프로핀-1-일}티오펜-2-카르복스알데히드;
1-(2-{[3-(피리드-2-일)-2-프로피닐]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1-{2-메틸-1-[(피리드-2-일옥시)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1-{1-[(피리드-2-일옥시)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1-[2-(9H-카르바졸-3-일옥시)프로필]-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1-{2-[(3-티엔-2-일프로프-2-인일)옥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1-{2-[(1-메틸-1H-인돌-2-일)메톡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1-[2-(3-티엔-2-일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2-메틸-1-[2-(3-피리딘-3-일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2-부틸-1-[2-(3-피리딘-3-일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1-[2-(테트라히드로푸란-2-일메톡시)프로필]-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1-{2-[(5-클로로-1-벤조티엔-3-일)메톡시]프로필}-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1-{2-[(3-니트로피리딘-2-일)옥시]프로필}-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1-(2-메틸-1-{[(3-니트로피리딘-2-일)옥시]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1-(1-{[(5-클로로-1-벤조티엔-3-일)메톡시]메틸}-2-메틸프로필)-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2-(2-메톡시에틸)-1-[2-(3-피리딘-3-일프로폭시)에틸]-1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 및
2-메틸-1-[2-(3-피리딘-3-일프로폭시)에틸]-6,7,8,9-테트라히드로-IH-이미다조[4,5-c]퀴놀린-4-아민으로 구
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화합물 또는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

청구항 18.
화학식 (III)의 화합물 또는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
<화학식 III>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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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는 -CHR
R

1

3

-, -CHR

3

-알킬-, 또는 -CHR

은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R

4

3

-알케닐-이고;

-헤테로아릴, 및 -R

4

-헤테로시클릴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R 2 는 수소, 알킬, 알케닐,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알킬-Y-알킬, 알킬-Y-알케닐, 알킬-Y-아릴, 및 -OH,
할로겐, -N(R 3 ) 2 , -CO-N(R 3 ) 2 , -CO-C 1-10 알킬, -CO-O-C 1-10 알킬, -N 3 ,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
시클릴, -CO-아릴 및 -CO-헤테로아릴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환체로 치환되는 알킬
또는 알케닐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R

4

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0-기에 의해 단속될 수 있는 알킬 또는 알케닐이고;

각각의 R

3

는 독립적으로 H 또는 C

알킬이고;

1-10

각각의 Y는 독립적으로 -O- 또는 -S(O)

0-2

-이고;

n은 0 내지 4이고;
존재하는 각각의 R은 C
적으로 선택됨)

1-10

알킬, C

1-10

알콕시, 히드록시, 할로겐 및 트리플루오로메틸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독립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R

2

가 H 또는 알킬인 화합물 또는 염.

2

가 알킬-O-알킬인 화합물 또는 염.

청구항 20.
제 18항에 있어서,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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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X는 -CHR
R

10

3

-, -CHR

3

-알킬-, 또는 -CHR

3

-알케닐-이고;

은 헤테로아릴 및 헤테로시클릴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R 2 는 수소, 알킬, 알케닐,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알킬-Y-알킬, 알킬-Y-알케닐, 알킬-Y-아릴, 및 -OH,
할로겐, -N(R 3 ) 2 , -CO-N(R 3 ) 2 , -CO-C 1-10 알킬, -CO-O-C 1-10 알킬, -N 3 ,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
시클릴, -CO-아릴 및 -CO-헤테로아릴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환체로 치환되는 알킬
또는 알케닐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각각의 R

3

는 독립적으로 H 또는 C

알킬이고;

1-10

각각의 Y는 독립적으로 -O- 또는 -S(O)

0-2

-이고;

n은 0 내지 4이고;
존재하는 각각의 R은 C
적으로 선택됨)

1-10

알킬, C

1-10

알콕시, 히드록시, 할로겐 및 트리플루오로메틸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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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제 1항의 화합물 또는 염의 치료적 유효량 및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를 포함하는 제약 조성물.

청구항 23.
제 10항의 화합물 또는 염의 치료적 유효량 및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를 포함하는 제약 조성물.

청구항 24.
제 17항의 화합물 또는 염의 치료적 유효량 및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를 포함하는 제약 조성물.

청구항 25.
제 1항의 화합물 또는 염의 치료적 유효량을 동물에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동물의 사이토카인 생합성 유도 방법.

청구항 26.
제 25항에 있어서, 사이토카인이 IFN-α인 방법.

청구항 27.
제 10항의 화합물 또는 염의 치료적 유효량을 동물에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동물의 사이토카인 생합성 유도 방법.

청구항 28.
제 27항에 있어서, 사이토카인이 IFN-α인 방법.

청구항 29.
제 1항의 화합물 또는 염의 치료적 유효량을 동물에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동물의 바이러스 질환 치료 방법.

