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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탁산 유도체, 그의 제조방법 및 종양에 있어서의 용도

요약

본 발명은 신규한 3, 11-사이클로탁산 (3,11-cyclotaxane) 유도체, 그의 제조방법 및 종양에 있어서의 용
도에 관한 것으로서, 하기 일반 구조식(1)의 화합물은 탁수스 종 식물의 공기 중 부분을 실온에서 알코올 
또는 케톤 또는 이들과 물의 혼액으로 추출하여 얻거나, 또는 하기 구조식(2)의 화합물의 에탄올 용액을 
240nm에서 수은램프로 조사하고 환류 온도에서 디페닐설파이드의 존재 중에서 테트라하이드로푸란으로 처
리하여 산 또는 그의 활성화된 유도체로 광학적 아실화하여 제조될 수 있는데, 항유사분열제 및 항종양제
로서 사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 R′ 및 R″는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COR″′이며, R″′는 탄소원자 1 내지 6의 알킬그룹
이고, 바람직하게는 메틸이다.

명세서

[발명의 명칭]

탁산 유도체, 그의 제조방법 및 종양에 있어서의 용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신규한 3,11-사이클로탁산 (3,11-cyclotaxane) 유도체, 그의 제조방법 및 종양에 있어서의 용
도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신규한 화합물은 하기의 일반 구조식 (1)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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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R′ 및 R″는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COR″′이며, R″′는 탄소원자 1 내지 6의 알킬 그룹
이고, 바람직하게는 메틸이다.

사이클로탁산(1a) (1, R′= R″= H)은 탁수스(Taxus) 종, 예를 들어 탁수스 바카타 엘과 같은 식물의 침
엽의 추출에 의하여 다른 탁시신(taxicins) 및 탁신(taxines)과 실질적으로 유리되어 얻을 수 있는 신규

한 천연의 화합물이다. 그의 구조는 분광학적 분석, 즉 
1
H-NNR 및 

13
C-NMR 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5-0-신

나모일-10-  아세틸-포토탁시신(5-0-cinnamoyl-10-acetyl-phototaxicine)구조는  사실상  (1a)로  결정된다. 
신규한 사이클로탁산(1a)는 실온에서 알코올, 예를 들어 메탄올 또는 에탄올, 또는 지방족 케톤, 예를 들
어 아세톤이나, 이들의 물과의 혼합액으로 식물재료를 추출하여 분리될 수 있다. 이 추출물을 유기용매가 
제거될 때까지 진공 중에서 농축한 후, 어떠한 불용성 침전물이라도 여과하고 메틸렌 클로라이드, 클로로
포름 또는 에틸아세테이트 등과 같은 물과 혼화하지 않는 비프로톤성 용매로 용해시킨다. (1a) 를 함유하
는 이러한 유기용매 추출물을 증발 건고시키고, 고정상으로 실리카겔을 사용하고 용출액으로서 n-헥산, 
에틸 아세테이트, 메틸렌 클로라이드/메탄올, 또는 아세톤/톨루엔을 사용하여 컬럼 크로마토그라피로 정
제한다. (1a) 를 함유하는 부분을 진공하에서 농축 건조하고 잔류물을 에틸 아세테이트로 결정화 시킨다.

화합물 (1a) 는 역시 탁수스 식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천연의 화합물 (2)로부터 출발하여 에탄올 중에
서 수은 등을 가지고 240nm로 조사하여 얻을 수도 있다.

이러한 조건하, 위치 3 및 11에서 탄소원자 사이의 결합의 형성 및 위치 3으로부터 위치 12로의 수소원자
의 이동이 일어난다.

따라서 본 발명은 (1a)의 합성을 위한 중간체로서 화합물(2) 와도 역시 관련된다. 이 화합물(2)도 역시 
그 자체로서 하기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항암제로서 활성이 있다.

신나모일 잔기 위에서 입체구조 E 를 갖는 (2) 의 광화학적 재배열은 올레핀 이중결합의 부분적 이성 체
화를 수반한다. 이 광사이클화로부터 생성된 물질은 사실상 E 및 Z 이성체의 5:1 혼합물로 구성된다. 그
러나 천연의 생성물(1a) 는 화합물 (2) 와 같이, E 구조를 갖는 단위 입체이성체를 갖는다.                                    

