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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명세서

[발명의 명칭]

복소환 유도체, 그의 제법 및 이를 활성 성분으로 함유하는 방사선 감응제 및 항비루스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일반식(Ⅰ)의  신규 복소환 유소체,  그의 제법 및  이를 활성 성분으로 함유하는 방사선 감
응제에 관한 것이다. 

화학식 1

상기 식에서, R1 은  또는  을  나타내고, R2 는  수소원자 또는 아실기

를  나타낸다.  종양조직내  저산소성  세포는  방사선에  강하게  저항한다.  이  사실은  난치병  혹은 방사
선  요법후의  재발을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중의  하나로  생각되어진다.  정상적인  조직에는  저산소성 
세포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서,  방사선  요법으로부터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종양조직내 저
산소성  세포의  방사선  감응성을  증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또한,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
를  침범하는  비루스  전염병은  전염성과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경제적  손실이다. 통용
되는  항  비루스제로  치료할  수  있는  비루스  전염병에는  한계가  있으며,  새로운  합성  항비루스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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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본  발명자는  조사시  정상세포의  감응성에  영향없이  저산소성  세포를  선택적으로 
감응할  수  있는  물질  즉,  저산소성  세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방사선  감응제  (이하,  방사선 감응
제라  칭함)  및  항비루스활성을  갖는  물질을  발견하기  위해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독성이  낮고,  높은  방사선  감응효과  및  저농도에서  항비루스  활성을  갖는  일반식(Ⅰ)의  화합물을 발
견하였다.  독성을  기술적  분야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지속되어왔기  때문에  낮은  독성의  화합물이 
주목할만하다.  본  발명의  목적은  일반식(Ⅰ)의  복소환  유도체  및  이  유도체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유도체를  활성성분으로  함유하는  방사선  감응제  및  항  비루스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일반식(Ⅰ) 화합물의 R2가 아실일 때 예컨대, 다음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 

상기 식에서, R4는 아실기를 나타내며, R1은 전술한 바와 같다. 

즉,  본  발명의  화합물(Ⅰa)는  1,3-디아실옥시-2-아실옥시메톡시-프로판(Ⅱ)과  화합물(Ⅲ)을 반응시
켜  제조할  수  있다.  출발물질(Ⅱ)는  예컨대,  A.K.  Fielolet  al.  의  Proc.  Nat.  Acad.  Sci.  USA, 
80,4139(1983)에 기재된 방법으로 용이하게 얻을 수 있다. 

상기  반응은  화합물(Ⅱ)  및  화합물(Ⅲ)을  촉매존재하  감압하에  용해시켜  수행한다.  적절한 촉매로서
는,  p-톨루엔술폰산,  메탄술폰산  및  트리클로로아세트산  같은  프로틱산;  및  무수  염화아연,  무수 염
화알루미늄  및  무수염화  제2주석  같은  루이스산을  들  수  있다.  화합물(Ⅱ)  및  화합물(Ⅲ)의  비율은 
임의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화합물(Ⅱ)를  등량  또는  약간  과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반응온도는  50내지  150℃가  바람직하다.  반응은  시약,  용매,  온도,  반응촉진제  등에  따라 30
분  내지  6시간  사이에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의  화합물(Ⅰa)는  다음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

상기 식에서, R4는 전술한 바와 같으며, R5는  또는 을 나타낸다. 

즉,  본  발명의  화합물(Ⅰa)는  1,3-디아실옥시-2-아실옥시메톡시-프로판(Ⅱ)과  화합물(Ⅲ)의  실릴화 
유도체인 화합물(Ⅳ)을 반응시켜 얻을 수 있다.

화합물(Ⅳ)는  화합물(Ⅲ)을  실온  또는  가열교반하여  과량의  N,O-비스  (트리메틸실릴) 아세트아미드
와  반응시켜  용이하게  얻을  수  있다.  미반응  실릴화제는  감압하여  증류하여  제거한다.  본  발명에 따
른  반응방법은  루이스산의  존재하에  수행한다.  사용할  수  있는  각종  루이스산의  구체직인  예로는, 
무수염화  제2주석,  무수염화  알루미늄,  무수염화  아연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촉매적량  혹은 화합
물(Ⅱ)의  당량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합물(Ⅱ)  및  화합물(Ⅳ)의  비는  임의로  변화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화합물(Ⅳ)에  대해  화합물(Ⅱ)를  등몰  혹은  약간  과량  사용할  수  있다.  이  반응에 
사용될  수  있는  각종  용매는  아세토니트릴,  메틸렌클로라이드,  벤젠,  톨루엔등이  포한된다.  반응은 
-30℃  내지  +50℃의  온도로  진행하며,  일반적으로는  냉각  수  상태  혹은  실온에서  수행한다.  시약, 
용매,  온도,  반응  촉진제등에  따라  30분  내지  6시간  사이에  반응을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
응  종료  후,  반응  혼합물에서  목적물을  분리하여  공지법으로  정제한다.  예컨대,  반응  혼합물을 추출
한  후,  추출물을  세척하여  농축시키고,  잔류물은  크로마토그라피로  정제하여  고수율로써 화합물(Ⅰ
a)를  얻는다.  일반식(Ⅰ)로  다시  돌아가서, R2 가  수소인  화합물(Ⅰ)는  하기와  같이  화합물(Ⅰa)를 

