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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호흡기 질환의 치료에 유용한 페네탄올아민 유도체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페네탄올아민 유도체, 이것의 제조 방법, 이것을 포함하는 조성물 및 이것을 의약으로서, 구체적으로 호흡기
질환을 예방 및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당분야에서 특정한 페네탄올아민 화합물은 β2-교감신경계 수용체(β2-adrenoreceptor)에서 선택적인 자극 활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기관지 천식 및 관련 질병을 치료하는데 유용하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특허 제 2 140 800호는
4-히드록시-α1-[[[6-(4-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메틸]-1,3-벤젠디메탄올 1-히드록시-2-나프탈렌카르복실레이트
(살모테롤 지나포에이트; salmeterol xinafoate)를 비롯한 페네탄올아민 화합물들을 개시하고 있으며, 상기 화합물은 현
재 기관지 천식 및 관련 질병의 치료에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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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모테롤 및 기타 시판되는 β2-교감신경계 수용체 작용제(agonist)는 효과적인 기관지확장제이지만, 그 작용의 지속 기

간은 약 12 시간이므로, 대개 하루에 2회 투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β2-교감신경계 수용체에서 강력하고 선택적인 자극

활성을 가지며 유리한 작용 양상을 보이는 화합물에 대한 임상학적 요구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에 의하면, 하기 화학식 (I)로 표시되는 화합물, 또는 이것의 염, 용매화물 또는 생리학적 작용성 유도체가 제공된
다:

  

화학식 I

  상기 식에서,

  m은 2 내지 8의 정수이고;

  n은 3 내지 11, 바람직하게는 3 내지 7의 정수이되, 단, m+n은 5 내지 19, 바람직하게는 5 내지 12인 것을 조건으로 하
며;

  R1은 SR6, SOR6 또는 SO2R
6이고;

  이때 R6는 C3-7시클로알킬 또는 C3-7시클로알케닐 기이고;

  R2와 R3는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C1-6알킬, C1-6알콕시, 할로, 페닐 및 C1-6할로알킬로 이루어진 군중에서 선택되며;

  R4와 R5는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및 C1-4알킬로부터 선택되는 것이되, 단 R4와 R5에서 총 탄소 원자 수는 4보다 크지 않

아야 하며;

  Ar은 하기 화학식 (a) 내지 화학식 (d)로부터 선택되는 기이고;

  

  및

  여기서, R8은 수소, 할로겐, -(CH2)qOR11, -NR11C(O)R12, -NR11SO2R
12, -SO2NR11R12, -NR11R12, -OC(O)R13 또는

-OC(O)NR11R12를 나타내며, R7은 수소, 할로겐 또는 C1-4알킬을 나타내거나; 또는

  R8은 -NHR14이고, R7은 -NHR14와 함께 5원 또는 6원 헤테로시클릭 고리를 형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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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9는 수소, 할로겐, -OR11 또는 -NR11R12를 나타내고;

  R10은 수소, 할로겐, 할로C1-4알킬, -OR11, -NR11R12, -OC(O)R13 또는 OC(O)NR11R12를 나타내며;

  R11과 R12는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C1-4알킬을 나타내거나, -NR11R12, -SO2NR11R12 및 -OC(O)NR11R12와 같은

기에서는, R11과 R12가 각각 수소 또는 C1-4알킬을 나타내거나, 또는 그들이 결합되어 있는 질소 원자와 함께 5원, 6원 또

는 7원 질소원자 함유 고리를 형성하고;

  R13은 할로겐, C1-4알킬, 히드록시, C1-4알콕시 또는 할로C1-4알킬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치환체에 의해서 치환되거

나 치환되지 않은 아릴(예: 페닐 또는 나프틸)기를 나타내며;

  q는 0 또는 1 내지 4의 정수이다.

  구체적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상기 화학식 (I)로 표시되는 화합물 및 이것의 염, 용매화물 및 생리학적 작용성 유도체
를 제공하는데, 이때 화학식 (I)은, R8이 수소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다.

  화학식 (I)로 표시되는 화합물에 있어서, 기 R1은 -O(CH2)n-연결기에 대하여 메타 위치에 결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R1은 SOR6 또는 SO2R
6를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고, SO2R

6를 나타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R6는 C3-7시클로알킬을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클로펜틸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R4와 R5는 각각 수소와 메틸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R4와 R5가 둘다 수소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
다.

  m은 4, 5 또는 6인 것이 적당하며, n은 3, 4, 5 또는 6인 것이 적당하다. m은 5 또는 6인 것이 바람직하고, n은 3 또는 4
인 것이 바람직하며, m+n은 8, 9 또는 10이 되는 것이 적당하며, 9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화학식 (I)로 표시되는 화합물에 있어서, 기 Ar은 상기 식 (a) 및 (b)로 표시되는 기들중에서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상기 식 (a) 및 (b)로 표시되는 기에 있어서, R8이 할로겐을 나타낼 경우, 이것은 염소 또는 플루오르인 것이 바람직하
다. R11과 R12는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메틸을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R13은 치환된 페닐을 나타내는 것이 바람
직하다. 정수 q는 0 또는 1을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예를 들자면 -(CH2)qOR11은 OH 또는 -CH2OH를 나타

내는 것이 바람직하고; NR11C(O)R12는 -NHC(O)H를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며; -SO2NR11R12는 -SO2NH2 또는 -

SO2NHCH3를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고; NR11R12는 -NH2를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며; -OC(O)R13은 치환된 벤질옥

시, 예를 들면 OC(O)-C6H4-(p-CH3)를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고; -OC(O)NR11R12는 OC(O)N(CH3)2를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R8이 NHR14를 나타내어 R7과 함께 5원 또는 6원 헤테로시클릭 고리를 형성할 경우에, -NHR14-R7-은, -NH-CO-R15

(식중, R15는 알킬, 알케닐 또는 알킬옥시 부분이다); -NH-SO2R
16 (식중, R16은 알킬옥시 부분이다); -NH-R17 (식중,

R17은 COOR18에 의해 치환되거나 치환되지 않은 알킬 또는 알케닐 부분으로서, R18은 C1-4알킬이다); 또는 - NH-CO-S

를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상기 알킬 및 알케닐 기와 부분은 1 또는 2개의 탄소 원자를 함유한다.

  상기 식 (a) 및 (b)로 표시되는 특히 바람직한 기들은 하기 식 (i) 내지 (xxi)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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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식에서, 식 (xvi)와 (xix)중의 점선은 선택적인 이중 결합을 나타낸다.

  Ar은 상기 식 (i)의 기를 나타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특히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본 발명은 하기 화학식 (Ia)로 표시되는 화합물, 이것의 염, 용매화물 또는 생리학적 작용
성 유도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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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Ia

  상기 식에서,

  m은 2 내지 8의 정수이고;

  n은 3 내지 11의 정수, 바람직하게는 3 내지 7의 정수이되, 단, m+n은 5 내지 19, 바람직하게는 5 내지 12인 것을 조건
으로 하며;

  R1은 SR6, SOR6 또는 SO2R
6이고, 이때 R6는 C3-7시클로알킬 또는 C3-7시클로알케닐기이며;

  R2와 R3은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C1-6알킬, C1-6알콕시, 할로, 페닐 및 C1-6할로알킬로 이루어진 군중에서 선택되고;

  R4와 R5는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및 C1-4알킬로부터 선택되는 기이되, 단, R4와 R5에서 총 탄소 원자 수는 4보다 크지 않

아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상기 화학식 (Ia)로 표시되는 화합물에 있어서, 기 R1은 -O-(CH2)n-연결기에 대해 메타 위치로 결합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

  R1은 SOR6 또는 SO2R
6인 것이 바람직하고, SO2R

6인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R6는 C3-7시클로알킬을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클로펜틸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R4와 R5는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및 메틸중에서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R4와 R5가 둘다 수소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
다.

  m은 4, 5 또는 6인 것이 적당하고, n은 2, 3, 4, 5 또는 6인 것이 적당하다. m은 5 또는 6인 것이 바람직하고, n은 3 또는
4인 것이 바람직하며, m+n은 8, 9 또는 10인 것이 적당하고, 바람직하게는 9이다.

  상기 화학식 (I) 및 (Ia)로 표시되는 화합물로서는 다음과 같은 화합물들을 들 수 있다:

  4-{(1R)-2-[(6-{4-[3-(시클로펜틸설피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놀;

  4-{(1R)-2-[(6-{4-[3-(시클로펜틸설피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놀(이
성질체 1);

  4-{(1R)-2-[(6-{4-[3-(시클로펜틸설피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놀(이
성질체 2);

  4-{(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놀;

  4-{(1R)-2-[(6-{4-[4-(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놀;

  4-{(1R)-2-{[6-({4-[3-(시클로헥실설포닐)페닐]부틸}옥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놀;

  4-{(1R)-2-{[6-({4-[3-(3-시클로펜텐-1-일설포닐)페닐]부틸}옥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
메틸)페놀;

  4-{(1R)-2-{[6-({5-[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펜틸}옥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놀;

  4-{(1R)-2-{[(7-({3-[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프로필}옥시)헵틸]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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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5-메틸페닐]부틸}옥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
틸)페놀;

  N-[5-((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틸}옥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
메탄설폰아미드;

  4-((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틸}옥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플루오로페놀;

  6-{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피리딘-3-올;

  5-{(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8-히드록시-3,4-디히드로
퀴놀린-2(1H)-온;

  5-{(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페닐포름아미
드; 및

  이들의 염, 용매화물 및 생리학적 작용성 유도체.

  특히 바람직한 화학식 (I)의 화합물은 4-{(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
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놀, 및 이것의 염, 용매화물 및 생리학적 작용성 유도체이다.

  상기 화학식 (I)과 (Ia)로 표시되는 화합물은 2개의 비대칭 중심, 즉, 기 의 탄소 원자, 및 R1이 SOR6일 경우 설폭사
이드기의 황 원자에서 비대칭 중심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상기 화합물들은 4개의 상이한 이성질체 형
태로 존재할 수 있다. 본 발명은 2개의 키랄 중심에서의 (S) 및 (R) 에난티오머들도 모두 포함하며, 이러한 에난티오머는
순수한 형태로 또는 임의의 분율로 혼합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R4와 R5가 상이한 기일 경우에, 이들이 결합되어 있는 탄소 원자는 비대칭 중심이 되며, 본 발명은 이러한 비
대칭 중심에서의 (S) 및 (R) 에난티오머들도 모두 포함하며, 이때 에난티오머는 순수한 형태로 또는 임의의 분율로 혼합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화학식 (I)과 (Ia)로 표시되는 화합물은 에난티오머와 부분 입체 이성질체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임의의 분율
로 혼합된 혼합물도 모두 포함한다.

  의약에 사용하는데 적합한 화학식 (I)과 (Ia)로 표시되는 화합물의 염과 용매화물은,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반대이온 또
는 회합 용매를 포함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반대이온 또는 회합 용매를 갖는 염과 용매화물
도, 예를 들면 화학식 (I)과 (Ia)로 표시되는 다른 화합물, 이것의 약제학적 허용 염, 용매화물 및 생리학적 작용성 유도체의
제조에 있어서 중간체로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된다.

  "생리학적 작용성 유도체"라는 용어는, 예를 들면 체내에서 화학식 (I) 또는 (Ia)로 표시되는 화합물로 전환됨으로써, 모체
화합물인 화학식 (I) 또는 (Ia)로 표시되는 화합물과 동일한 생리학적 작용을 갖는 화학식 (I) 또는 (Ia)로 표시되는 화합물
의 화학적 유도체를 의미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생리학적 작용성 유도체의 예로서는 에스테르류를 들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한 적합한 염류에는, 유기 산과 무기 산 또는 유기 염기와 무기 염기에 의해 형성된 염들이 포함된다. 약제학
적으로 허용되는 산 부가염으로서는, 염산, 브롬화수소산, 황산, 시트르산, 타르타르산, 인산, 락트산, 피루브산, 아세트산,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 트리페닐아세트산, 설팜산, 설파닐산, 숙신산, 옥살산, 푸마르산, 말레인산, 말산, 글루탐산, 아스
파르트산, 옥살로아세트산, 메탄설폰산, 에탄설폰산, 아릴설폰산 (예: p-톨루엔설폰산, m-톨루엔설폰산, 벤젠설폰산, 4-
클로로벤젠설폰산, 4-브로모벤젠설폰산, 4-페닐벤젠설폰산, 나프탈렌설폰산 또는 나프탈렌디설폰산), 살리실산, 글루타
르산, 글루콘산, 트리카르발릴산, 신남산, 치환된 신남산(예: 4-메틸 및 4-메톡시 신남산을 비롯한 페닐, 메틸, 시아노, 메
톡시 또는 할로 치환된 신남산), 아스코르브산, 올레산, 나프토인산, 히드록시나프토인산(예: 1-히드록시-2-나프토인산
또는 3-히드록시-2-나프토인산), 나프탈렌아크릴산(예를 들어, 나프탈렌-2-아크릴산), 벤조산, 4-메톡시벤조산, 2-히
드록시벤조산, 4-히드록시벤조산, 4-클로로벤조산, 4-페닐벤조산, 벤젠아크릴산(예: 1,4-벤젠디아크릴산) 및 이세티온
산으로부터 형성된 염을 들 수 있다.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기 염으로서는, 암모늄염, 알칼리 금속염, 예컨대 나트륨염
및 칼륨염, 알칼리 토금속염, 예컨대 칼슘염 및 마그네슘염, 및 디시클로헥실 아민 및 N-메틸-D-글루카민과 같은 유기 염
기에 의해 형성된 염을 들 수 있다.

  4-{(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놀과 같
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화합물은, 결정질 염의 형태로, 예를 들면 후술하는 실시예 부분에서 예시된 염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바람직한 염으로서는, 벤젠설포네이트 유도체, 예컨대 p-톨루엔설포네이트, m-톨루엔설포네이트,
4-클로로벤젠설포네이트, 4-브로모벤젠설포네이트, 4-페닐벤젠설포네이트 및 나프탈렌-2-설포네이트 염을 들 수 있다.

  화학식 (I)과 (Ia)로 표시되는 화합물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에스테르류는 C1-6알킬, 아릴, 아릴C1-6알킬 또는 아미노

산 에스테르로 전환된 히드록시기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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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한 바와 같이, 화학식 (I)과 (Ia)로 표시되는 화합물은 선택적인 β2-교감신경계 수용체 작용제로서, 이러한 사실은 인

간 베타-교감신경계 수용체로 형질감염된 세포주 또는 이러한 세포들로부터 유도된 막으로부터의 기능성 유전자 또는 리
포터(reporter) 유전자 해독법을 이용하여 입증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화합물은 신속한 작용의 개시와 장기간의 효능
지속 효과를 겸비할 수 있다. 이외에도, 특정한 화합물은 기존의 효능지속형 β2-작용제 기관지 확장제에 비해서 동물 모델

에서 향상된 치료 지수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화합물은 1일 1회 투여하는데 적합한 것이 된다. 또한, 본 발명
의 바람직한 화합물은 경구 투여후에 래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흡수율을 나타낸다. 본 발명의 화합물은 주로 흡입 투여용
으로 사용되는 것이지만, 80%에까지 이를 수 있는 투여량의 일부분을 환자가 삼킬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원하지 않는
전신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구 흡수율이 낮다는 것은 본 발명의 화합물에 대한 바람직한 특성이다.

  화학식 (I)과 (Ia)로 표시되는 화합물 및 이것의 약제학적 허용 염, 용매화물 및 생리학적 작용성 유도체는, 선택적인 β2-

교감신경계 수용체 작용제의 필요를 나타내는 임상학적 증상의 예방 및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이와 같은 증상으로서
는, 가역적인 기도 폐색과 관련된 질병, 예를 들면 천식, 만성 폐색성 폐질환(COPD) (예: 만성 및 호흡곤란성 기관지염, 폐
기종), 호흡기도 감염증 및 상기도 질환(예: 계절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을 포함한 비염)을 들 수 있다.