청구항 30.
제 1항의 화합물 또는 염의 치료적 유효량을 동물에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동물의 신생물성 질환 치료 방법.

청구항 31.
제 10항의 화합물 또는 염의 치료적 유효량을 동물에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동물의 바이러스 질환 치료 방법.

청구항 32.
제 10항의 화합물 또는 염의 치료적 유효량을 동물에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동물의 신생물성 질환 치료 방법.

청구항 33.
제 17항의 화합물 또는 염의 치료적 유효량을 동물에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동물의 사이토카인 생합성 유도 방법.

청구항 34.
제 33항에 있어서, 사이토카인이 IFN-α인 방법.

청구항 35.
제 17항의 화합물 또는 염의 치료적 유효량을 동물에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동물의 바이러스 질환 치료 방법.

청구항 36.
제 17항의 화합물 또는 염의 치료적 유효량을 동물에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동물의 신생물성 질환 치료 방법.

청구항 37.
화학식 (V)의 화합물 또는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
<화학식 V>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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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는 -CHR

3

-, -CHR

3

-알킬-, 또는 -CHR

R 1 은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R
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4

3

-알케닐-이고;

-헤테로아릴, -R

4

-헤테로시클릴- 및 (CH

2

)

1-10

-C≡C-R

10

으로 구

R 2 는 수소, 알킬, 알케닐,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알킬-Y-알킬, 알킬-Y-알케닐, 알킬-Y-아릴, 및 -OH,
할로겐, -N(R 3 ) 2 , -CO-N(R 3 ) 2 , -CO-C 1-10 알 킬, -CO-O-C 1-10 알킬, -N 3 ,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
시클릴, -CO-아릴 및 -CO-헤테로아릴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환체로 치환되는 알킬
또는 알케닐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R

4

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0-기에 의해 단속될 수 있는 알킬 또는 알케닐이고;

각각의 R
R

10

3

는 독립적으로 H 또는 C

알킬이고;

1-10

은 헤테로아릴 또는 헤테로시클릴이고;

각각의 Y는 독립적으로 -O- 또는 -S(O)

0-2

-이고;

n은 0 내지 4이고;
존재하는 각각의 R은 C
적으로 선택됨)

1-10

알킬, C

1-10

알콕시, 히드록시, 할로겐 및 트리플루오로메틸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독립

청구항 38.
화학식 (VI)의 화합물 또는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
<화학식 VI>

(여기서,
X는 -CHR

3

-, -CHR

3

-알킬-, 또는 -CHR

R 1 은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R
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4

3

-알케닐-이고;

-헤테로아릴, -R

4

-헤테로시클릴 및 (CH

2

)

1-10

-C≡C-R

10

으로 구

R 2 는 수소, 알킬, 알케닐,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알킬-Y-알킬, 알킬-Y-알케닐, 알킬-Y-아릴, 및 -OH,
할로겐, -N(R 3 ) 2 , -CO-N(R 3 ) 2 , -CO-C 1-10 알킬, -CO-O-C 1-10 알킬, -N 3 ,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
시클릴, -CO-아릴 및 -CO-헤테로아릴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환체로 치환되는 알킬
또는 알케닐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R

4

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0-기에 의해 단속될 수 있는 알킬 또는 알케닐이고;

각각의 R
R

10

3

는 독립적으로 H 또는 C

1-10

알킬이고;

은 헤테로아릴 또는 헤테로시클릴이고;

각각의 Y는 독립적으로 -O- 또는 -S(O)

0-2

-이고;

n은 0 내지 4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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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각각의 R은 C
적으로 선택됨)

1-10

알킬, C

1-10

알콕시, 히드록시, 할로겐 및 트리플루오로메틸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독립

청구항 39.
화학식 (VIII)의 화합물 또는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
<화학식 VIII>

(여기서,
X는 -CHR
R

1

3

-, -CHR

3

-알킬-, 또는 -CHR

은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R

4

3

-알케닐-이고;

-헤테로아릴, 및 -R

4

-헤테로시클릴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R 2 는 수소, 알킬, 알케닐,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알킬-Y-알킬, 알킬-Y-알케닐, 알킬-Y-아릴, 및 -OH,
할로겐, -N(R 3 ) 2 , -CO-N(R 3 ) 2 , -CO-C 1-10 알킬, -CO-O-C 1-10 알킬, -N 3 ,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
시클릴, -CO-아릴 및 -CO-헤테로아릴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환체로 치환되는 알킬
또는 알케닐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R

4

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0-기에 의해 단속될 수 있는 알킬 또는 알케닐이고;

각각의 R

3

는 독립적으로 H 또는 C

1-10

각각의 Y는 독립적으로 -O- 또는 -S(O)