탈아실화하여 제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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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아실화의  예로는,  나트륨  알코올레이트를  함유하는  무수알코올  혹은  암모니아로  포화된  무수 알코
올중 0℃ 내지 실온의 온도로 수시간 내지 하룻밤 동안 진행시킨다. 적당한 탈아실화의 다른 
예로는,  트리에틸아민,  피리딘  등과  같은  유기염기를  사용하는  물-알코올  중에서  실온  내지  80℃의 
온도로  가수분해시키는  것이다.  적절한  알코올로서는,  메탄올,  에탄올  및  프로판올과  같은 저급알코
올을  들  수  있다.  본  발명의  신규화합물(Ⅰ)의  예는,  (1) 1-〔2-아세톡시-1-(아세톡시메틸)에톡시〕
메틸-2-니트로이미다졸,  (2)  1- 〔2-아세톡시-1-(아세톡시메틸)에톡시〕메틸-3-니트로-1,2,4-트리아
졸,  (3)  1-〔2-히드록시-1-(히드록시메틸)에톡시〕메틸-니트로이미다졸,  (4) 1-〔2-히드록시-1-(히
드록시메틸)에톡시〕메틸-3-니트로-1,2,4-트리아졸이다.  상기  화합물(1)  내지  (4)를  이하, 화합물
(1),  화합물(2),  화합물(3),  화합물(4)라  칭한다.  본  발명의  화합물(Ⅰ)은  다음  시험에  나타나는 바
와  같이  독성이  낮으며  우수한  방사선  감응능  및  항비루스  활성을  갖는다.  방사전  5분  내지  5시간 
내에  구강  혹은  비구강의  형태로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화합물들은  필요시  부형제,  안정제, 
보존재,  개량제 등과 함께 정제,  캡슐,  과립,  분말,  좌제 혹은 주사제의 형태로 제제화 할 수 있다. 
투여량은  환자의  연령,  종양이  형성된  부위,  종량의  종류  및  형태,  환자의  상태등에  좌우되며,  신체 
표면 ㎡당 0.2 내지 5.0g이 바람직하다.

작용 및 효과 

본 발명의 화합물을 사용하여 방사선 감응능 및 항비루스 활성에 관한 급성 독성 시험 및 기타 시험
을 수행하였다.

(1)급성 독성 시험 

각종  화합물을  생리식염수  혹은  10%  DMSO를  함유하는  생리식염수에  각각  녹여서  ICR  계의  5주된 수
컷 마우스의 정맥내 혹은 복강내에 투여하였다.   마우스를 14일 이상 관찰하여 50%의 사망율
(LD50/14)을 얻었다. 결과를 표 1에 나타냈다.

[표 1]

(2) 방사선 감응성 시험 

(a) 생체외 시험 1

시험에 사용된 세포 : EMT-6 단일세포 

조사 : Co-감마선 

저산소중에 대한 세포처리 : 95% 질소 및 5% 이산화탄소의 혼합가스로 세포를 현탁시킨다.

세포의 생존율 : 콜로니 계산으로 측정.

방사선 감응성 증가율(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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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결과를 표 2에 나타냈다.