  치료 가능한 다른 증상으로서는, 조기 분만, 우울증, 울혈성 심장 손상, 피부 질환(예: 염증성, 알레르기성, 건선 및 증식성
피부 질환), 소화기 산도 저하를 요하는 증상(예: 소화기 및 위 궤양) 및 근육 약화 질병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사람을 비롯한 포유류에서 선택적인 β2-교감신경계 수용체 작용제의 필요를 나타내는 임상학적 증상

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상기 방법은 치료학적 유효량의 상기 화학식 (I) 또는 (Ia)로 표시되는 화합물, 또
는 이것의 약제학적 허용 염, 용매화물 또는 생리학적 작용성 유도체를 투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가
역적인 기도 폐색과 관련된 질병, 예를 들면 천식, 만성 폐색성 폐 질환(COPD), 호흡기도 감염증 또는 상기도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본 발명은, 조기 분만, 우울증, 울혈성 심장 손상, 피부 질환(예: 염증성, 알레르
기성, 건선 및 증식성 피부 질환), 소화기 산도 저하를 요하는 증상(예: 소화기 및 위 궤양) 및 근육 약화 질병으로 이루어진
군중에서 선택된 임상학적 증상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다른 측면에서, 본 발명은, 의학적 치료 방법에 유용한, 구체적으로 사람을 비롯한 포유류에서 선택적인 β2-교감신경계

수용체 작용제의 필요를 나타내는 임상학적 증상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데 유용한, 상기 화학식 (I) 또는 (Ia)로 표시되는 화
합물, 또는 이것의 약제학적 허용 염, 용매화물 또는 생리학적 작용성 유도체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가역적인
기도 폐색과 관련된 질병, 예를 들면 천식, 만성 폐색성 폐 질환(COPD), 호흡기도 감염증 또는 상기도 질병을 예방 또는 치
료하는데 유용한, 상기 화학식 (I) 또는 (Ia)로 표시되는 화합물, 또는 이것의 약제학적 허용 염, 용매화물 또는 생리학적 작
용성 유도체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본 발명은, 조기 분만, 우울증, 울혈성 심장 손상, 피부 질환(예: 염증성, 알레르기성, 건
선 및 증식성 피부 질환), 소화기 산도 저하를 요하는 증상(예: 소화기 및 위 궤양) 및 근육 약화 질병으로 이루어진 군중에
서 선택된 임상학적 증상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데 유용한, 상기 화학식 (I) 또는 (Ia)로 표시되는 화합물, 또는 이것의 약제
학적 허용 염, 용매화물 또는 생리학적 작용성 유도체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화학식 (I) 또는 (Ia)로 표시되는 화합물, 또는 이것의 약제학적 허용 염, 용매화물 또는 생리학적 작
용성 유도체를, 선택적인 β2-교감신경계 수용체 작용제의 필요를 나타내는 임상학적 증상, 예를 들면 가역적인 기도 폐색

과 관련된 질병, 예컨대 천식, 만성 폐색성 폐 질환(COPD), 호흡기도 감염증 또는 상기도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기 위한
약제를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상기 화학식 (I) 또는 (Ia)로 표시되는 화합물, 또는 이것의 약제
학적 허용 염, 용매화물 또는 생리학적 작용성 유도체를, 조기 분만, 우울증, 울혈성 심장 손상, 피부 질환(예: 염증성, 알레
르기성, 건선 및 증식성 피부 질환), 소화기 산도 저하를 요하는 증상(예: 소화기 및 위 궤양) 및 근육 약화 질병으로 이루어
진 군중에서 선택된 임상학적 증상을 예방 또는 치료하기 위한 약제를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치료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상기 화학식 (I) 또는 (Ia)로 표시되는 화합물, 이것의 약제학적 허용 염, 용매화물 또는
생리학적 작용성 유도체의 양은 물론 구체적인 화합물, 투여 경로, 치료받는 피검체 및 치료하고자 하는 특정한 장애 또는
질병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본 발명의 화합물은 0.0005 mg 내지 10 mg, 바람직하게는 0.005 mg 내지 0.5 mg, 예를
들면 0.05 mg 내지 0.5 mg의 용량으로 흡입에 의해 투여될 수 있다. 성인의 경우 용량 범위는 일반적으로 1일당 0.0005
mg 내지 10 mg 범위, 바람직하게는 1일당 0.01 mg 내지 1 mg 범위, 가장 바람직하게는 0.05 mg 내지 0.5 mg 범위이다.

  상기 화학식 (I) 또는 (Ia)로 표시되는 화합물, 또는 이것의 약제학적 허용 염, 용매화물 또는 생리학적 작용성 유도체를
단독으로 투여할 수도 있지만, 약제학적 제형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 화학식 (I) 또는 (Ia)로 표시되는 화합물, 또는 이것의 약제학적 허용 염, 용매화물 또는 생리학적
작용성 유도체, 및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 또는 부형제와 경우에 따라 1종 이상의 다른 치료 성분을 포함하는 약제학
적 제형을 제공한다.

  본 명세서에서, "활성 성분"이라는 용어는 상기 화학식 (I) 또는 (Ia)로 표시되는 화합물, 또는 이것의 약제학적 허용 염,
용매화물 또는 생리학적 작용성 유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상기 약제학적 제형으로서는, 경구 투여, 비경구 투여(피하, 피내, 근육내, 정맥내 및 관절내 투여 포함), 흡입 투여(다양
한 유형의 계량 압축 에어로졸, 분무기 또는 취입기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미립자 분말(dust) 또는 미스트(mist) 포함), 직
장 투여 및 국소 투여(피부, 협측, 설하 및 안내 투여 포함)를 들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경로는 예컨대 수용자의 상태와 질
병의 정도에 좌우될 수 있다. 약제학적 제형은 단위 투여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용이하며, 제약 분야에 잘 알려진 방법에
의해 제조할 수 있다. 모든 방법은 활성 성분을 1종 이상의 보조 성분을 구성하는 담체와 결합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일
반적으로, 약제학적 제형은 활성 성분을 액상 담체 또는 미분된 고형 담체 또는 이들 2종의 담체와 함께 철저하게 결합시
킨 후에, 필요에 따라서 생성물을 소정의 제형으로 성형하는 방법으로 제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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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구 투여에 적합한 본 발명의 제형은 분할된 투여 단위 형태, 예를 들면 각각 소정량의 활성 성분을 함유하는 캡슐, 카세
제 또는 정제의 형태로; 분말 또는 과립의 형태뢰 수성 액체 또는 비수성 액체중의 용액 또는 현탁액 형태로; 또는 수중유
액상 에멀젼 또는 유중수 액상 에멀젼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또한, 활성 성분은 환괴, 연약 또는 페이스트 형태로 제공될
수도 있다.

  정제는, 필요에 따라 1종 이상의 보조 성분을 사용하여, 압착 또는 성형함으로써 제조될 수 있다. 압축 정제는 적절한 기
계에서, 분말 또는 과립과 같은 자유 유동성 형태의 활성 성분을 경우에 따라서 결합제, 윤활제, 불활성 희석제, 표면 활성
제 또는 분산제와 혼합하여 압축시키는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 성형된 정제는, 불활성 액상 부형제로 습윤된 분말 형태
의 화합물의 혼합물을 적절한 기계에서 성형하는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정제는 피복하거나 금을 새길
수 있으며, 내부에 함유된 활성 성분을 서서히 또는 조절된 방식으로 방출하도록 제형화될 수도 있다.

  비경구 투여용 제형으로서는, 항산화제, 완충제, 정균제 및 제형을 목적하는 수용자의 혈액과 등장성으로 만드는 용질을
함유할 수 있는, 수성 및 비수성 멸균 주사 용액; 및 현탁제와 증점제를 포함할 수 있는 수성 및 비수성 멸균 현탁액을 들 수
있다. 제형은 1회 단위 용량 또는 멀티 용량 용기에, 예를 들면 밀봉된 앰풀과 바이알에 함유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사용 직전에 멸균 액상 담체, 예를 들면 염수 또는 주사용수를 첨가하면 되는 동결 건조된 (친액성화된) 상태로 보관될 수
있다. 즉석 주사 용액과 현탁액은, 전술한 바와 같은 종류의 멸균된 분말, 과립 및 정제로부터 제조될 수 있다.

  흡입에 의해서 폐에 국소 전달하기 위한 건조 분말 조성물은, 캡슐 및 젤라틴 등의 카트리지, 또는 예컨대 흡입기 또는 취
입기에 사용하기 위한 적층 알루미늄 호일로 된 발포고로 제공될 수 있다. 분말 혼합 제형은 일반적으로 본 발명의 화합물
을 흡입하기 위한 분말 혼합물과 적합한 분말 기제(담체/희석제/부형제 물질), 예를 들면 모노사카라이드, 디사카라이드
또는 폴리사카라이드(예: 락토오스 또는 전분)을 함유한다. 락토오스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캡슐 또는 카트리지는 경우에 따라 다른 치료학적 활성 성분과 혼합된 상기 화학식 (I) 또는 (Ia)의 화
합물 20 ㎍ 내지 10 mg을 함유한다. 다른 예로서, 본 발명의 화합물은 부형제가 없는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제형의 포장
은 1회 단위 용량 또는 멀티 용량 전달용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멀티 용량 전달형의 경우에, 제형은 사전 계량된 것이거
나(예를 들면, 영국 특허 제 2242134호, 미국 특허 제 6,632,666호, 5,860,419호, 5,873,360호 및 5,590,645호에 개시
된 디스커스(Diskus) 또는 영국 특허 제 2178965호, 2129691호 및 2169265호, 미국 특허 제 4,778,054호, 4,811,731
호 및 5,035,237호에 개시된 디스크홀러(Diskhaler), 상기 특허 공보들의 내용은 본 명세서에 참고 인용함), 또는 사용시
에 계량되는 것일 수 있다(예를 들면 유럽 특허 제 69715호에 개시된 터뷰홀러(Turbuhaler) 또는 미국 특허 제 6,321,747
호에 개시된 장치, 상기 특허 공보들의 내용은 본 명세서에 참고 인용함). 1회 단위 투여 용기의 일례를 들면 로터홀러
(Rotahaler)이다(본 명세서에 참고 인용한 영국 특허 제 2064336호 및 미국 특허 제 4,353,656호 참조). 상기 디스커스
(Diskus) 흡입 장치는 길이 방향으로 간격을 두고 배치된 다수의 오목부를 가진 받침 시트 및 상기 받침 시트에 용접 밀봉
되어 있지만 박리 가능가능한 방식으로 밀봉되어 다수의 용기를 구성하는 뚜껑 시트로 형성된 가늘고 긴 스트립을 포함하
며, 이때 각각의 용기 내부에는 바람직하게는 락토오스와 배합된 화학식 (I) 또는 (Ia)로 표시되는 화합물이 함유된다. 상기
뚜껑 시트와 받침 시트는 안내용 단부들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안내용 단부들은 서로 밀봉되지 않고 하나 이상
의 안내용 단부는 권취 수단에 부착되도록 제작된다. 또한, 상기 받침 시트와 뚜껑 시트 사이의 용접 밀봉부는 그 폭 전체
에 걸쳐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뚜껑 시트는 상기 받침 시트의 제 1 단부로부터 길이 방향을 따라 상기 받침 시트
로부터 박리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흡입에 의해서 폐에 국소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분무용 조성물은, 예를 들면 압축 용기, 예컨대 적절한 액화 추진제를 사
용하여 계량 투여용 흡입기로부터 전달되는 수성 용액 또는 현탁액 또는 에어로졸 형태로 제형화될 수 있다. 흡입에 적합
한 에어로졸 조성물은 현탁액 또는 용액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화학식 (I) 또는 (Ia)로 표시되는 화합물을 경우에 따라서
다른치료학적 활성 성분 및 적합한 추진제와 함께, 예를 들면, 플루오로카본 또는 수소 함유 클로로플루오로카본 또는 이
들의 혼합물, 구체적으로 히드로플루오로알칸, 예컨대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 트리플루오로메탄, 디클로로테트라플루
오로에탄, 특히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 1,1,1,2,3,3,3-헵타플루오로-n-프로판 또는 이들의 혼합물과 함께 포함한
다. 또한, 이산화탄소 또는 기타 적합한 기체도 추진제로서 사용될 수 있다. 에어로졸 조성물에는 부형제가 존재하지 않거
나, 경우에 따라서는 당분야에 잘 알려진 추가의 제형화용 부형제, 예를 들면 올레산 또는 레시틴과 같은 계면활성제 및 에
탄올과 같은 보조용매를 함유할 수 있다. 압축 제형은 일반적으로, 밸브(예: 계량 밸브)로 폐쇄된 카니스터(예: 알루미늄 카
니스터)에 보호 유지되며, 마우스피스를 구비한 액츄에이터내에 압입된다.

  흡입 투여용 약제는 조절된 입자 크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관지 계내로 흡입하는데 최적인 입자 크기는 통상 1-
10 ㎛, 바람직하게는 2-5 ㎛이다. 20 ㎛ 초과의 크기를 갖는 입자들은 일반적으로 흡입시에 너무 커서 좁은 기도에 도달하
지 못한다. 이와 같은 입자 크기를 얻기 위해서, 제조된 활성 성분의 입자들의 크기를 미분화 기법과 같은 통상의 수단에
의해서 감소시킬 수 있다. 공기 분급법 또는 체 분류법에 의해서 소정의 분획물을 분리시킬 수 있다. 입자들은 결정질인 것
이 바람직하다. 락토오스와 같은 부형제를 사용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부형제의 입자 크기는 본 발명에 따라 흡입되는 약
제보다도 더 클것이다. 부형제가 락토오스인 경우에, 이것은 통상 분쇄된 락토오스로 제공되며, 락토오스 입자의 85% 이
하는 평균 최소 직경(MMD)이 60-90 ㎛이고, 15% 이상은 평균 최소 직경이 15 ㎛ 미만일 것이다.

  비내 스프레이는 수성 또는 비수성 비히클(vehicle)과 증점제, pH를 조정하기 위한 완충염류 또는 산 또는 알칼리, 등장
성 조정제 또는 항산화제를 사용하여 제형화할 수 있다.

  분무에 의한 흡입용 용액은 수성 비히클을 사용하고 산 또는 알칼리, 완충염류, 등장성 조정제 또는 항미생물제와 같은
보조제를 첨가하여 제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용액은 여과하거나 오토클레이브에서 가열하여 멸균시키거나, 비멸균 제품
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직장 투여용 제형은 코코아 버터 또는 폴리에틸렌 글리콜과 같은 통상의 담체를 사용하여 좌약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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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강내 국소 투여, 예를 들면 협측 또는 설하 투여용 제형으로서는 수크로오스 및 아카시아 또는 트라가칸트와 같은 향기
나는 기제에 활성 성분을 포함하는 마름모형 정제, 및 젤라틴 및 글리세린 또는 수크로오스 및 아카시아와 같은 기제에 활
성 성분을 포함하는 향정을 들 수 있다.

  바람직한 단위 투여 제형은 전술한 바와 같은 유효량 또는 적절한 분할 용량의 활성 성분을 함유하는 제형이다.

  앞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성분들 이외에도, 본 발명의 제형은 당해 제형의 유형 따라서 당분야에 알려진 통상의 다른 보
조제를 함유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경구 투여용으로 적합한 제형은 향료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한 화합물 및 약제학적 제형은 1종 이상의 다른 치료제와 함께 사용되거나 1종 이상의 다른 치료제를 포함할
수 있으며, 그러한 치료제는 예컨대 항염증제, 항콜린작용제(구체적으로, M1, M2, M1/M2 또는 M3 수용체 길항물질), 기

타 β2-교감신경계 수용체 작용제, 항감염제(예: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또는 항히스타민제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 화학식 (I)로 표시되는 화합물 또는 이것의 약제학적 허용 염, 용매화물 또는 생리학적 작용성 유도체와 1
종 이상의 다른 치료학적 활성제, 예를 들면 항염증제(예: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NSAID), 항콜린작용제, 다른 β2-교감

신경계 수용체 작용제, 항감염제(예: 항생제 또는 항바이러스제) 또는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하는 배합물을 제공한다. 바람
직한 배합물은, 상기 화학식 (I)로 표시되는 화합물 또는 이것의 약제학적 허용 염, 용매화물 또는 생리학적 작용성 유도체
와 함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및/또는 항콜린작용제 및/또는 PDE-4 억제제를 포함하는 배합물이다. 바람직한 배합물은 1
종 또는 2종의 다른 치료제를 포함하는 배합물이다.