알킬이고;
0-2

-이고;

n은 0 내지 4이고;
존재하는 각각의 R은 독립적으로 C
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R

7

1-10

알킬, C

1-10

알콕시, 히드록시, 할로겐 및 트리플루오로메틸로 구성된 군으

은 3급-부틸 또는 벤질임)

청구항 40.
화학식 (Ⅸ)의 화합물 또는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
<화학식 Ⅸ>

(여기서,
X는 -CHR
R

1

3

-, -CHR

3

-알킬-, 또는 -CHR

은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R

4

3

-알케닐-이고;

-헤테로아릴, 및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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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2 는 수소, 알킬, 알케닐,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알킬-Y-알킬, 알킬-Y-알케닐, 알킬-Y-아릴, 및 -OH,
할로겐, -N(R 3 ) 2 , -CO-N(R 3 ) 2 , -CO-C 1-10 알 킬, -CO-O-C 1-10 알킬, -N 3 ,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
시클릴, -CO-아릴 및 -CO-헤테로아릴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환체로 치환되는 알킬
또는 알케닐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R

4

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0-기에 의해 단속될 수 있는 알킬 또는 알케닐이고;

각각의 R

3

는 독립적으로 H 또는 C

알킬이고;

1-10

각각의 Y는 독립적으로 -O- 또는 -S(O)

0-2

-이고;

n은 0 내지 4이고;
존재하는 각각의 R은 C
적으로 선택됨)

1-10

알킬, C

1-10

알콕시, 히드록시, 할로겐 및 트리플루오로메틸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독립

청구항 41.
제 18항의 화합물 또는 염의 치료적 유효량 및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를 포함하는 제약 조성물.

청구항 42.
제 18항의 화합물 또는 염의 치료적 유효량을 동물에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동물의 사이토카인 생합성 유도 방법.

청구항 43.
제 42항에 있어서, 사이토카인이 IFN-α인 방법.

청구항 44.
제 18항의 화합물 또는 염의 치료적 유효량을 동물에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동물의 바이러스 질환 치료 방법.

청구항 45.
제 18항의 화합물 또는 염의 치료적 유효량을 동물에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동물의 신생물성 질환 치료 방법.

청구항 46.
제 21항의 화합물 또는 염의 치료적 유효량 및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를 포함하는 제약 조성물.

청구항 47.
제 21항의 화합물 또는 염의 치료적 유효량을 동물에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동물의 사이토카인 생합성 유도 방법.

청구항 48.
제 47항에 있어서, 사이토카인이 IFN-α인 방법.

청구항 49.
제 21항의 화합물 또는 염의 치료적 유효량을 동물에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동물의 바이러스 질환 치료 방법.

청구항 50.
제 21항의 화합물 또는 염의 치료적 유효량을 동물에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동물의 신생물성 질환 치료 방법.

청구항 51.
화학식 (VII)의 화합물 또는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
<화학식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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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Z는 NH

또는 NO

2

X는 -CHR

3

2

이고;

-, -CHR

3

-알킬-, 또는 -CHR

3

-알케닐-이고;

R

1

은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R

R

4

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0-기에 의해 단속될 수 있는 알킬 또는 알케닐이고;

각각의 R

3

는 독립적으로 H 또는 C

4

-헤테로아릴, 및 -R

4

-헤테로시클릴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알킬이고;

1-10

n은 0 내지 4이고;
존재하는 각각의 R은 C
적으로 선택됨)

1-10

알킬, C

1-10

알콕시, 히드록시, 할로겐 및 트리플루오로메틸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독립

청구항 52.
화학식 (ⅩLⅣ)의 화합물 또는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
<화학식 ⅩLⅣ>

(여기서,
X는 -CHR
R

1

3

-, -CHR

3

-알킬-, 또는 -CHR

은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R

4

3

-알케닐-이고;

-헤테로아릴, 및 R

4

-헤테로시클릴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R 2 는 수소, 알킬, 알케닐,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시클릴, 알킬-Y-알킬, 알킬-Y-알케닐, 알킬-Y-아릴, 및 -OH,
할로겐, -N(R 3 ) 2 , -CO-N(R 3 ) 2 , -CO-C 1-10 알킬, -CO-O-C 1-10 알킬, -N 3 , 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
시클릴, -CO-아릴 및 -CO-헤테로아릴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환체로 치환되는 알킬
또는 알케닐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R

4

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0-기에 의해 단속될 수 있는 알킬 또는 알케닐이고;

각각의 R

3

는 독립적으로 H 또는 C

알킬이고;

1-10

각각의 Y는 독립적으로 -O- 또는 -S(O)

0-2

-이고;

n은 0 내지 4이고;
존재하는 각각의 R은 C
적으로 선택됨)

1-10

알킬, C

1-10

알콕시, 히드록시, 할로겐 및 트리플루오로메틸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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