광합성으로부터 얻은 Z 이성체의 부분이 E 이성체로이 재-이성체화는 광사이클화로부터생성된 물질을 디
페닐설파이드의 존재중 테트라하이드로푸란내에서 환류시킴으로서 달성될 수 있다.

(2)의 (1a)로의 완전한 전환이 일어난다.

탁시신의 광사이클화 반응은 케이. 나가니시(K. Nakanish : J. Chem. Soc. Chem. Commun. 1201, 1967)에 
의하여 기술되었으며, 이것은 3 위치 탄소로부터 12 위치 탄소로의 수소 이동에 의해 형성된 위치 3 및 
II에서의 이중라디칼 중간체를 통하여 일어난다고 가정된다.  그러나 용매로서 디옥산에 의존하는 나가니
시 방법은 수율이 낮고 (약 50%), 신나모일 잔기를 함유하는 탁시신에 적용하였을 때에는 고함량의 Z 이
성체를 갖는 입체이성체를 생성한다.

우리는 낮은 입력의 수은 램프를 가지고 에탄올 용액 중에서 광사이클화를 수행함으로서 적어도 85%의 E 
이성체를 함유하는 (1a)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우리는 (2)의 몰 당 0.1 - 0.4 
mol 양의 디페닐설파이드 존재중 테트라하이드로푸란 중에서 환류에 의하여 혼합물을 E 이성체로 완전히 
전환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입체화학적으로 순수한 생성물은 실리카겔 크로마토그라피에 의하여 톨루엔/아세톤 또는 n-헥산/에틸 아
세테이트 와 같은 용매로 용출시켜 디페닐설파이드를 제거한 후에 분리된다.

화합물(2)는 화합물(1a)에서 기술된 방법과 유사하게, 예를 들어 식물성 물질을 실온에서 알코올로, 이어
서 물과 혼화하지 않는 용매, 실리카겔 크로마토그래피 및 예비 HPLC 에 의하여 추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T. 바카타 L. 의 침엽으로부터 추출된다.

R′ 및/또는 R″가 COR″′그룹을 나타내는 유도체(1)은 (1a) (1, R′= R″= H)를, 예를 들어 산 클로라
이드, 무수물과 같은 산 R″′COOH의 적절히 활성화된 유도체와 반응시키거나, 또는 디사이클로헥실 카르
보디이미드와 같은 축합제의 존재 중에서 반응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예에서는, 에스테르화
가 예를 들어 피리딘과 같은 염기성 용매 중에서 화학량론적인 양의 아실화제와 같이 수행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 반응 혼합물을 물로 희석하고 염소화된 용매(예를 들어, 메틸렌 클로라이드 또는 
클로로포름) 또는 에테르 (예를 들어 에틸에테르) 로 추출한다.  유기상을 분리하여, 물로 세척하고 진공
하에서 증발 건고한다.

다음에 잔류물을 실리카겔 상에서 크로마토그래피하여 원하는 에스테르를 얻는다.  디사이클로헥실 카르
보디이미드가 사용될 때, 에스테르화는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또는 디옥산과 같은 비프로톤용매 중에
서 수행된다.

형성된 디사이클로헥실 우레아를 여과하여 제거한 후, 반응 혼합물을 진공하에서 증발 건고하고 잔류물은 
n-헥산/에틸 아세테이트 또는 톨루엔/아세톤과 같은 혼합액을 용출 용매로 사용하여 실리카겔 상에서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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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토그래피한다.

(1a) 의 위치 2 및 9에서 하드록시 그룹은 다른 반응성을 가지므로 선택적인 아실화를 얻는 것이 가능하
다.

특히, 9-위치에서의 히드록시는 -50℃ 내지 실온 범위의 온도로 완화한 조건하에서 아실화될 수 있다.  
2-위치에서의 아실화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 혼합물을 30-80℃ 까지 가열하거나, 4-디메틸아미노피리딘과 
같은 적절한 촉매를 사용하거나, 또는 반응 시간을 연장시키는 등의 보다 강한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필
요하다.

예를 들어 화합물(1b) (1, R′= R″= COCH3)는 (1a)를 무수 피리딘 용액 중에서 무수초산과 반응시키는 것

에 의하여 얻어진다.