  당업자라면, 필요에 따라서 다른 치료 성분(들)을 염(예: 알칼리 금속염 또는 아민염 또는 산 부가염)의 형태로, 프로드러
그(prodrug) 형태로, 에스테르(예: 저급 알킬 에스테르) 형태로 또는 용매화물(예: 수화물) 형태로 사용하여 치료 성분의
활성 및/또는 안정성 및/또는 물리적 특성(예: 용해도)를 최적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것이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치료제를 광학적으로 순수한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음을 잘 알것이다.

  적합한 항염증제로서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NSAID를 들 수 있다. 본 발명의 화합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코
르티코스테로이드는 경구 투여 및 흡입 투여되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및 항염증 활성을 갖는 이들의 프로드러그이다. 그
예로서는, 메틸 프레드니솔론, 프레드니솔론, 덱사메타손, 플루티카손 프로피오네이트, 6α,9α-디플루오로-17α-[(2-푸라
닐카르보닐)옥시]-11β-히드록시-16α-메틸-3-옥소-안드로스타-1,4-디엔-17β-카르보티온산 S-플루오로메틸 에스테
르, 6α,9α-디플루오로-11β-히드록시-16α-메틸-3-옥소-17α-프로피오닐옥시-안드로스타-1,4-디엔-17β-카르보디티
온산 S-(2-옥소-테트라히드로-푸란-3S-일) 에스테르, 베클로메타손 에스테르(예: 17-프로피오네이트 에스테르 또는
17,21-디프로피오네이트 에스테르), 부데소니드, 플루니솔리드, 모메타손 에스테르(예: 푸로에이트 에스테르), 트리암시
놀론 아세토니드, 로플레포니드, 시클레노시드, 부틱소코트 프로피오네이트, RPR-106541 및 ST-126을 들 수 있다. 바
람직한 코르티코스테로이드로서는, 플루티카손 프로피오네이트, 6α,9α-디플루오로-11β-히드록시-16α-메틸-17α-[(4-
메틸-1,3-티아졸-5-카르보닐)옥시]-3-옥소-안드로스타-1,4-디엔-17β-카르보티온산 S-플루오로메틸 에스테르 및
6α,9α-디플루오로-17α-[(2-푸라닐카르보닐)옥시]-11β-히드록시-16α-메틸-3-옥소-안드로스타-1,4-디엔-17β-카
르보티온산 S-플루오로메틸 에스테르를 들 수 있으며, 더욱 바람직한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6α,9α-디플루오로-17α-
[(2-푸라닐카르보닐)옥시]-11β-히드록시-16α-메틸-3-옥소-안드로스타-1,4-디엔-17β-카르보티온산 S-플루오로메
틸 에스테르이다.

  적합한 NSAID로서는, 나트륨 크로모글리케이트, 네도크로밀 나트륨, 포스포디에스테라제(PDE) 억제제 (예: 테오필린,
PDE4 억제제 또는 혼합된 PDE3/PDE4 억제제), 류코트리엔 길항물질, 류코트리엔 합성 억제제, iNOS 억제제, 트립타제
및 엘라스타제 억제제, 베타-2 인테그린 길항물질 및 아데노신 수용체 작용제 또는 길항물질 (예: 아데노신 2a 작용제), 사
이토카인 길항물질(예: 케모카인 길항물질) 또는 사이토카인 합성 억제제를 들 수 있다. 기타 적합한 β2-교감신경계 수용

체 작용제로서는, 살모테롤(예: 지나포에이트 형태), 살부타몰(예: 황산염 또는 유리 염기 형태), 포모테롤(예: 푸마르산염
형태), 페노테롤 또는 테르부탈린과 이들의 염을 들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화학식 (I) 또는 (Ia)로 표시되는 화합물을 포스포디에스테라제 4(PDE4) 억제제 또는 혼합된 PDE3/
PDE4 억제제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본 발명의 특징에 있어서 유용한 PDE4-특이성 억제제는 PDE4 효소를 억
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임의의 화합물 또는 PDE4 억제제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진 임의의 화합물, 및 오로지 PDE4 억
제제일뿐 다른 PDE 부류 구성원은 물론 PDE4도 억제하는 화합물이 아닌 임의의 화합물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높은 친
화도로 롤리프람(rolipram)과 결합하는 PDE4 촉매 형태에 대한 IC50 값을 낮은 친화도로 롤리프람과 결합하는 형태에 대

한 IC50 값으로 나누었을 경우에, IC50 비율이 약 0.1 이상인 PDE4 억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용어를 설

명하기 위해서, R 및 S 롤리프람과 낮은 친화도로 결합하는 cAMP 촉매 활성 부위를 "저친화도" 결합 부위(LDPE4)로 명
명하고, 이러한 촉매 부위 이외에 롤리프람과 높은 친화도로 결합하는 형태를 "고친화도" 결합 부위(HPDE4)로 명명한다.
상기 용어 "HDPE4"를 인간 PDE4를 가리키는 용어인 "hPDE4"와 혼동해서는 안된다.

  IC50 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이 본 명세서에 참고 인용한 미국 특허 제 5,998,428호에 개시되어 있다. 또한, 상기 분석법에

대해서는 PCT 출원 WO 00/51599호에도 설명되어 있다.

  본 발명에 사용하는데 바람직한 PDE4 억제제는 유익한 치료 비율을 가진 화합물, 즉, 효소가 롤리프람과 낮은 친화도로
결합하는 형태로 존재하는 cAMP 촉매 활성을 선택적으로 억제함으로써 롤리프람과 높은 친화도로 결합하는 형태를 억제
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는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화합물들이다. 또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설명하면, 바람직
한 화합물은 높은 친화도로 롤리프람과 결합하는 PDE4 촉매 형태에 대한 IC50 값을 낮은 친화도로 롤리프람과 결합하는

형태에 대한 IC50 값으로 나누었을 경우에, IC50 비율이 약 0.1 이상인 화합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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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상세하게 이 기준을 설명하자면, 바람직한 화합물은 PDE4 억제제의 IC50 비율이 약 0.1 이상인 화합물이며, 이때

상기 비율은 1 nM의 [3H]R-롤리프람이 롤리프람과 높은 친화도로 결합하는 형태의 PDE4에 결합하는데 있어서 경합하
기 위한 IC50 값을 1 μM[3H]-cAMP를 기질로 사용하여 낮은 친화도로 롤리프람과 결합하는 형태의 PDE4 촉매 활성을

억제하기 위한 IC50 값으로 나눈 비율이다.

  가장 바람직한 화합물은, IC50 값이 0.5 이상인 PDE4 억제제로서, 구체적으로 상기 비율이 1.0 이상인 화합물들이다. 바

람직한 화합물로서는, 시스 4-시아노-4-(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페닐)시클로헥산-1-카르복실산, 2-카르보메톡시
-4-시아노-4-(3-시클로프로필메톡시-4-디플루오로메톡시페닐)시클로헥산-1-온 및 시스-[4-시아노-4-(3-시클로프
로필메톡시-4-디플루오로메톡시페닐)시클로헥산-1-올]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저친화도 결합 부위에 선택적으로 결합
하며 IC50 비율이 0.1 이상인 화합물의 예에 속한다.

  다른 중요한 화합물로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1996년 9월 3일자로 허여된 미국 특허 제 5,552,438호에 개시된 화합물; 상기 특허 공보 및 그것에 개시된 화합물은 본
명세서에 참고 인용하였다. 미국 특허 제 5,552,438호에 개시된 특히 중요한 화합물은, 시스-4-시아노-4-[3-(시클로펜
틸옥시)-4-메톡시페닐]시클로헥산-1-카르복실산(실로말라스트로(cilomalast)도 알려져 있음) 및 이것의 염, 에스테르,
프로드러그 또는 물리적인 형태이다;

  엘비온(elbion)으로부터 입수 가능한 AWD-12-281 (Hofgen, N. 등, 115th EFMC Int Symp Med Chem (Sept 6-10,
Edinburgh) 1998, Abst P.98; CAS 참조 번호 제 24584020-9호); NCS-613(INSERM)으로 명명되는 9-벤질아데닌 유
도체; 키로사이언스(Chiroscience) 및 쉐링플라우(Schering-Plough)로부터 입수 가능한 D-4418; CI-1018(PD-
168787)로서 명명되고 화이저사 소유 제품인 벤조디아제핀 PDE4 억제제; WO99/16766호에 쿄와 하코(Kyowa Hakko)
에 의해 개시된 벤조디옥솔 유도체; 쿄화 하코로부터 입수 가능한 K-34; 나프(Napp)로부터 입수 가능한 V-
11294A(Landells, L.J. 등, Eur Resp J [Annu Cong Eur Resp Soc (Sept 19-23, 제네바) 1998] 1998, 12 (Suppl. 28):
Abst P2393); 바이크-굴덴(Byk-Gulden)으로부터 입수 가능한 로플루밀라스트(CAS 참조 번호 제 16241-32-3) 및 프
탈라지논 (본 명세서에 참고 인용한 WO99/47505호); 푸마펜트린, (-)-p-[(4aR*, 10bS*)-9-에톡시-1,2,3,4,4a,10b-헥
사히드로-8-메톡시-2-메틸벤조[c][1,6]나프티리딘-6-일]-N,N-디이소프로필벤즈아미드 (Byk-Gulden에 의해 제조
되어, 현재 알타나(Altana)에 의해 공개된 혼합된 PDE3/PDE4 억제제); 알미랄-프로데스파르마(Almirall-Prodesfarma)
에 의해 개시된 아로필린; 베르날리스(Vernalis)로부터 입수 가능한 VM554/UM565; 또는 T-440(타나베 제야기 Fuji, K.
등, J Pharmacol Exp Ther, 1998, 284(1): 162), 및 T2585.

  기타 사용 가능한 PDE-4 및 혼합된 PDE3/PDE4 억제제로서는, 본 명세서에 참고 인용한 WO01/13953호에 개시된 것
들을 들 수 있다.

  적합한 항콜린작용제는 무스카린 수용체에서 길항물질로서 작용하는 화합물, 구체적으로 M1 및 M2 수용체의 길항물질

인 화합물들이다. 이러한 화합물의 예로서는 벨라도나(belladonna) 식물의 알칼로이드, 예를 들면 아트로핀, 스코폴라민,
호마트로핀, 히오스시아민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화합물들은 통상 염의 형태, 예컨대 3급 아민 염 형태로 투여된다. 상기
약물, 구체적으로 염 형태인 약물은 다수의 상업적인 공급원으로부터 용이하게 입수하거나, 다음과 같이 문헌 자료에 기재
된 내용을 통해서 제조할 수 있다:

  아트로핀- CAS-51-55-8 또는 CAS-51-48-1(무수 형태), 아트로핀 황산염-CAS-5908-99-6; 아트로핀 산화물-
CAS-4438-22-6 또는 그것의 염산염-CAS-4574-60-1 및 메틸아트로핀 질산염-CAS-52-88-0.

  호마트로핀-CAS-87-00-3, 브롬화수소산염-CAS-51-56-9, 메틸브로마이드염- CAS-80-49-9.

  히오스시아민(d,l)-CAS-101-31-5, 브롬화수소산염-CAS-306-03-6 및 황산염-CAS-6835-16-1.

  스코폴라민-CAS-51-34-3, 브롬화수소산염-CAS-6533-68-2, 메틸브로마이드 염-CAS-155-41-9.

  바람직한 항콜린작용제로서는, 상표명 아트로벤트(Atrovent)로서 시판되는 이프라트로퓸(예를 들면, 브로마이드 형태),
옥시트로퓸(예를 들면, 브로마이드 형태) 및 티오트로퓸(예를 들면, 브로마이드 형태)(CAS-139404-48-1)을 들 수 있다.
또한, 메탄텔린(CAS-53-46-3), 프로판텔린 브로마이드(CAS-50-34-9), 아니소트로핀 메틸 브로마이드 또는 발핀
(Valpin) 50 (CAS-80-50-2), 클리디늄 브로마이드(Quarzan, CAS-3485-62-9), 코피롤레이트(Robinul), 이소프로파미
드 요오다이드(CAS-71-81-8), 메펜졸레이트 브로마이드(미국 특허 제 2,918,408호), 트리디헥세틸 클로라이드
(Pathilone, CAS-4310-35-4), 및 헥소사이클륨 메틸셀페이트(Tral, CAS-115-63-9)도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시클로
펜톨레이트 염산염(CAS-5870-29-1), 트로피카미드(CAS-1508-75-4), 트리헥실페니딜 염산염(CAS-144-11-6), 피
렌제핀(CAS-29868-97-1), 텔렌제핀(CAS-80880-90-9), AF-DX 116, 또는 메톡트라민, 및 본 명세서에 참고 인용한
WO01/04118호에 개시된 화합물도 참조할 수 있다.

  적합한 항히스타민제(H1-수용체 길항물질로도 언급됨)로서는, H1-수용체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인체에 사용

하는데 안전한 다수의 길항물질중 1종 이상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히스타민과 H1-수용체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경합

적인 억제제이다. 이러한 억제제의 대다수, 대개 제 1 세대 길항물질은 다음과 같은 화학식으로 표시될 수 있는 중심 구조
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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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반화된 구조식은 통상 에탄올아민, 에틸렌디아민 및 알킬아민으로서 입수할 수 있는 세가지 유형의 항히스타민을
대표한다. 또한, 그밖의 제 1 세대 항히스타민으로서는, 피페라진 및 페노티아진을 골격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
들을 들 수 있다. 제 2 세대 길항물질은, 진정 작용이 없는 것으로서, 중심 에틸렌 기(알킬아민)을 보유하거나, 3급 아민기
를 모방하였다는 점에서 피페라딘 또는 피페리딘과 유사한 구조-활성 관계를 갖는다. 길항물질의 예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에탄올아민: 카르비녹사민 말레에이트, 클레마스틴 푸마레이트, 디페닐히드라민 염산염 및 디멘히드리네이트.

  에틸렌디아민: 피릴아민 아멜레이트, 트레필렌아민 HCl, 및 트리펠렌아민 시트르산염.

  알킬아민: 클로로페니라민 및 이것의 염, 예컨대 말레에이트 염 및 아크리바스틴.

  피페라진: 히드록시진 HCl, 히드록시진 파모에이트, 사이클리진 HCl, 사이클리진 락테이트, 메클리진 HCl 및 세티리진
HCl.

  피페리딘: 아스테미졸, 레보카바스틴 HCl, 로라타딘 또는 이것의 데스카르보에톡시 동족체, 및 테르페나딘 및 펙소페나
딘 염산염 또는 다른 약제학적 허용 염.