[표 2]

60605

22

[표 3]

실시예

이하 실시예를 들어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실시예 1

1-〔2-아세톡시-1-(아세톡시메틸)에톡시〕-메틸-2-니트로이미다졸 :

화합물 (1)

5.6g의  2-니트로이미다졸,  12.4g의  1,3-디아세톡시-2-아세톡시  메톡시프로판  및  0.5g의 p-톨루엔술
폰산  1수화물을  아스피레이터로  감압하는  트랩이  연결된  플라스크에  넣는다.  플라스크  교반하에 감
압하면서  130∼140℃의  유욕상에서  가열한다.  반응도중  아세트산을  증류시킨다.  반응은  약  15분에 
걸쳐  종료된다.  실온으로  냉각한  후,  약  300㎖의  에틸아세테이트를  첨가하고  추출한다.  추출물을 탄
산수소나트륨  포화수용액으로  세척한  후,  물로  세척한다.  그런  다음,  무수  황산나트륨으로  건조하고 
감압하여  농축시킨다.  잔류물은  전개용매로  혼합용매(에틸아세테이트-벤젠)를  사용하는  실리카  겔 
컬럼  고속액체  크로마토  그라피로  분리  정제하여  점성의  유상물질로  표제화합물  13.3g을 얻었다(수
율 : 88.6%)

MS(m/e) : 301(M)

IR(㎝) : 1740(CO), 1535(NO), 1490(NO)

NMR(δ, CDCl) : 2.0(s, 6H, CHCO×2), 3.8∼4.3(m, 5H, -CHOA×2, CH-), 5.9(s, 2H, -OCHN), 
7.1(s, 1H, ring proton), 7.4(s, 1H, ring proton)

실시예 2

1-〔2-아세톡시-1-(아세톡시메틸)에톡시〕메틸-3-니트로-1,2,4-트리아졸 

화합물 (2)

실시예 1과 유사하게 수행하여 점성의 유상물질의 표제화합물을 얻었다(수율 : 약 83%)

MS(m/e) : 302(M)

IR(㎝) : 1740(CO), 1555(NO), 1500(NO)

NMR(δ, CDCl) : 2.0(s, 6H, CHCO×2), 3.8∼4.3(m, 5H, -CHOA×2, CH-), 5.9(s, 2H, -OCHN), 
8.7(s, 1H, ring proton).

실시예 3

1-〔2-히드록시-1-(히드록시메틸)에톡시〕-메틸-2-니트로이미다졸 :

화합물 (3)

3.01g의  1-〔2-아세톡시-1-(아세톡시메틸)에톡시〕-메틸-2-니트로이  미다졸〔화합물  (1)〕을  50㎖의 
무수  메탄올에  녹이고,  나트륨  에톡사이드의  5%  무수  에탄올  용액을  pH  9.0이  될  때까지  첨가하면서 
실온에서  교반한다.  실온에서의  교반은  3시간  이상  한다.  그런  다음  액체가  pH  7.0이  될  때까지 도
웩스  50W(Dowex  50W,  H,  다우  케미컬  제조)을  천천히  첨가한다.  도웩스  50W를  흡입여과하여 제거하

5-4

96-011379



고,  용매는  감압하에  증류시킨다.  잔류물을  에탄올로  재결정하여  담황색의  침상결정으로  표제화합물 
2.83g을 얻었다(수율 : 94%).

융점 : 88℃

MS(m/e) : 218(M+1), 185, 114, 98

IR(㎝) : 3450(OH), 1540(NO), 1490(NO)

NMR〔δ, DMSO(d)〕: 3.3~3.6(m, 5H, -CHOH×2, CH-), 4.6(t, 2H, -OCHN), 7.15(s, 1H, ring 
proton), 7.8(s, 1H, ring proton).

실시예 4

1-〔2-히드록시-1-(히드록시메틸)에틸시〕메틸-3-니 트로-1,2,4-트리 아졸 : 

화합물 (4)

실시예 3과 유사하게 수행하여 무색 침상결정으로 표제화합물을 얻었다(수율 : 95%)

융점 : 132℃

MS (m/e) : 219(M+1), 205, 185

IR(㎝) : 3450(OH), 1560(NO), 1500(NO)

NMR〔δ,  DMSO(d)〕:  3.3~3.8(m,  5H,  -ChOh×2,  CH-),  4.6(t,  2H,  OH×2),  5.8(s,  2H,  -OCHN), 
9.0(s, 1H, 제5위치의 H)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기 일반식( I )의 복소환 유도체 :

 

상기 식에서, R1은  을  나타내며, R2는  수소원자 또는 아실기를 나타

낸다. 

청구항 2 

일반식(Ⅱ)  화합물과  일반식  (Ⅳ)  화합물을  반응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일반식  (Ia)의  복소환 유도체
의 제조방법.  

 

상기 식에서, R1 및 R5는 을 나타내며, R4는 아실기를 나타낸다. 

청구항 3 

일반식(Ⅰ)의 복소환 유도체를 유효 성분으로 함유하는 방사선 감응제 

 

상기  식에서, R1 은 을  나타내며, R2 는  수소원자  또는  아실기를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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