실온에서 하루밤 정치한 후, 반응 혼합물을 물로 희석하고 클로로포름으로 추출한다.  유기상을 중탄산 
나트륨 수용액, 다음에 물로 세척하고 증발 건고한다.  잔류물은 실리카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에서 7 : 
3 에틸아세테이트/헥산 혼합액으로 용출한 다음에 (1b)를 얻는다.

구조식(1) 및 (2)의 화합물은 탁솔 또는 그의 유도체와 같은 공지의 탁산에 필적할 만한 항유사분열 활성 
및, 생체 내에서는 항종양 활성을 갖는다.

생체외에서, 이들은 뇌 튜불린에서 (셀란스키, Proc. Natl. Acad. Sci. USA, 70, 765, 1973), 그리고 사
람의 배양된 백혈구에서 활성을 나타내었다.  본 발명의 화합물은 튜불린에 대하여 바카틴 III (bacatine 
III)의 대응하는 유도체의 2배의 활성을 갖는다.  이 화합물은 경구적 또는 비 경구적으로, 단독 또는 항
암제, 스테로이드 등을 포함하는 다른 치료제와 조합하여 이러한 치료가 필요한 포유동물에게 투여될 수 
있다.  비경구적 투여 경로로는 근육내, 척수내, 정맥내 및 동맥내 투여가 포함된다.  이러한 형의 어떠
한 약물과 마찬가지로, 체형처방은 특수한 신생물, 환자의 상태 및 관찰된 반응에 따라 정량되어야 하지
만, 일반적으로 용량은 5일 동안 매일 약 10 내지 약 3㎎/㎡이거나, 또는 매 3주에 한번씩 150 내지 250 
㎎/㎡으로 될 것이다.  현재 사용되는 다른 약제와 비교할 때 낮은 독성을 갖는 반면, 독성 반응은 1일 
용량을 감소시키는 방법 또는 화합물을 하루 걸러 투여하거나 3 내지 5일 마다 한번씩과 같이 보다 긴 간
격으로 투여하는 방법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다에 의하여 종종 제거될 수 있다.  경구용  제형에는 단위 
제형당 약물 1-10㎎을 함유하는 정제 및 캅셀제가 포함된다.  20-100㎎/㎖를 함유하는 등장의 생리식염수
가 비경구 투여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다음의 실시예는 본 발명의 주요 양상을 명백히 하여 줄 것이다.

[실시예 1]

탁수스 바카타 엽으로부터 5-0-신나모일-10-아세틸사이클로 탁산(1a) (1, R′= R″= H)의 분리.

탁수스 바카타 엽 500㎏을 실온에서 에탄올 1500ℓ 씩 10회 추출하였다.  추출액을 모아 900ℓ 용량 까지 
농축하고 실온에서 24시간 동안 정치하였다.  용해되지 않은 물질을 원심분리에 의하여 분리하고 용액을 
메틸렌 클로라이드 300ℓ 씩 5회 추출하였다.  유기상을 모아 용매를 감압하에서 증발시켰다.  얻어진 잔
류물 3.5㎏을 클로로포름 및 메탄올(98:2) 혼합액 중에 용해시키고 동일한 용매 혼합액을 용출액으로 사
용하여 실리카겔 70㎏을 함유하는 크로마토그래피 컬럼을 통과시켰다.

순수한(1a)를 함유하는 분율을 수집하여 용출물을 감압하에서 증발시키고 잔류물을 에틸 아세테이트로 결
정화시켰다.  화합물(1a)를 미세결정형 백색 분말의 형태로서 얻었다;

m.p.  126℃, [α]D
20
+7.5 (CH2Cl2 ,  c=0.77);  UV λ max  EtOH  279,  217,  201mn. IRυmax( (KBr):  3475,  1700, 

1630, 1450, 1370, 1245, 1040, 990, 900, 770, 710cm
-1
.

CI-MS(NH3) 556(C31H38O8+NH4)
+
.