  아젤라스틴 염산염은 또 다른 H1 수용체 길항물질로서 PDE4 억제제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바람직한 항히스타민제로

서는, 메타피릴렌과 로라타딘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다른 특징으로서, 상기 화학식 (I) 또는 (Ia)로 표시되는 화합물 또는 이것의 약제학적 허용 염, 용매화
물 또는 생리학적 작용성 유도체와 함께 PDE4 억제제를 포함하는 배합물을 제공한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은 상기 화학
식 (I) 또는 (Ia)로 표시되는 화합물 또는 이것의 약제학적 허용 염, 용매화물 또는 생리학적 작용성 유도체와 함께, 전술한
바와 같은 바람직한 PDE4 억제제, 예를 들면 시스-4-시아노-4-[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페닐]시클로헥산-1-카
르복실산을 포함하는 배합물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다른 특징으로서, 상기 화학식 (I) 또는 (Ia)로 표시되는 화합물 또는 이것의 약제학적 허용 염, 용매화물
또는 생리학적 작용성 유도체와 함께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포함하는 배합물을 제공한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은 상기
화학식 (I) 또는 (Ia)로 표시되는 화합물 또는 이것의 약제학적 허용 염, 용매화물 또는 생리학적 작용성 유도체와 함께 전
술한 바와 같은 바람직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예를 들면 플루티카손 프로피오네이트, 6α,9α-디플루오로-11β-히드록시
-16α-메틸-17α-[(4-메틸-1,3-티아졸-5-카르보닐)옥시]-3-옥소-안드로스타-1,4-디엔-17β-카르보티온산 S-플루
오로메틸 에스테르 및 6α,9α-디플루오로-17α-[(2-푸라닐카르보닐)옥시]-11β-히드록시-16α-메틸-3-옥소-안드로스
타-1,4-디엔-17β-카르보티온산 S-플루오로메틸 에스테르를 포함하는 배합물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다른 특징으로서, 상기 화학식 (I) 또는 (Ia)로 표시되는 화합물 또는 이것의 약제학적 허용 염, 용매화물
또는 생리학적 작용성 유도체와 함께 항콜린작용제를 포함하는 배합물을 제공한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은 상기 화학식
(I) 또는 (Ia)로 표시되는 화합물 또는 이것의 약제학적 허용 염, 용매화물 또는 생리학적 작용성 유도체와 함께 전술한 바
와 같은 바람직한 항콜린작용제, 예를 들면 이프라트로퓸, 옥시트로퓸 또는 티오트로퓸을 포함하는 배합물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다른 특징으로서, 상기 화학식 (I) 또는 (Ia)로 표시되는 화합물 또는 이것의 약제학적 허용 염, 용매화물
또는 생리학적 작용성 유도체와 함께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하는 배합물을 제공한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은 상기 화학식
(I) 또는 (Ia)로 표시되는 화합물 또는 이것의 약제학적 허용 염, 용매화물 또는 생리학적 작용성 유도체와 함께 전술한 바
와 같은 바람직한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하는 배합물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다른 특징으로서, 상기 화학식 (I) 또는 (Ia)로 표시되는 화합물 또는 이것의 약제학적 허용 염, 용매화물
또는 생리학적 작용성 유도체와 함께 PDE4 억제제 및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포함하는 배합물을 제공한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은 상기 화학식 (I) 또는 (Ia)로 표시되는 화합물 또는 이것의 약제학적 허용 염, 용매화물 또는 생리학적 작용성 유
도체와 함께 전술한 바와 같은 바람직한 항히스타민제 및 바람직한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포함하는 배합물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다른 특징으로서, 상기 화학식 (I) 또는 (Ia)로 표시되는 화합물 또는 이것의 약제학적 허용 염, 용매화물
또는 생리학적 작용성 유도체와 함께 항콜린작용제 및 PDE-4 억제제를 포함하는 배합물을 제공한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은 상기 화학식 (I) 또는 (Ia)로 표시되는 화합물 또는 이것의 약제학적 허용 염, 용매화물 또는 생리학적 작용성 유도
체와 함께 전술한 바와 같은 바람직한 PDE-4 억제제 및 바람직한 항콜린작용제를 포함하는 배합물을 제공한다.

  앞에서 언급한 배합물들은, 약제학적 제형의 형태로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으므로, 전술한 바와 같은 배
합물과 생리학적 허용 희석제 또는 담체를 포함하는 약제학적 제형도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한다.

  상기 배합물중의 각 화합물은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별개의 약제학적 제형으로서 또는 배합된 약제학적 제형으로서
투여될 수 있다. 공지의 치료제의 적절한 용량을 당업자라면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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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의하면, 상기 화학식 (I) 또는 (Ia)로 표시되는 화합물 또는 이것의 약제학적 허용 염, 용
매화물 또는 생리학적 작용성 유도체를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후술하는 바와 같은 방법 (a) 내지 (f)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
며, 이에 후속하여 하기 단계 (i) 내지 (v)을 임의의 순서에 따라 수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이 제공된다:

  (i) 경우에 따라 임의의 보호기를 제거하는 단계;

  (ii) 에난티오머 혼합물로부터 에난티오머를 경우에 따라 분리시키는 단계;

  (iii) 화학식 (I)로 표시되는 화합물을 화학식 (I)로 표시되는 다른 화합물로 전환시키는 단계, 예를 들면 R1이 SR6인 화합
물을 R1이 SOR6 또는 SO2R

6인 화합물로 전환시키거나, R1이 SOR6인 화합물을 R1이 SO2R
6인 화합물로 경우에 따라 전

환시키는 단계;

  (iv) R6가 시클로알케닐인 화합물을 R6가 시클로알킬인 화합물로, 예를 들면 수소첨가 반응에 의해서, 경우에 따라 전환
시키는 단계;

  (v) 생성물을 그것의 상응하는 염, 용매화물 또는 생리학적 작용성 유도체로 경우에 따라 전환시키는 단계.

  일반적인 제 1 방법 (a)에 있어서, 상기 화학식 (I) 또는 (Ia)로 표시되는 화합물은, 하기 화학식 (II)로 표시되는 보호된 중
간체 또는 이것의 염 또는 용매화물의 보호기를 제거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화학식 II

  상기 식에서, R1, R2, R3, R4, R5, m 및 n은 상기 화학식 (I) 또는 (Ia)에 대하여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고, R19는 보호되거
나 보호되지 않은 형태의 Ar을 나타내며; R20과 R21은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보호기를 나타내되, 단, 상기 화학식 (II)
로 표시되는 화합물이 하나 이상의 보호기를 함유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보호되거나 보호되지 않은 형태인 바람직한 기 Ar은 하기 식 (ia) 내지 (xxia)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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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식에서, R22와 R23은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보호기를 나타내되, 단, R22와 R23중 하나 이상은 보호기인 것을
조건으로 하며, 식 (xvia)와 (xixa)중의 점선은 선택적인 이중 결합을 나타낸다.

  상기 방법 및 본 명세서에 설명한 다른 방법으로 화학식 (Ia)로 표시되는 화합물을 얻기 위해서는, R19가 상기 식 (ia)로
표시되는 구조를 나타내야 함을 알아두어야 한다.

  적합한 보호기는 문헌 ["Protective Groups in Organic Synthesis", Theodora W Greene 및 Peter G M Wuts, 제3판,
John Wiley & Sons, 1999]에 기재된 것과 같은 통상의 보호기일 수 있다. R22 및 R23으로 표시되는 적합한 히드록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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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의 예로서는, 에스테르, 예컨대 아세테이트 에스테르, 아르알킬기, 예컨대 벤질, 디페닐메틸 또는 트리페닐메틸, 및 테
트라히드로피라닐을 들 수 있다. R20으로 나타낸 적합한 아미노 보호기의 예로서는, 벤질, α-메틸벤질, 디페닐메틸, 트리
페닐메틸, 벤질옥시카르보닐, t-부톡시카르보닐 및 아실기, 예컨대 트리클로로아세틸 또는 트리플루오로아세틸을 들 수
있다.

  당업자에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보호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화학식 (II)로 표시되는 화합물에서 작용기를 직각
방향으로 보호하여, 다른 기의 존재하에서 어느 한 기를 용이하게 선택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단일의 아미노 작용기 또는
히드록시 작용기를 선택적으로 작용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CH(OH)기는, 예컨대 트리
에틸실릴과 같은 트리알킬실릴기를 사용하여 -CHOR21로서 직각 방향으로 보호할 수 있다. 또한, 당업자라면 상기
Theodora W Greene의 문헌에 기재된 바와 같은 통상의 수단에 의해 이용가능한, 다른 직각 방향의 보호 기법을 알 수 있
을 것이다.

  화학식 (I) 또는 (Ia)로 표시되는 화합물을 얻기 위해 보호기를 제거하는 반응은, 통상의 기법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면 R22, R23 및/또는 R20이 아르알킬기인 경우에, 이것은 금속 촉매(예: Pd/C)의 존재하에서 가수소 분해
반응에 의해 분해시킬 수 있다.

  R23 및/또는 R24가 테트라히드로피라닐인 경우에, 이것은 산성 조건하에서 가수 분해 반응에 의해 분해시킬 수 있다. R20

으로 표시되는 아실기는 가수분해 반응에 의해, 예를 들면 수산화나트륨과 같은 염기를 사용하여 제거할 수 있으며, 트리
클로로에톡시카르보닐과 같은 기는 환원 반응에 의해, 예를 들면 아연과 아세트산을 사용하여 제거할 수 있다. 다른 보호
기 제거 방법은 상기 테오로라 더블유 그린(Theodora W Greene)의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상기 방법 (a)의 구체적인 제 1 실시예에서, 예를 들면 화학식 (Ia)의 경우와 같이 Ar이 구조식 (i)로 표시되는 기를 나타
낼 경우에, 하기 화학식 (III)의 화합물 또는 이것의 염 또는 용매화물의 경우와 같이, R22와 R23이 함께 보호기를 나타낼 수
있다:

  

화학식 III

  상기 식에서, R1, R2, R3, R4, R5, R20, R21, m 및 n은 상기 화학식 (I)에 대하여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고, R24 및 R25는
독립적으로 수소, C1-6알킬 또는 아릴로부터 선택되거나, 또는 R24와 R25가 함께 C3-7알킬기를 형성한다. 바람직한 실시

예에서, R24와 R25는 둘다 메틸이다.

  상기 화학식 (III)으로 표시되는 화합물은 묽은 수성 산, 예를 들면 아세트산 또는 염산을 사용하여 적합한 용매중에서 가
수분해 반응에 의해, 또는 에탄올과 같은 알코올중에서 산(예: 톨루엔설폰산) 또는 염(예: 피리디늄 토실레이트)과 같은 촉
매의 존재하에 상온 또는 고온에서 트랜스케탈화 반응에 의해, 화학식 (I)로 표시되는 화합물로 전환시킬 수 있다.

  보호기 R22, R23, R20 및 R21(상기 화학식 (III)에 도시된 바와 같은 R22 및 R23에 의해 형성된 고리형 보호기 포함)은 단
일 단계로 또는 순차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보호기들을 제거하는 정확한 순서는 어느 정도는 보호기의 특성에 좌우되며,
당업자라면 그 순서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R22와 R23이 화학식 (III)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보호기를 형성할 경우에, 이 보
호기를 CH(OH) 부분상의 임의의 보호기와 함께 제거한 후에 R20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화학식 (II)와 (III)으로 표시되는 화합물중 R20과 R21이 수소를 나타내는 화합물은, 상응하는 하기 화학식 (IV)로 표
시되는 화합물, 또는 이것의 염이나 용매화물로부터 제조할 수 있다:

  

화학식 IV

  상기 식에서, R1, R2, R3, R4, R5, R19, m 및 n은 상기 화학식 (II) 또는 (III)에 대하여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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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식 (IV)로 표시되는 화합물을 화학식 (II) 또는 (III)으로 표시되는 화합물로 전환시키는 반응은, 염기, 예를 들면 칼륨
트리메틸실라놀레이트와 같은 비수성 염기를 사용하거나, 수성 수산화나트륨과 같은 수성 염기를 사용하여, 테트라히드로
푸란과 같은 적합한 용매중에서 처리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다.

  상기 화학식 (IV)로 표시되는 화합물중 R1이 기 SR6를 나타내는 화합물은 상응하는 하기 화학식 (V)로 표시되는 화합물
로부터, 1,1-비스-(디페닐 포스핀)페로센, 트리스(디벤질리덴 아세톤)디-팔라듐, N-메틸피롤리딘온 및 트리에틸아민과
같은 유기 염기의 존재하에서, 화합물 R6SH 와의 반응에 의해 제조할 수 있다:

  

화학식 V

  상기 식에서, R2, R3, R4, R5, R19, m 및 n은 상기 화학식 (II)에 대하여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고, L은 이탈기, 예를 들면
할로기(바람직하게는 요오도)이다.

  상기 반응으로부터 초기에 얻어지는 설파이드 생성물을 필요에 따라서 산화시켜, R1이 SOR6인 상응하는 화학식 (IV)의
화합물을 제공할 수 있다. 산화 반응은, 통상의 산화제, 예를 들면 과요오드산나트륨을 사용하여 적합한 용매, 예를 들면
에탄올과 같은 용매중에서, 또는 과산, 예컨대 메타클로로퍼벤조산을 사용하여 디클로로메탄과 같은 적합한 용매중에서,
또는 과산화수소를 사용하여 아세트산과 같은 적합한 용매중에서 수행할 수 있다.

  R1이 SOR6를 나타낼 경우에, 생성물은 초기에 부분 입체 이성질체의 혼합물로서 얻어질 수 있다. 이 혼합물은 통상의 방
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키랄 크로마토그래피, 예컨대 키랄 HPLC를 사용하여 분리시킬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상기 설폭
사이드는 키랄 산화제를 사용함으로써 하나의 부분 입체 이성질체 형태로만 선택적으로 제조할 수도 있다.

  R1이 SO2R
6인 화학식 (IV)의 화합물은, R1이 SOR6 또는 SR6인 상응하는 화학식 (IV)의 화합물을 과산, 예를 들면 메타

클로로퍼벤조산과 반응시킴으로써 산화 반응에 의해 제조할 수 있다. 설파이드(즉, R1이 SR6임)를 출발 물질로서 사용할
경우, 과산은 과량으로 사용하여 완전한 산화 반응을 확보하여야 한다. 설폭사이드 출발 물질은 부분 입체 이성질체의 혼
합물로서 사용하는 것이 용이하다.

  당업자라면, 상기 화학식 (V)로 표시되는 화합물을 화합물 R6SH(R6는 시클로알킬 또는 시클로알케닐 기임)와 반응시킬
수도 있지만, R6가 시클로알닐기인 화학식 (IV)의 화합물에 대하여 후속하는 산화 반응 단계를 수행하여도 마찬가지로 상
기 시클로알케닐기의 산화 반응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것이다. 그러나, R1이 SOR6 또는 SO2R

6이고 R6가 시클

로알케닐기인 화학식 (IV)의 화합물은, 이하에 설명하는 방법 (b)에 의해서 제조할 수 있다.

  또한, 화학식 (IV)로 표시되는 화합물은, 하기 방법 (c) 및 (d)와 유사한 방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하기 화학식 (VI)로 표
시되는 화합물과 화학식 (XVII)로 표시되는 화합물을 반응시킴으로써 제조할 수도 있다.

  화학식 (V)로 표시되는 화합물은 하기 화학식 (VI)로 표시되는 화합물 또는 이것의 염 또는 용매화물과 하기 화학식 (VII)
로 표시되는 화합물을 커플링시킴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

  

화학식 VI

  상기 식에서, R19는 앞에서 화학식 (V)에 대하여 정의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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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VII

  상기 식에서, R4, R5, L, m 및 n은 앞에서 화학식 (V)에 대하여 정의한 바와 같고, L1은 이탈기, 예를 들면 할로기(통상 브
로모 또는 요오도) 또는 설포네이트, 예를 들면 알킬 설포네이트(통상, 메탄설포네이트), 아릴설포네이트(통상, 톨루엔설
포네이트) 또는 할로알킬 설포네이트(통상, 트리플루오로메탄설포네이트)이다.

  화학식 (VI)로 표시되는 화합물과 화학식 (VII)로 표시되는 화합물의 커플링 반응은 금속 수소화물, 예를 들면 나트륨 하
이드라이드와 같은 염기, 또는 탄산세슘과 같은 무기 염기의 존재하에, 비양성자성 용매, 예컨대 N,N-디메틸포름아미드
또는 테트라히드로푸란과 같은 용매중에서 수행할 수 있다.

  화학식 (VI)로 표시되는 화합물은, 예컨대 WO02/066422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제조할 수 있다.

  화학식 (VII)로 표시되는 화합물은 하기 화학식 (VIII)로 표시되는 상응하는 디할로알칸으로부터, 하기 화학식 (IX)로 표
시되는 알코올과의 반응에 의해 제조할 수 있다:

  

화학식 VIII

L1CR4R5(CH
2
)
m
L1

  상기 식에서, R4, R5 및 m은 앞에서 화학식 (I)에 대하여 정의한 바와 같고, L1은 각각 할로, 대개는 브로모를 나타낸다.

  

화학식 IX

  상기 식에서, R2,R3, L 및 n은 앞에서 화학식 (VII)에 대해 정의한 바와 같다.

  상기 화학식 (VII)의 화합물에서 기 L이 브로모를 나타낼 경우에, 이것은 알킬 리튬, 예를 들면 n-부틸 리튬의 존재하에
테트라히드로푸란과 같은 용매중에서 요오드와 반응시킴으로써 요오도 치환체로 교환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화합물 (VIII)와 화합물 (IX)의 커플링 반응은, 무기 염기, 예를 들면 수성 수산화나트륨의 존재하에, 테트라알킬암모늄 브
로마이드와 같은 암모늄 염이 존재하는 상 전이 조건하에서 수행할 수 있다.

  화학식 (VIII)과 (IX)로 표시되는 화합물들은 공지의 화합물로서, 표준 방법에 의해 제조할 수 있다.

  화학식 (I), (II) 또는 (III)으로 표시되는 화합물은 하기 방법 (b) 내지 (e)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조할 수도 있다.

  제 2의 방법 (b)에서, R1이 기 SO2R
6를 나타내고, R6가 시클로알케닐기를 나타내는 화학식 (I), (II) 또는 (III)으로 표시되

는 화합물은, 하기 화학식 (X)로 표시되는 화합물로부터, 폐환 반응을 수행하여 시클로알케닐기를 형성시킴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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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X

  상기 식에서, R2, R3, R4, R5, m 및 n은 앞에서 화학식 (I)에 대하여 정의한 바와 같고, R19는 보호되거나 보호되지 않은
형태의 Ar이며, R20과 R21은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보호기를 나타내며, R26은 각각 수소 또는 C1-4알킬이고, x와 y

는 각각 0, 1 또는 2를 나타낸다.

  폐환 반응은 올레핀 상호교환 화학 반응에 의해 수행할 수 있다. 이 방법에서, 화학식 (X)로 표시되는 화합물을 루테늄 촉
매(Grubbs 촉매), 예를 들면 벤질리덴-비스(트리시클로헥실포스핀)-디클로로루테늄, 또는 몰리브덴(Schrock) 촉매와 반
응시켜서, 에틸렌 또는 치환된 에틸렌을 바람직하게는 기체로서 발생시키는 동시에 소정의 시클로알켄 부분을 형성시킨
다. R26은 크기가 작은 부분, 예를 들면 수소 또는 메틸인 것이 바람직하고, 수소인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루테늄 촉매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촉매는 필요에 따라서 중합체에 담지시킬 수 있다. 상호교환 화학 반응 및 촉매에 관해서
는, 문헌 [S C Connon 및 S Blechert, Angew. Chem. Int. Ed. 2003, 42, 1900]에 고찰되어 있다.

  상기 화학식 (X)로 표시되는 화합물은, 하기 화학식 (XI)로 표시되는 화합물과 하기 화학식 (XII)로 표시되는 화합물을 반
응시킴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

  

화학식 XI

  상기 식에서, R4, R5, R19, R20, R21, m 및 n은 앞에서 화학식 (X)의 화합물에 대하여 정의한 바와 같다.

  

화학식 XII

  상기 식에서, R2, R3, R26, x 및 y는 앞에서 화학식 (X)에 대하여 정의한 바와 같고, L2는 할로, 예를 들면 브로모이다.

  이 방법에서는, 상기 화학식 (XI)로 표시되는 화합물을 먼저 입체 장애 보란 화합물, 예를 들면 보란 유도체, 예컨대 9-보
라바이시클로[3.3.1]노난, 텍실보란, 카테콜보란 또는 디시아밀보란과 반응시킨 다음에, 촉매, 예를 들면 팔라듐 아세테
이트, PdCl2, Pd(PPh3)4 또는 Pd2(dba)3; 포스핀, 예를 들면 트리페닐포스핀, (디-t-부틸포스피노)비페닐, 트리시클로헥

실포스핀, 트리이소프로필포스핀, 트리시클로펜틸포스핀 또는 트리-t-부틸포스핀; 및 염기, 예를 들면 수성 인산칼륨 또
는 인산나트륨, 탄산칼륨 또는 탄산나트륨 또는 아세트산나트륨의 존재하에서 화합물(XII)와 커플링시킨다.

  화학식 (XI)로 표시되는 화합물은, 예컨대 하기 화학식 (XIII)로 표시되는 화합물을 하기 화학식 (XVI)로 표시되는 화합물
과 반응시킴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

  [화학식 XIII]

  

  상기 식에서, R19, R20 및 R21은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다.

  [화학식 X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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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식에서, L1, R4, R5, m 및 n은 앞에서 화학식 (VII)에 대해 정의한 바와 같다.

  화학식 (XIII)로 표시되는 화합물은 당분야에 공지된 것으로서(예를 들면 EP-A 0947498호 또는 WO02/070490호) 당업
자에 의해 용이하게 제조될 수 있는 것이다.

  R19가 식 (v)로 표시되는 기인 화학식 (XVIII)의 화합물의 제조 방법에 관해서는 독일 특허 제 3524990호에 상세하게 설
명되어 있고; R19가 식 (ii), (viii) 및 (xvi)로 표시되는 기인 화합물(XIII)의 제조 방법에 관해서는 EP-A-162576호에; R19

가 식 (iv)로 표시되는 기인 화합물(XIII)의 제조 방법에 관해서는 EP-A-220054호에; R19가 식 (xi)로 표시되는 기인 화합
물(XIII)의 제조 방법에 관해서는 영국 특허 제 2165542호에; 그리고 R19가 식 (c)로 표시되는 기인 화합물(XIII)의 제조 방
법에 관해서는 영국 특허 제 2230523호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화학식 (XIV)로 표시되는 화합물은 표준 방법에 의해, 예를 들면 상응하는 디할로알칸과 히드록시알켄으로부터 통상의
화학적 수단에 의해, 대개는 무기 염기, 예를 들면 수성 수산화나트륨의 존재하에 테트라알킬암모늄 브로마이드와 같은 암
모늄염 존재하의 상 전이 조건하에서, 제조될 수 있다.

  화학식 (XII)로 표시되는 화합물은 하기 화학식 (XV)로 표시되는 화합물과 염기, 예를 들면 리튬 비스(트리메틸실릴)아미
드를, 테트라히드로푸란과 같은 용매중에서 반응시킨 후에, 식 L2(CH2)x=CHR26으로 표시되는 알케닐 할라이드와 반응시

킴으로써 제조하거나, 화학식 (XII)에서 x와 y가 다른 값을 가질 경우에는 L2(CH2)xCH=CHR26와 L2(CH2)yCH=CHR26를

각각 시용하여 단계적으로 반응시킴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

  

화학식 XV

  다른 방법으로, x 및/또는 y가 0일 경우에, -SO2CH(CH=CHR26)2 또는 -SO2CH2CH=CHR26 부분을 직접 통상적인 방

법에 의해 방향족 고리와 직접 커플링시킬 수도 있다.

  화학식 (XV)로 표시되는 화합물은, 표준 방법에 의해, 예를 들면 문헌 [Tet. Letts. 1994, 35, 9063]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조할 수 있다.

  R1이 -SO2R
6를 나타내고 R6가 시클로알케닐을 나타내는 화학식 (IV)로 표시되는 화합물은 하기 화학식 (XVI)로 표시되

는 화합물을 사용하여 상기 방법 (b)에 의해서도 제조할 수 있으며, 이어서 화학식 (II)로 표시되는 화합물은, 화학식 (VI)
로 표시되는 화합물과 화학식 (XIV)로 표시되는 화합물을, 화합물(XIII)와 화합물(XIV)와의 반응과 유사한 방식으로 반응
시킴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

  

화학식 XVI

  상기 식에서, R4, R5, R19, m 및 n은 앞에서 화학식 (II)에 대하여 정의한 바와 같다.

  또한, 시클로알케닐기 R6를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반응중 어떠한 편리한 단계에서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시클로알케닐 부분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 이 단계는 수소 첨가, 가수소붕화(hydroboration) 또는 산
화반응을 포함한 단계 이후에 수행하여야 한다.

  제 3의 방법 (c)에서, 화학식 (I), (II) 또는 (III)으로 표시되는 화합물은 화학식 (XIII)로 표시되는 아민을 하기 화학식
(XVII)로 표시되는 화합물로 알킬화 반응시킨 후에, 보호기를 앞에서 화합물 (II)의 보호기 제거 반응에 대하여 전술한 바
와 같은 통상의 방법에 의해 제거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화학식 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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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식에서, R19는 보호되거나 보호되지 않은 형태의 Ar을 나타내고, R20과 R21은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보호기,
예를 들면 화학식 (II)에 대하여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보호기를 나타낸다.

  

화학식 XVII

  상기 식에서, R1, R2, R3, R4, R5, m 및 n은 앞에서 화학식 (I)에 대하여 정의한 바와 같고, L1은 이탈기, 예를 들면 할로
(일반적으로 브로모) 또는 설포네이트, 예를 들면 할로알킬 설포네이트(일반적으로 트리플루오로메탄 설포네이트)를 나타
낸다.

  화학식 (XIII)로 표시되는 화합물과 화학식 (XVII)로 표시되는 화합물의 반응은 경우에 따라서 유기 염기, 예를 들면 트리
알킬아민, 예컨대 디이소프로필에틸아민의 존재하에 디메틸포름아미드와 같은 적당한 용매중에서 수행한다.

  화학식 (XVII)로 표시되는 화합물은, 하기 화학식 (XIV)로 표시되는 올레핀과 하기 화학식 (XVIII)로 표시되는 화합물을,
상기 방법 (b)에서 전술한 바와 같은 화합물 (XI)와 화합물(XII)의 반응과 유사한 방식으로 반응시키거나; 또는 화학식
(XIV)로 표시되는 화합물과 화학식 (XII)로 표시되는 화합물을 반응시킨 후에, 상기 방법 (b)에서 전술한 바와 같은 상호교
환 반응을 수행함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

  

화학식 XIV

  상기 식에서, L1, R4, R5, m 및 n은 앞에서 화학식 (XI)에 대하여 정의한 바와 같다.

  [화학식 XVIII]

  

  상기 식에서 R1, R2 및 R3는 앞에서 화학식 (I)에 대하여 정의한 바와 같고, L2는 할로, 예를 들면 브로모이다.

  R1이 화학식 SR6, SOR6 또는 SO2R
6이고, R6가 시클로알킬기인 화학식 (XVIII)로 표시되는 화합물은 시판 제품을 이용

하거나, 당업자에게 잘 알려진 방법에 의해 제조할 수 있다.

  또한, 화학식 (XVII)로 표시되는 화합물은 하기 화학식 (XX)로 표시되는 화합물을 환원시킴으로써 제조할 수도 있다.

  제 4의 방법 (d)에서, 화학식 (I), (II) 또는 (III)으로 표시되는 화합물은, 하기 화학식 (XIX)로 표시되는 화합물을 환원시킴
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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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XIX

  상기 식에서, R1, R2, R3, R4, R5, m 및 n은 앞에서 화학식 (I)에 대하여 정의한 바와 같고, R19는 보호되거나 보호되지 않
은 형태의 Ar을 나타내며, R20과 R21은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전술한 바와 같은 보호기를 나타낸다.

  상기 환원 반응은 적당한 방법, 예를 들면 Pd/C 또는 산화백금과 같은 촉매의 존재하에서 수행하는 수소 첨가 반응에 의
해서 수행할 수 있다.

  당업자라면, R1이 시클로알케닐 부분을 포함할 경우에, 이것도 상응하는 시클로알킬 부분으로 수소첨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것이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R1이 시클로알케닐기를 함유하는 생성물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못하
다.

  R19가 Ar을 나타내고, R20과 R21이 각각 수소를 나타내는 경우에, 환원 반응에 의해서 화학식 (I)로 표시되는 화합물을
수득할 수 있지만, R19, R20 및 R21중 하나 이상이 보호기를 나타낼 경우에는, 환원 반응에 의해서 화학식 (II) 또는 (III)으
로 표시되는 화합물이 생성될 것이며, 이 화합물을의 보호기를 제거하여 화학식 (I)로 표시되는 화합물을 제조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화학식 (XIX)로 표시되는 화합물은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화학식 (XIII)로 표시되는 화합물과 하기 화학식 (XX)
로 표시되는 화합물을 반응시킴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

  

화학식 XIII

  

화학식 XX

  상기 식에서, R1, R2, R3, R4, R5, m 및 n은 앞에서 화학식 (I)에 대하여 정의한 바와 같고, L1은 앞에서 화학식 (VII)에 대
하여 정의한 바와 같다.

  화학식 (XIII)로 표시되는 화합물과 화학식 (XX)로 표시되는 화합물의 반응은, 경우에 따라서 유기 염기, 예를 들면 트리
알킬아민, 예컨대 디이소프로필에틸아민의 존재하에, N,N-디메틸포름아미드와 같은 적당한 용매의 존재하에서 수행한
다.

  화학식 (XX)로 표시되는 화합물은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화학식 (XVIII)로 표시되는 화합물과 하기 화학식 (XXI)로 표
시되는 화합물을 커플링 반응시킴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

  

화학식 X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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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XXI

  상기 식에서, L1, R4, R5, m 및 n은 앞에서 화학식 (XV)에 대하여 정의한 바와 같다.

  다른 방법으로, 화학식 (XIX)로 표시되는 화합물은, 앞에서 정의한 화학식 (XVIII)로 표시되는 화합물을 화학식 (XXII)로
표시되는 화합물 또는 이것의 염이나 용매화물과 반응시킨 후에, 옥사졸리딘온 고리를 상기 방법 (a)에서 설명한 바와 같
이 개화시킴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

  

화학식 XXII

  상기 식에서, R4, R5, m, n 및 R19는 앞에서 화학식 (XIX)로 표시되는 화합물에 대하여 정의한 바와 같다.

  화학식 (XVIII)로 표시되는 화합물과 화학식 (XXI) 또는 (XXII)로 표시되는 화합물과의 커플링 반응은, 촉매계, 예를 들면
비스(트리페닐포스핀)팔라듐 디클로라이드의 존재하에, 요오드화 제1구리와 같은 구리 촉매와 유기 염기, 예를 들면 트리
알킬아민, 예컨대 트리페닐아민의 존재하에서, 아세토니트릴 또는 디메틸포름아미드와 같은 적당한 용매중에서 수행하는
것이 용이하다.

  화학식 (XXII)로 표시되는 화합물은 전술한 바와 같은 화학식 (VI)로 표시되는 화합물과 전술한 바와 같은 화학식 (XXI)
로 표시되는 화합물을 커플링시킴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

  화학식 (VI)로 표시되는 화합물과 화학식 (XXI)로 표시되는 화합물간의 커플링 반응은, 금속 하이드라이드, 예컨대 나트
륨 하이드라이드와 같은 염기의 존재하에, 또는 탄산 세슘과 같은 무기 염기의 존재하에, 디메틸포름아미드와 같은 비양성
자성 용매중에서 수행하는 것이 용이하다.

  화학식 (XXI)로 표시되는 화합물은, 상응하는 디할로알칸과 히드록시알킨으로부터, 통상의 화학적 수단에 의해, 일반적
으로 수성 수산화나트륨과 같은 무기 염기의 존재하에 테트라알킬암모늄 브로마이드와 같은 암모늄염 존재하의 상 전이
조건하에서, 제조할 수 있다.

  제 5의 방법 (e)에 있어서, 화학식 (I), (II) 또는 (III)으로 표시되는 화합물은, 하기 화학식 (XXIII)로 표시되는 화합물 또는
화학식 (XXIV)로 표시되는 화합물을 하기 화학식 (XXV)로 표시되는 아민과 반응시킨 후에, 보호기가 존재할 경우에는 그
보호기를 앞에서 화학식 (II)의 화합물의 보호기 제거 반응에 대하여 전술한 바와 같은 통상의 방법에 의해 제거함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

  

화학식 XXIII

  상기 식에서 R19는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고, L3은 앞에서 L1 또는 L2에 대해 정의한 바와 같은 이탈기이다.

  

화학식 XXIV

  상기 식에서 R19는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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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XXV

  상기 반응은, 치환 반응에 사용되는 통상의 조건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화학식 (XXIII) 및 (XXIV)로 표시되는 화합물은 당업자에게 알려진 방법에 의해 제조할 수 있다.