[실시예 2]

5-0-신나모일-10-아세틸탁시신 I(2)의 분리

T. 바카타 엽의 건조된 침엽과 작은 가지 500㎏을 실온에서 에탄올로 추출하였다.  잔류물에 현탁하고 헥
산 및 다음에 CHCL3 로 추출하였다.  클로로포름상을 증발시킨 후, 잔류물(3.5㎏)을 용출액으로 증가되는 

양의  메탄올을  함유하는  메틸렌  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실리카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실시하였다.   
CH2Cl2-MeOH(98 : 2) 분율을 황색 분말 12g을 생성하는데, 이것을 HPLC 크로마토그래피 (헥산-에틸 아세테

이트 1:1)하여 1.5g의 (2)를 백색 분말로서 얻었다. m.p. 145℃, [α]D
15
+185 (CHCl3 , c=0.61); UV λmax 

EtOH NM: 280, 223, 217; IRυmax KBr cm
-1
:3450, 1720, 1670, 1645, 1320, 1230, 1180, 1010, 990; CI-

MS(NH3) 140eV, m/z (rel.int.):556.

[실시예 3]

광사이클화에 의한 5-0-신나모일-10-아세틸사이클로탁산 (1a) (1, R′= R″= H)의 제조.

5-0-신나모일-10-아세틸탁시신 I (2) 1.05g을 에탄올 500㎖에 용해하였다.

이 용액을 석영관에 넣고 질소를 보내어 공기를 완전히 제거하였다.  이 관을 레이오네트 광화학 반응기
에 넣고 용액을 5시간 동안 240nm 로 조사하였다.  다음에 반응 혼합물을 진공 증류 건고하고 잔류물을 
테트라하이드로푸란 200㎖ 중에 용해하였다.  디페닐설파이드 100㎎을 가하고 혼합물을 5시간 동안 환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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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반응 혼합물을 증류 건고하고 잔류물을 용출액으로서 n-헥산-에틸아세테이트 9 : 1 혼액을 사용하
여 실리카겔 250g을 함유하는 크로마토그래피 컬럼으로 정제하였다.  디설파이드의 완전한 제거가 될 때
까지 이 크로마토그래피를 계속하였다.  n-헥산-에틸 아세테이트 1 : 1로 계속해서 용출하여 (1a) 1g을 
얻고, 이것을 에틸 아세테이트로 결정화하였다.  얻어진 생성물은 실시예 1에서 얻은 생성물과 동일한 물
리-화학적 특성을 갖는다.

[실시예 4]

5-0-신나모일-2,9,10-트리아세틸사이클로탁산 (1b) (1, R′= H R″= COCH3) (1a) 200㎎을 무수 피리딘 2㎖

에 용해시키고 무수 초산 2㎖로 처리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실온에서 12 시간동안 정치한 다음, 물 15㎖
로 희석하고 메틸렌 클로라이드 5㎖ 씩으로 2회 추출하였다.  수집한 유기상을 포화 NaHCO3 수용액 및 다
음에 물로 세척한 다음 마지막으로 증발건고하였다.  잔류물을 용출액으로서 n-헥산-에틸 아세테이트 3:7 
혼액을 사용하여 실리카겔 15g을 통하여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실시하였다. (1b)를 함유하는 용출물을 
진공 증류 건고하여 백색 생성물 170㎎을 얻었다.

m.p. p.f. 90℃, CI-MS(NH3) m/z 598 (C31H38O8+NH4).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일반 구조식(I)의 화합물.

여기에서 R′ 및 R″는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COR″′이며, R″는 탄소원자 1 내지 6의 알킬그룹이
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R′ 및 R″가 수소인 화합물.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R′가 수소이고 R″가 아세틸인 화합물.

청구항 4 

구조식 (2)의 화합물

청구항 5 

탁수스 종 식물의 공기 중 부분을 실온에서 알코올 또는 케톤 또는 이들과 물의 혼액으로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탁수스 종 식물로부터 제2항의 화합물을 추출하는 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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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 4항의 화합물의 에탄올 용액을 240nm에서 수은램프로 조사하고 ; b) 상기 반응 혼합물을 환류 온도
에서 디페닐설파이드의 존재 중에서 테트라하이드로푸란으로 처리하고 ; c) 구조식 R″′COOH(여기에서 R
″′는 탄소원자 1 내지 6의 알킬그룹이다)의 산 또는 그의 활성화된 유도체로 광학적 아실화하는 것을 
포함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화합물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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