  화학식 (XXV)로 표시되는 화합물은 화학식 (XVII)로 표시되는 화합물과 식 R20NH2로 표시되는 아민을 반응시킴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

  제 6의 방법 (f)에 있어서, 화학식 (I), (II) 또는 (III)으로 표시되는 화합물은, 하기 화학식 (IIa)로 표시되는 화합물로부터
키랄 보조성분을 제거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화학식 IIa

  상기 식에서, R1-R5, m 및 n은 앞에서 화학식 (I)에 대하여 정의한 바와 같고, R19는 보호되거나 보호되지 않은 형태의
Ar을 나타내며, R21은 수소 또는 보호기를 나타내고, R27은 키랄 보조성분을 나타낸다.

  "키랄 보조성분"이라 함은, 형성되는 생성물의 입체 화학적 특징에 영향을 주도록 분자내로 도입한 부분을 말하며, 차후
에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제거된다. 키랄 보조성분은 동시에 보호기로도 작용할 수 있다.

  여러가지 키랄 보조성분이 시판되고 있으며, 당업자라면 바람직한 성질, 즉, 목적하는 절대적인 입체 화학 및 사용되는
방법과의 양립성에 준하여 적당한 키랄 보조성분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방법에 적합한 키랄 보조성분으로서는 페
닐 글리시놀의 S-이성질체 및/또는 R-이성질체와 이것의 치환된 유도체를 들 수 있으나, 이들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키랄 보조성분은 식 로 표시되는 부분 또는 이것의 단일 에난티오머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식중, R28은
C1-6알킬 또는 치환거나 치환되지 않은 페닐 또는 벤질을 나타내며, 이때 치환체는 C1-6 알킬, 할로겐, 히드록시, C1-6알콕

시 및 니트로중에서 독립적으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치환체로서, R28은 예컨대 파라-히드록시페닐이다.

  키랄 보조성분은 식 로 표시되는 부분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고, 이때 식중 R28은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다.

다른 예로서, 키랄 보조성분은 식 로 표시되는 부분일 수 있으며, 식중 R28은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다. R28은
전술한 바와 같은 치환되거나 치환되지 않은 페닐인 것이 바람직하다. R28은 치환되지 않은 페닐인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상기 방법에서 키랄 보조성분은, 예컨대 PD/C 촉매를 사용하거나, 바람직하게는 수산화팔라듐(Pearlman 촉
매)을 사용하여 가수소 분해 반응에 의해서 제거할 수 있다. 펄만 촉매를 사용할 경우에, 키랄 보조성분을 효율적으로 제거
할 수 있으므로 유리하다. 상기 제거 방법은 특히 R18이 페닐 또는 치환된 페닐인 경우에 적합하다. 다른 예로서, 키랄 보조
성분이 질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질소 원자는 산화성 조건하에서 유도체로 전환시켜 N-옥사이드를 형성한 후
에, 가열하여 제거함으로써 2급 아민을 생성할 수 있다.

  화학식 (IIa)로 표시되는 화합물은, 예를 들면 방법 (c)에서 설명한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

  상기 경로 (e)와 유사한 방법이 국제 특허 출원 공개 WO01/196278호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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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한 경로 (a) 내지 (f)에 있어서, 다양한 기와 부분들을 분자내로 도입시키는 합성 단계의 정확한 순서는 가변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업자라면, 정해진 방법의 어느 한 단계에서 도입되는 기 또는 부분이 이어지는 전환 단계 및 반응 단
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서 합성 단계들의 순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예를
들면 전술한 바와 같이, 최종 생성물에서 R6가 시클로알케닐 부분인 화합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기를 수소첨가 반응, 가
수소붕화 반응 또는 산화 반응 이후에 도입시켜야 한다.

  본 발명의 에난티오머 화합물은, (i) 상응하는 라세믹 혼합물의 성분들을, 예컨대 키랄 크로마토그래피 컬럼, 효소 분해
방법 등에 의해 분리시키거나, 적합한 부분이성질체들을 제조하여 분리시킴으로써; (ii) 적절한 키랄 중간체로부터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에 의해 직접 합성함으로써; 또는 (iii) 황 원자의 에난티오머 선택적 산화 반응에 의해서 제조할 수 있다.

  화학식 (I) 또는 (Ia)로 표시되는 화합물을 상응하는 염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은, 적절한 산 또는 염기와 반응시킴으로써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화학식 (I) 또는 (Ia)로 표시되는 화합물을 상응하는 용매화물 또는 생리학적 작용성 유도체로 전
환시키는 반응은, 당업자에게 잘 알려진 방법에 의해 수행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전술한 방법 (a) 내지 (f)중 어느 하나에서, R19는 얻어지는 생성물이 화학식 (Ia)로 표시되는 화합
물이 되도록, 하기 식 (ia)로 표시되는 기를 나타낸다:

  

  이외에도, 본 발명은 화학식 (I) 및/또는 (Ia)로 표시되는 화합물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신규한 중간체를 제공하는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전술한 바와 같은 화학식 (II), (III), (IV), (X) 또는 (XIX)로 표시되는 화합물 또는 후술하는 실시예에 구체적으로 명명된
화합물, 또는 이들의 광학 이성질체, 염또는 보호된 유도체.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4-{(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
놀 4-클로로벤젠 설포네이트의 X선 분말 회절 패턴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는 4-{(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
놀 4-비페닐 설포네이트의 X선 분말 회절 패턴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은 4-{(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
놀의 나프탈렌-2-설포네이트 염의 X선 분말 회절 패턴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는 4-{(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
놀 4-브로모벤젠 설포네이트의 X선 분말 회절 패턴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5는 4-{(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
놀 3-톨루엔 설포네이트의 X선 분말 회절 패턴을 도시한 도면이다.

실시예

  이하에서는, 실시예에 의거하여 본 발명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합성예

  실시예에 전반에 걸쳐서 다음과 같은 약어를 사용하였다:

  LC: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LCMS: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광분석

  RT: 체류 시간

  THF: 테트라히드로푸란

  DMF: N,N-디메틸포름아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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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CN: 아세토니트릴

  PPh3: 트리페닐포스핀

  AcOH: 빙초산

  EtOAc: 에틸 아세테이트

  PE: 석유 에테르

  EtOH: 에탄올

  bp: 비등점

  ca: 약

  h: 시간

  min: 분

  모든 온도는 섭씨 온도로 나타내었다.

  실리카겔은 머크(Merck) 실리카겔 60 품번 7734를 의미한다.

  플래쉬 실리카겔은 머크 실리카겔 60 품번 9385를 의미한다.

  비오티지는 플래쉬 12i 크로마토그래피 모듈상에서 작용하는 KP-실(KP-Sil)을 함유하는 사전 충전형 실리카겔 카트리
지를 의미한다.

  SPE 본드 엘루트(SPE Bond Elut)는 통상 진공하에서 병행 정제시에 사용되는 사전 충전형 카트리지를 의히하며, 배리
안(Varian)에서 시판하는 것이다.

  NMR 실험은 400 MHz에서 수행하였다(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LCMS는 수펠코실(Supelcosil) LCABZ+PLUS 컬럼(3.3 cm×4.6 mm 내경)상에서, 0.1% HCO2H와 수중 0.01M 암모

늄 아세테이트(용매 A), 및 5% 아세토니트릴-물중 0.05% HCO2H(용매 B)를 용출제로 사용하여, 용출 기울기를 0-0.07

분 0% B, 0.7-4.2분 100% B, 4.2-5.3분 100% B, 5.3-5.5분 0% B로 하여 유속 3 ml/분하에 수행하였다. 질량 스펙트럼
은 전자분무 양성 및 음성 방식(ES+ve 및 ES-ve)을 사용하여 피손스 VG 플랫폼(Fisons VG Platform) 분광 분석계상에
서 기록하였다.

  도면에 도시된 XRPD 분석은, Phillips X'pert Pro 분말 회절계, 모델 PW3040/60, 일련번호 DY1379상에서 X'Celerator
검출기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방법은 2도 내지 40도의 2θ 범위에서 2θ 0.0167도의 단 크기를 사용하여 각 단계에서 수
집 시간을 31.75초로 하여 수행하였다.

  실시예 1

  4-{(1R)-2-[(6-{4-[3-(시클로펜틸설피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놀 아세
테이트

  i) 6-브로모헥실 4-(3-브로모페닐)부틸 에테르

  4-(3-브로모페닐)부탄-1-올(18 g)(EP 0 995 752 A1), 1,6-디브로모헥산(48 ml), 테트라부틸암모늄 브로마이드(1.5
g) 및 50% 수산화나트륨 수용액(500 ml)의 교반된 혼합물을 2일동안 주위 온도에서 교반시켰다. 그 혼합물을 물(1000
ml)에 붓고, 에틸 아세테이트로 추출하였다. 추출물을 합쳐서 물로 세척하고, 건조시키고(Na2SO4), 증발시켰다. 잔류하는

유상물질을 비오티지 컬럼상에서 경유(40-60℃)에 이어서 경유(40-60℃)-에테르(9:1)로 용출하여 정제하였다. 적절한
분획을 증발시켜 표제 화합물(18 g)을 얻었다. LCMS RT=4.34 분.

  ii) 6-브로모헥실 4-(3-요오도페닐)부틸 에테르

  질소 대기하에 -85℃에서 헥산중의 n-부틸 리튬 용액(1.6M, 50 ml)을 무수 THF(150 ml)중의 6-브로모페닐 4-(3-브
로모페닐)부틸 에테르(21 g)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15분 경과후에, THF(150 ml)중의 요오드(19.8 g) 용액을 20분에 걸
쳐 적가하였다. 이어서, 이 용액을 0℃로 승온시키고, 중아황산나트륨 수용액을 첨가하였다. 그 혼합물을 물에 붓고 에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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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로 추출하였다. 추출물을 합쳐서 건조시키고(Na2SO4) 증발시켰다. 잔류물을 시클로헥산-에테르(9:1)을 용출제로 하여

플래쉬 실리카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1 kg)으로 정제하였다. 적절한 분획을 증발시켜서 표제 화합물(17 g)을 얻었다.
LCMS RT=4.41 분.

  iii) 디(t-부틸) 2-(2,2-디메틸-4H-1,3-벤조디옥신-6-일)-2-옥소에틸이미도카르보네이트

  탄산세슘(70.4 g)을, 질소 대기하에 아세토니트릴(600 ml)중의 2-브로모-1-(2,2-디메틸-4H-1,3-벤조디옥신-6-일)
에탄온(글락소, DE 3513885, 1985)(61.8 g) 및 디-t-부틸 이미노디카르복실레이트(47.15 g)의 교반된 현탁액에 첨가하
였다. 21℃에서 24 시간동안 강력하게 교반시킨 후에, 혼합물을 물(약 800 ml)로 희석하고, 생성물을 디에틸 에테르(1 리
터, 이어서 200 ml)로 추출하였다. 유기 층을 합쳐서 염수로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에(MgSO4) 약 400 ml까지 농축시켰

다. 백색 결정을 여과에 의해 수집해서, 디에틸 에테르로 세척한 다음 건조시켜 표제 화합물(24.4 g)을 얻었다. δ(CDCl3)

7.78(1H,dd,J 8.2Hz), 7.65(1H, brs), 6.87(1H,d,J 8Hz), 4.97(2H,s), 4.88(2H,s), 1.56(6H,s) 및 1.48(18H,s). 모액을
더 농축시켜 추가량의 생성물(13.8 g)을 얻었다. 모액을 실리카겔상에서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고, 적절한 용출액을 증
발시켜 디에틸 에테르로 분쇄함으로써 3차적인 생성물(7.1 g)을 얻었다.

  iv) t-부틸 2-(2,2-디메틸-4H-1,3-벤조디옥신-6-일)-2-옥소에틸카르바메이트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92 ml)을 21℃에서 디클로로메탄(3.6 리터)중의 디(t-부틸) 2-(2,2-디메틸-4H-1,3-벤조디옥
신-6-일)-2-옥소에틸이미도디카르보네이트(352.55 g)의 교반된 용액에 첨가하고, 반응 혼합물을 1.5 시간동안 교반시
켰다. NaOH 수용액(1.75 리터)을 첨가하고 10분후에 상을 분리시켰다. 유기 층을 물로 세척하고, 건조시키고(MgSO4),

증발시켜 유상 물질을 얻었다. 이것을 밤새 고진공하에 보관해둔 후에 헥산:에테르(3:1)로 분쇄하여 미정제 생성물
(226.61 g)을 얻었다. 이것을 디에틸에테르로부터 재결정화하여 표제 화합물(122.78 g)을 얻었다. 모액을 증발시키고 비
오티지 상에서 헥산중 15% 에틸 아세테이트를 사용하여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함으로써 추가량의 생성물(61.5 g)을 얻
었다. LCMS RT=3.37 분.

  v) t-부틸 (2R)-2-(2,2-디메틸-4H-1,3-벤조디옥신-6-일)-2-히드록시에틸 카르바메이트

  THF(28 ml)중의 2M 보란-디메틸 설파이드 용액을 질소 대기하에 0℃에서 톨루엔(56 ml)중의 (R)-테트라히드로-1-메
틸-3,3-디페닐-1H,3H-피롤로[1,2-c][1,3,2]옥사자보롤의 용액에 서서히 첨가하였다. THF(1.3 리터)중의 t-부틸 2-
(2,2-디메틸-4H-1,3-벤조디옥신-6-일)-2-옥소에틸 카르바메이트(108.2 g)의 용액을 온도를 5℃ 미만으로 유지시키
면서 서서히 첨가한 다음, THF(252 ml)중의 2M 보란-디메틸 설파이드 용액을 50분에 걸쳐 서서히 첨가하였다. 1시간 경
과후에, 2M HCl(170 ml)을 냉각하에 첨가하고, 그 혼합물을 에틸 아세테이트와 물 사이에 분배시켰다. 유기 층을 포화
NaHCO3 용액과 염수로 세척한 다음 건조시켰다(MgSO4). 그 용액을 농축시키고, 생성물을 플래쉬 실리카겔(800 g)상에

서 헥산:에틸 아세테이트(4:1에 이어서 3:1)로 연속해서 용출하여 정제함으로써 표제 화합물(93.3 g)을 얻었다. LCMS
RT=3.31 분.

  vi) (5R)-5-(2,2-디메틸-4H-1,3-벤조디옥신-6-일)-1,3-옥사졸리딘-2-온

  질소 대기하에서, DMF(600 ml)중의 t-부틸 (2R)-2-(2,2-디메틸-4H-1,3-벤조디옥신-6-일)-2-히드록시에틸 카르바
메이트(86.37 g)를, DMF(160 ml)중의 나트륨 하이드라이드(60% 유성 분산액, 11.9 g)의 교반된 현탁액에, 내부 온도가
0℃로 유지되도록 냉각시키면서 적가하였다. 그 혼합물을 2 시간동안 21℃에서 교반시켰다. 그 혼합물을 0℃로 다시 냉각
시키고, 2M HCl(134 ml)을 첨가하였다. 그 혼합물을 물로 희석시키고, 생성물을 에틸 아세테이트로 2회 추출하였다. 그
용액을 염수로 2회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에(MgSO4), 증발시켜 표제 화합물(63.55 g)을 얻었다. LCMS RT=2.66분.

  (vii) (5R)-5-(2,2-디메틸-4H-1,3-벤조디옥신-6-일)-3-{6-[4-(3-요오도페닐)부톡시]헥실}-1,3-옥사졸리딘-2-
온

  나트륨 하이드라이드(60% 유성 분산액 1.26 g)을 질소 대기하에서 무수 DMF(50 ml)중의 (5R)-5-(2,2-디메틸-4H-
1,3-벤조디옥신-6-일)-2-옥사졸리딘온(5.47 g)의 교반되고 냉각된(빙냉각조) 용액에 첨가하고, 그 혼합물을 15분동안
5℃에서 교반하였다. 이어서, DMF(30 ml)중의 6-브로모헥실 4-(3-요오도페닐)부틸 에테르(10.7 g)의 용액을 10분에 걸
쳐서 적가하였다. 그 혼합물을 주위 온도에서 2 시간동안 교반시킨 후에, 염화암모늄 수용액에 부어서 에틸 아세테이트로
추출하였다. 추출물을 합쳐서 물로 세척하고, 건조시키고(Na2SO4) 증발시켰다. 잔류물을 비오티지(90 g 카트리지)상에서

에테르-헥산(3:2)를 용출제로 하여 정제함으로써 표제 화합물(9.8 g)을 얻었다. LCMS RT=4.20분.

  viii) (5R)-3-(6-{4-[3-(시클로펜틸티오)페닐]부톡시}헥실)-5-(2,2-디메틸-4H-1,3-벤조디옥신-6-일)-1,3-옥사
졸리딘-2-온

  (5R)-5-(2,2-디메틸-4H-1,3-벤조디옥신-6-일)-3-{6-[4-(3-요오도페닐)부톡시]헥실}-1,3-옥사졸리딘-2-온(1.8
g), 1,1-비스(디페닐포스피노)페로센(86 mg) 및 트리스(디벤질리덴아세톤)디팔라듐(180 mg)의 교반된 용액을 실온에
서, 1-메틸-2-피롤리딘온(10 ml) 및 트리에틸아민(2 ml)중에서 질소 대기하에 10분동안 교반시켰다. 시클로펜틸 머캡탄
(0.63 ml)을 첨가하고, 그 혼합물을 60℃에서 1 시간동안 가열하였다. 그 혼합물을 냉각시키고, 물에 무은 다음에 디클로
로메탄으로 추출하였다. 추출물을 건조시키고(Na2SO4) 증발시켰다. 잔류하는 유상 물질을 비오티지 카트리지(90 g)상에

서 에테르-헥산(3:2)에 이어서 에테르를 용출제로 사용하여 정제하였다. 적절한 분획을 증발시켜 표제 화합물(1.07 g)을
얻었다. LCMS RT=4.31분.

  ix) (5R)-3-(6-{4-[3-(시클로펜틸설피닐)페닐]부톡시}헥실)-5-(2,2-디메틸-4H-1,3-벤조디옥신-6-일)-1,3-옥사
졸리딘-2-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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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요오드산나트륨(1.5 g)을, 실온에서 에탄올(20 ml) 및 물(10 ml)중의 (5R)-3-(6-{4-[3-(시클로펜틸티오)페닐]부톡
시}헥실)-5-(2,2-디메틸-4H-1,3-벤조디옥신-6-일)-1,3-옥사졸리딘-2-온(1.0 g)의 교반된 용액에 첨가하였다. 2시
간 경과후에, 용액을 진공중에서 농축시키고(약 50 부피%), 물로 희석하여 디클로로메탄으로 추출하였다. 추출물을 건조
시키고(Na2SO4), 증발 건조시켰다. 잔류하는 유상 물질을 비오티지 카트리지(40 g)상에서 에틸 아세테이트를 용출제로

하여 정제하였다. 적절한 분획을 증발시켜서 표제 화합물(0.68 g)을 얻었다(0.68 g). LCMS RT= 3.66 분.

  x) (1R)-2-[(6-{4-(3-(시클로펜틸설피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2,2-디메틸-4H-1,3-벤조디옥신-6-일)에
탄올

  테트라히드로푸란(10 ml)중의 (5R)-3-(6-{4-[3-(시클로펜틸설피닐)페닐]부톡시}헥실)-5-(2,2-디메틸-4H-1,3-벤
조디옥신-6-일)-1,3-옥사졸리딘-2-온(0.14 g) 및 칼륨 트리메틸 실란올레이트(0.45 g)의 교반된 용액을 2 시간동안 가
열 환류시켰다. 그 혼합물을 인산염 완충 용액(pH 5, 50 ml)에 붓고 에틸 아세테이트로 추출하였다. 추출물을 물로 세척하
고, 건조시킨 후에(Na2SO4) 증발시켰다. 잔류하는 유상 물질을 디클로로메탄-에탄올-0.88 암모니아(100:8:1)을 용출제

로 사용해서 비오티지 카트리지(8 g)상에서 정제하였다. 적절한 분획을 증발시켜서 표제 화합물(0.11 g)을 얻었다. LCMS
RT=2.89분.

  xi) 4-{(1R)-2-[(6-{4-[3-(시클로펜틸설피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놀
아세테이트

  빙초산(5 ml) 및 물(0.2 ml)중의 (1R)-2-[(6-{4-[3-(시클로펜틸설피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2,2-디메틸-
4H-벤조디옥신-6-일)에탄올(0.1 g)의 교반된 용액을 82℃에서 40분동안 가열하였다. 그 용액을 증발 건조시켜 표제 화
합물을 무색 유상 물질로서 얻었다(0.075 g). LCMS= 2.61분, ES+ve 532(MH)+.

  실시예 2

  4-{(1R)-2-[(6-{4-[3-(시클로펜틸설피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놀 아세
테이트(이성질체 1)

  i) (5R)-3-(6-{4-[3-(시클로펜틸설피닐)페닐]부톡시}헥실)-5-(2,2-디메틸-4H-1,3-벤조디옥신-6-일)-1,3-옥사졸
리딘-2-온(이성질체 1)

  상기 실시예 1 ix)에 기재된 것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부분 입체 이성질체들은, 헵탄-에탄올(4:1)을 용
출제로 하여 chiracel OD 컬럼(5 cm×20 cm)을 사용함으로써 분리시켰다. 표제 화합물을 투명한 유상 물질로서 얻었다
(0.198 g). LCMS RT= 3.69분.

  ii) (1R)-2-[(6-{4-[3-(시클로펜틸설피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2,2-디메틸-4H-1,3-벤조디옥신-6-일)에
탄올(이성질체 1)

  상기 실시예 1 x)에 기재된 것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LCMS RT= 2.90분.

  iii) 4-{(1R)-2-[(6-{4-[3-(시클로펜틸설피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놀
아세테이트(이성질체 1)

  상기 실시예 1 xi)에 기재된 것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LCMS RT= 2.60분, ES+ve 532(MH)+.

  실시예 3

  4-{(1R)-2-[(6-{4-[3-(시클로펜틸설피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놀 아세
테이트(이성질체 2)

  i) (5R)-3-(6-{4-[3-(시클로펜틸설피닐)페닐]부톡시}헥실)-5-(2,2-디메틸-4H-1,3-벤조디옥신-6-일)-1,3-옥사졸
리딘-2-온(이성질체 2)

  상기 실시예 1 ix)에 기재된 것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LCMS RT= 3.68분.

  ii) (1R)-2-[(6-{4-[3-(시클로펜틸설피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2,2-디메틸-4H-1,3-벤조디옥신-6-일)에
탄올(이성질체 2)

  상기 실시예 1 x)에 기재된 것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LCMS RT= 2.89분.

  iii) 4-{(1R)-2-[(6-{4-[3-(시클로펜틸설피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놀
아세테이트(이성질체 2)

  상기 실시예 1 xi)에 기재된 것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LCMS RT= 2.60분, ES+ve 532(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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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예 4

  4-{(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놀 아세
테이트

  i) (5R)-3-(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5-(2,2-디메틸-4H-1,3-벤조디옥신-6-일)-1,3-옥사졸
리딘-2-온

  3-클로로퍼옥시벤조산(0.088 g)을 DCM(10 ml)중의 교반되고 냉각된(빙냉각조) (5R)-3-(6-{4-[3-(시클로펜틸설피
닐)페닐]부톡시}헥실)-5-(2,2-디메틸-4H-1,3-벤조디옥신-6-일)-1,3-옥사졸리딘-2-온(0.097 g)의 용액에 첨가하였
다. 그 용액을 실온에서 0.5시간동안 교반시켰다. 그 용액을 DCM으로 희석하고, 2N NaOH 용액과 물로 세척한 후에 건조
시키고(Na2SO4) 증발시켜서 표제 화합물(0.085 g)을 얻었다. LCMS RT=3.78분.

  ii) (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2,2-디메틸-4H-1,3-벤조디옥신-6-일)에
탄올

  THF(6 ml)중의 (5R)-3-(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5-(2,2-디메틸-4H-1,3-벤조디옥신-6-
일)-1,3-옥사졸리딘-2-온 및 칼륨 트리메틸 실라놀레이트(240 mg)의 교반된 혼합물을 1.5 시간동안 가열 환류시켰다.
그 혼합물을 인산염 완충용액(pH5)에 붓고 DCM으로 추출하였다. 추출물을 물로 세척하고, 건조시키고(Na2SO4) 증발시

켜서 표제 화합물(120 mg)을 얻었다. LCMS RT=2.93분.

  iii) 4-{(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놀
아세테이트

  빙상 AcOH(5 ml)와 물(0.3 ml)중의 (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2,2-디메
틸-4H-1,3-벤조디옥신-6-일)에탄올(110 mg)을 85℃에서 40분동안 가열하였다. 그 용액을 증발 건조시키고, 잔류물을
실리카상에서 DCM-EtOH-암모니아(50:8:1)을 용출제로 사용하여 비오티지TM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서 정제하였
다. 그 잔류물을 MeOH에 용해시키고, 빙상 AcOH로 처리한 후에, 용매를 제거하여 표제 화합물(76 mg)을 얻었다. LCMS
RT=2.6분 ES+ve 548.

  실시예 5

  4-{(1R)-2-[(6-{4-[4-(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놀 아세
테이트

  i) 1-{4-[(6-브로모헥실)옥시]부트-1-이닐}-4-(시클로페틸설포닐)벤젠

  DMF(15 ml)중의 4-브로모페닐 시클로펜틸 설폰(EP683172 A1)(0.5 g) 및 N,N-디이소프로필에틸아민(3.33 ml)의 교
반된 용액을 디클로로비스(트리페닐포스핀)팔라듐(II) (50 mg) 및 요오드화구리(13.68 mg)로 처리하였다. 그 용액을 질소
대기하에 70℃로 냉각시키고, DMF(5 ml)중의 4-[(6-브로모헥실)옥시]부트-1-인(DE 3513885 A1) 및 N,N-디이소프
로필에틸아민(1.66 ml)의 용액을 적가하였다. 그 혼합물을 70℃에서 19시간동안 교반시켰다. 반응 혼합물을 실온으로 냉
각시키고, 물에 부어서 EtOAc로 3회 추출하였다. 추출물을 건조시키고(MgSO4) 진공중에서 증발시켰다. 잔류하는 유상물

질을 실리카 SPE 본드 엘루트 카트리지(100 g)상에서, 시클로헥산중의 0% 내지 30%의 디에틸 에테르로 기울기 용출하
여, 정제하였다(GradmasterTM). 적절한 분획을 증발시켜서 표제 화합물(280 mg)을 얻었다. LCMS RT=3.93분.

  ii) (1R)-2-{[6-({4-[4-(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트-3-이닐}옥시)헥실]아미노}-1-(2,2-디메틸-4H-1,3-벤조디
옥신-6-일)에탄올

  DMF(10 ml)중의 1-{4-[(6-브로모헥실)옥시]부트-1-이닐}-4-(시클로펜틸설포닐)벤젠(280 mg)의 교반된 용액에,
(1R)-2-아미노-1-(2,2-디메틸-4H-1,3-벤조디옥신-6-일)에탄올(WO 0266422 A1)(170 mg) 및 디이소프로필에틸아
민(165 μl)을 첨가하였다. 그 혼합물을 22시간동안 50℃에서 가열한 후에, 실온으로 냉각시켰다. 그 혼합물을 EtOAc에 용
해시키고, 염수로 세척한 후에, 건조시키고(MgSO4) 증발 건조시켰다. 잔류하는 유상물질을 실리카 본드 엘루트 SPE 카트

리지(10 g)상에서 DCM중의 0% 내지 30% [MeOH-수성 암모니아(10:1)]로 기울기 용출하여 정제하였다
(GradmasterTM). 적절한 분획을 증발시켜서 표제 화합물(127 mg)을 얻었다. LCMS RT=2.87분.

  iii) (1R)-2-[(6-{4-[4-(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2,2-디메틸-4H-1,3-벤조디옥신-6-일)에
탄올

  EtOAc(10 ml)중의 (1R)-2-{[6-({4-[4-(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트-3-이닐}옥시)헥실]아미노}-1-(2,2-디메틸-
4H-1,3-벤조디옥신-6-일)에탄올(127 mg)의 용액을 Pd/C 촉매(수중 50 중량%, 6.35 mg)상에서 19시간동안 수소첨가
반응시켰다. 촉매를 여과에 의해 제거하고, 여과액을 증발 건조시켰다. 잔류하는 유상 물질을 실리카 본드 엘루트 SPE 카
트리지(5 g)상에서, DCM중의 0% 내지 20% [MeOH-수성 암모니아(10:1)]로 기울기 용출하여 정제하였다
(GradmasterTM). 적절한 분획을 증발시켜서, 표제 화합물(65 mg)을 얻었다. LCMS RT=2.8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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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4-{(1R)-2-[(6-{4-[4-(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놀
아세테이트

  상기 실시예 1 xi)에 기재된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LCMS RT=2.60분, ES+ve 548(MH)+.

  실시예 6

  4-((1R)-2-{[6-({4-[3-(시클로헥실설포닐)페닐]부틸}옥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놀
아세테이트

  i) 3-브로모페닐 시클로헥실 설파이드

  DMF(100 ml)중의 3-브로모벤젠티올(5.00 g)의 교반된 용액에 시클로헥실 브로마이드(4.31 g) 및 탄산칼륨(7.31 g)을
첨가하였다. 그 혼합물을 실온에서 질소 대기하에 18 시간동안 교반시켰다. 반응 혼합물을 2N HCl과 EtOAc 사이에 분배
시켰다. 유기 상을 염수로 세척하고 건조시켰다(MgSO4). 여과하고 용매를 감압하에 제거하여 표제 화합물(3.89 g)을 얻

었다. TLC(실리카)(4:1 시클로헥산-디에틸 에테르) Rf= 0.90.

  ii) 3-브로모페닐 시클로헥실 설폰

  DCM(200 ml)중의 3-브로모페닐 시클로헥실 설파이드(3.89 g)의 교반된 용액을 질소 대기하에서 메타-클로로퍼벤조산
(순도 57%, 8.69 g)으로 처리하고, 실온에서 1.5 시간동안 교반시켰다. 반응 혼합물을 물에 붓고, 과산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수성 아황산나트륨으로 세척하였다. 유기 상을 염수로 세척하고 건조시켰다(MgSO4). 여과하고 용매를 감압하에

증발시켜 표제 화합물(3.63 g)을 얻었다. LCMS RT= 3.33분.

  iii) 1-{4-[(6-브로모헥실)옥시]-1-부틴-1-일}-3-(시클로헥실설포닐)벤젠

  상기 실시예 5 i)에 기재된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LCMS RT= 3.98분.

  iv) (1R)-2-{[6-({4-[3-(시클로헥실설포닐)페닐]-3-부틴-1-일}옥시)헥실]아미노}-1-(2,2-디메틸-4H-1,3-벤조
디옥신-6-일)에탄올

  상기 실시예 5 ii)에 기재된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LCMS RT= 2.92분.

  v) (1R)-2-{[6-({4-[3-(시클로헥실설포닐)페닐]부틸}옥시)헥실]아미노}-1-(2,2-디메틸-4H-1,3-벤조디옥신-6-
일)에탄올

  상기 실시예 5 iii)에 기재된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LCMS RT= 2.94분.

  vi) 4-(1R)-2-{[6-({4-[3-(시클로헥실설포닐)페닐]부틸}옥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
놀 아세테이트

  상기 실시예 1 xi)에 기재된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LCMS RT= 2.69분, ES+ve 561 (MH)+.

  실시예 7

  4-((1R)-2-{[6-({4-[3-(3-시클로펜텐-1-일설포닐)페닐]부틸}옥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
메틸)페놀 아세테이트

  i) 1-[(1-알릴부트-3-에닐)설포닐]-3-브로모벤젠

  THF(200 ml)중의 3-브로모페닐 메틸 설폰(Tet. Lett. 1994, 35, 9063; 4.74 g)의 교반된 용액에, -78℃에서 질소 대기
하에 리튬 비스(트리메틸실릴)아미드 용액(19 ml, THF중 1.06M)을 적가하였다. 그 혼합물을 25분동안 교반시킨 후에,
THF(10 ml)중의 알릴 브로마이드(2.44 g)의 용액을 첨가하였다. 그 혼합물을 -78℃에서 1.5 시간동안 교반시킨 후에, 염
화암모늄 수용액을 사용하여 급냉시켰다. 생성물을 EtOAc로 추출하고, 유기 상을 염수로 세척한 후에, 건조시키고
(MgSO4) 증발 건조시켰다. 잔류하는 유상 물질을 SPE 본드 엘루트 카트리지(100 g)상에서 시클로헥산중의 5% 내지

40% 디에틸 에테르로 기울기 용출하여 정제하였다(GradmasterTM). 적절한 분획을 증발시켜서 표제 화합물(1.66 g)을 얻
었다. LCMS RT=3.40분.

  ii) 4-[(6-브로모헥실)옥시]-1-부텐

  1,6-디브로모헥산(18.30 g), 3-부텐-1-올(2.15 ml) 및 테트라부틸암모늄 브로마이드(0.81 g)의 혼합물을 10N
NaOH(25 ml)를 사용하여 실온에서 질소 대기하에 18 시간동안 격렬하게 교반시켰다. 반응 혼합물을 물과 EtOAc 사이에
분배시켰다. 유기 상을 염수로 세척하고, 건조시킨후(MgSO4) 증발 건조시켰다. 잔류하는 유상물질을 실리카 SPE 본드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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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 카트리지(100 g)상에서 정제하였다. 과량의 1,6-디브로모헥산을 시클로헥산으로 용출하였다. 시클로헥산중의 5%
디에틸 에테르로 용출하고, 용매를 감압하에 제거하여 표제 화합물(4.52 g)을 얻었다. TLC-실리카(시클로헥산중의 5%
디에틸 에테르) Rf=0.44.

  iii) (5R)-3-[6-(3-부텐-1-일옥시)헥실]-5-(2,2-디케틸-4H-1,3-벤조디옥신-6-일)-1,3-옥사졸리딘-2-온

  DMF(25 ml)중의 (5R)-5-(2,2-디메틸-4H-1,3-벤조디옥신-6-일)-1,3-옥사졸리딘-2-온(WO 0266422)(2.00g)의
용액에, 질소 대기하에서 나트륨 하이드라이드(미네랄 오일중 60% 분산액, 0.38 g)를 첨가하고, 그 혼합물을 실온에서 15
분동안 교반시켰다. DMF(5 ml)중의 4-[(6-브로모헥실)옥시[-1-부텐(2.07 g)의 용액을 적가하고, 그 혼합물을 3시간동
안 교반시켰다. 물을 사용하여 반응 혼합물을 급냉시키고, 물과 EtOAc 사이에 분배시켰다. 유기 상을 염수로 세척하고, 건
조시킨 후에(MgSO4) 증발 건조시켰다. 잔류하는 유상물질을 실리카 SPE 본드 엘루트 카트리지(50 g)상에서 시클로헥산

중의 10% 내지 30% EtOAc로 기울기 용출하여 정제하였다(GradmasterTM). 적절한 분획을 증발시켜서 표제 화합물
(2.66 g)을 얻었다. LCMS RT=3.47분.

  iv) (5R)-5-(2,2-디메틸-4H-1,3-벤조디옥신-6-일)-3-(6-{[4-(3-{[1-(2-프로펜-1-일)-3-부텐-1-일]설포닐}페
닐)부틸]옥시}헥실)-1,3-옥사졸리딘-2-온

  THF(2 ml)중의 (5R)-3-[6-(3-부텐-1-일옥시)헥실]-5-(2,2-디메틸-4H-1,3-벤조디옥신-6-일)-1,3-옥사졸리딘-
2-온(1.00 g)의 용액에, THF(6 ml)중의 9-보라바이시클로[3.3.1]노난(9-BBN) 0.5M 용액을 첨가하였다. 그 용액을 실
온에서 질소 대기하에 2 시간동안 교반시켰다. 물(1.5 ml)중의 인산삼칼륨(1.05 g)을 첨가한 후에, 1-[(1-알릴부트-3-에
닐)설포닐]-3-브로모벤젠(0.78 g), 팔라듐 아세테이트(6 mg) 및 PPh3(13 mg)을 첨가하였다. 그 혼합물을 22시간동안

격렬하게 교반시키면서 첨가하였다. 그 혼합물을 실온으로 복귀시킨 후에, 물과 EtOAc 사이에 분배시켰다. 유기 상을 염
수로 세척하고, 건조시킨후(MgSO4) 증발 건조시켰다. 잔류하는 유상물질을 실리카 SPE 본드 엘루트 카트리지(50 g)상에

서 시클로헥산중의 30% 내지 50% EtOAc로 기울기 용출하여 정제하였다(GradmasterTM). 적절한 분획을 증발시켜서 표
제 화합물(1.20 g)을 얻었다. LCMS RT=3.91분.

  v) (5R)-3-[6-({4-[3-(3-시클로펜텐-1-일설포닐)페닐]부틸}옥시)헥실]-5-(2,2-디메틸-4H-1,3-벤젠디옥신-6-
일)-1,3-옥사졸리딘-2-온

  DCM(25 ml)중의 (5R)-5-(2,2-디메틸-4H-1,3-벤조디옥신-6-일)-3-(6-{[4-(3-{[1-(2-프로펜-1-일)-3-부텐-
1-일]설포닐}페닐)부틸]옥시}헥실)-1,3-옥사졸리딘-2-온(0.5 g)의 용액을 5분동안 탈산소화 처리하였다. 벤질리덴-비
스(트리시클로헥실포스핀)-디클로로루테늄(32 mg)을 첨가하고, 그 혼합물을 질소 대기하에 55분동안 환류 가열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냉각시키고, 잔류물을 실리카 SPE 본드 엘루트 카트리지(10 g)로 처리하였다. EtOAc-시클로헥산(2:3)으
로 용출하여, 표제 화합물(0.38 g)을 얻었다. LCMS RT=3.70분.

  vi) (1R)-2-{[6-({4-[3-(3-시클로펜텐-1-일설포닐)페닐]부틸}옥시)헥실]아미노}-1-(2,2-디메틸-4H-1,3-벤조디
옥신-6-일)에탄올

  THF(12 ml)중의 (5R)-3-[6-({4-[3-(3-시클로펜텐-1-일설포닐)페닐]부틸}옥시)헥실]-5-(2,2-디메틸-4H-1,3-벤
젠디옥신-6-일)-1,3-옥사졸리딘-2-온(360 mg)의 교반된 용액에 칼륨 트리메틸실라놀레이트(0.11 g)을 첨가하고, 그
혼합물을 2 시간동안 70℃에서 가열하였다. 4시간 경과후에 다시 추가량의 칼륨 트리메틸실라놀레이트(0.05 g)를 첨가하
였다. 6시간 경과후에, 혼합물을 냉각시키고, EtOAC와 물 사이에 분배시켰다. 유기 상을 염수로 세척하고, 건조시키고
(MgSO4), 증발 건조시켰다. 잔류하는 유상물질을 실리카 SPE 본드 엘루트 카트리지(10 g)상에서 DCM중의 MeOH(0%

내지 7%)로 기울기 용출하여 정제하였다(GradmasterTM). 적절한 분획 을 증발시켜서 표제 화합물(120mg)을 얻었다.
LCMS RT=2.79분.

  vii) 4-((1R)-2-{[6-({4-[3-(3-시클로펜텐-1-일설포닐)페닐]부틸}옥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
시메틸)페놀 아세테이트

  상기 실시예 1 xi)에 기재된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PG 49791) LCMS RT= 2.53분, ES+ve 545 (MH)+.

  실시예 8

  4-((1R)-2-{[6-({5-[3-(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펜틸}옥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
놀 아세테이트

  i) 1-브로모-3-(시클로펜틸티오)벤젠

  요오도시클로펜탄(3.93 ml)을 아세톤(50 ml)중의 3-브로모벤젠티올과 탄산칼륨(5.4 g)의 혼합물에 첨가하고, 반응 혼
합물을 질소 대기하에 1.5 시간동안 교반시켰다. 추가량의 요오도시클로펜탄(2 ml)을 첨가하고, 그 혼합물을 1 시간동안
교반시켰다. 용매를 증발시키고, 잔류물을 물과 EtOAc 사이에 분배시켰다. 유기 추출물을 합쳐서 NaOH(2N)와 염수로 세
척하고, 건조시켰다(Na2SO4). 수득한 유상 물질을 실리카상에서 시클로헥산을 용출제로 하여 비오티지TM 크로마토그래

피로정제함으로써 표제 화합물(3.6 g)을 얻었다. LCMS RT=4.1분.

  ii) 1-(시클로펜틸티오)-3-요오도벤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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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수 THF(40 ml)중의 1-(시클로펜틸티오)-3-브로모벤젠(3.6 g)의 용액에 질소 대기하에 -60℃에서 n-부틸리튬(10
ml, 헥산중 1.6M)을첨가하였다. 15분동안 교반시킨 후에, 무수 THF(30 ml)중의 요오드(4.3 g) 용액을 적가하고, 그 용액
을 0℃로 가온시켰다. 습윤 THF를 갈색 용액에 적가한 후에, 아황산나트륨 수용액을 적가하였다. 형성된 무색 용액을 디
에틸 에테르로 추출하고, 유기 추출물을 합쳐서 물과 염수로 세척하고, 건조시켰다(Na2SO4). 용매를 증발시키고, 잔류물

을 실라카상에서 시클로헥산을 용출제로 사용하여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였다. 표제 화합물(1.8 g)을 얻었다.
LCMS RT=4.1분.

  iii) 1-(시클로펜틸설포닐)-3-요오도벤젠

  DCM(40 ml)중의 1-(시클로펜틸티오)-3-요오도벤젠(1.8 g)의 용액에 0℃에서 m-클로로퍼벤조산(4.3 g)을 조금씩 첨
가하였다. 그 혼합물을 실온에서 2 시간동안 교반시키고, 용액을 아황산나트륨 수용액으로 세척하였다. 유기 상을 알루미
나 패드에 가하고, 시클로헥산-EtOAc(1:1)을 사용하여 용출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담황색 포옴 형태의 표제 화합물(1.7
g)을 얻었다. LCMS RT=3.3분.

  iv) (5R)-5-(2,2-디메틸-4H-1,3-벤조디옥신-6-일)-3-[6-(4-펜틴-1-일옥시)헥실]-1,3-옥사졸리딘-2-온

  DMF(15 ml)중의 (5R)-5-(2,2-디메틸-4H-1,3-벤조디옥신-6-일)-1,3-옥사졸리딘-2-온(실시예 1 vi)(500 mg)의 용
액을 질소 대기하에 0℃에서 나트륨 하이드라이드(미네랄 오일중 60% 분산액, 96 mg)으로 처리하고, 그 혼합물을 10분동
안 20℃에서 교반시켰다. DMF(1 ml)중의 6-브로모헥실-4-펜틴-1-일 에테르(WO 02/066422)(545 mg)의 용액을 첨가
하고, 그 혼합물을 20℃에서 18 시간동안 교반시켰다. 인산염 완충 용액(pH 6.5) 및 물을 첨가하고, 그 혼합물을 EtOAc로
추출하였다. 추출물을 물로 세척하고 건조시켰다(Na2SO4). 용매를 진공중에서 증발시켜 잔류물을 얻었으며, 이것을 실리

카겔 상에서 플래쉬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였다. EtOAc-PE(2:3)으로 용출하여 표제 화합물(700 mg)을 얻었다(LCMS
RT=3.48분).

  v) (5R)-3-[6-({5-[3-(시클로설포닐)페닐]-4-펜틴-1-일}옥시)헥실]-5-(2,2-디메틸-4H-1,3-벤조디옥신-6-일)-
1,3-옥사졸리딘-2-온

  MeCN( 8 ml) 및 트리에틸아민(4 ml)중의 (5R)-5-(2,2-디메틸-4H-1,3-벤조디옥신-6-일)-3-[6-(4-펜틴-1-일옥
시)헥실]-1,3-옥사졸리딘-2-온(207 mg)과 1-(시클로펜틸설포닐)-3-요오도벤젠(실시예 8 iii)(202 mg)의 용액을 10분
동안 질소 스트림을 발포시키는 방법으로 탈산소 처리하였다. 요오드화구리(I)(10 mg) 및 디클로로비스(트리페닐포스핀)
팔라듐(II)(18 mg)을 첨가하고, 그 혼합물을 20℃에서 4시간동안 교반시켰다. 용매를 진공중에서 증발시키고, 잔류물을
SPE 실리카 본드 엘루트 카트리지(10 g, 실리카)를 사용하여 정제하였다. DCM(1 부피), EtOAc-시클로헥산(1:4)(3배 부
피), (1:3)(1배 부피)에 이어서 (1:1)(3배 부피)로 용출하여 표제 화합물(243 mg)을 얻었다. LCMS RT=3.79분.

  vi) (5R)-3-[6-({5-[3-(시클로설포닐)페닐]펜틸}옥시)헥실]-5-(2,2-디메틸-4H-1,3-벤조디옥신-6-일)-1,3-옥사
졸리딘-2-온

  EtOAc(10 ml) 및 EtOH(10 ml)중의 (5R)-3-[6-({5-[3-(시클로설포닐)페닐]-4-펜틴-1-일}옥시)헥실]-5-(2,2-디
메틸-4H-1,3-벤조디옥신-6-일)-1,3-옥사졸리딘-2-온(215 mg)의 용액을 산화백금(30 mg)상에서 수소 첨가반응시켰
다. 수소의 흡수가 중지되었을때, 혼합물을 셀라이트를 통해 여과하고, 용매를 진공중에서 증발시켜 표제 화합물(200 mg)
을 얻었다. LCMS RT=3.83분.

  vii) (1R)-2-{[6-({5-[3-(시클로설포닐)페닐]펜틸}옥시)헥실]아미노}-1-(2,2-디메틸-4H-1,3-벤조디옥신-6-일)
에탄올

  상기 실시예 1x)에 기재된 것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LCMS RT=2.93분.

  viii) 4-((1R)-2-{[6-({5-[3-(시클로설포닐)페닐]펜틸}옥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놀
아세테이트

  상기 실시예 1xi)에 기재된 것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LCMS RT=2.67분. ES+ve 562 (MH)+.

  실시예 9

  4-((1R)-2-{[7-({3-[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프로필}옥시)헵틸]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놀
아세테이트

  i) (5R)-5-(2,2-디메틸-4H-1,3-벤조디옥신-6-일)-3-[7-(2-프로핀-1-일옥시)헵틸]-1,3-옥사졸리딘-2-온

  상기 실시예 8iv)에 기재된 것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LCMS RT=3.44분.

  ii) (5R)-3-[7-({3-[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2-프로핀-1-일}옥시)헵틸]-5-(2,2-디메틸-4H-1,3-벤조디옥신-
6-일)-1,3-옥사졸리딘-2-온

  상기 실시예 8v)에 기재된 것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LCMS RT=3.7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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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5R)-3-[7-({3-[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프로필}옥시)헵틸]-5-(2,2-디메틸-4H-1,3-벤조디옥신-6-일)-
1,3-옥사졸리딘-2-온

  상기 실시예 8vi)에 기재된 것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LCMS RT=3.76분.

  iv) (1R)-2-{[7-({3-[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프로필}옥시)헵틸]아미노}-1-(2,2-디메틸-4H-1,3-벤조디옥신-
6-일)에탄올

  상기 실시예 1x)에 기재된 것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LCMS RT=2.86분.

  v) 4-((1R)-2-{[7-({3-[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프로필}옥시)헵틸]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
페놀 아세테이트

  상기 실시예 1xi)에 기재된 것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LCMS RT=2.59분. ES+ve 548 (MH)+.

  실시예 10

  4-((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5-메틸페닐]부틸}옥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
틸)페놀 아세테이트

  i) 1-(시클로펜틸티오)-3-요오도-5-메틸벤젠

  1,3-디요오도-5-메틸벤젠(2.00 g), 트리스(디벤질리덴아세톤)디팔라듐(0)(20 mg), 비스(디페닐포스피노)페로센(22
mg), 트리에틸아민(1.5 ml) 및 1-메틸-2-피롤리돈(3 ml)의 혼합물을 질소 대기하에 20℃에서 1 시간동안 교반시켰다.
시클로펜탄티올(0.15 ml)을 첨가하고, 그 혼합물을 60℃에서 18시간동안 가열하였다. 그 혼합물을 20℃로 냉각시키고, 인
산염 완충 용액(pH 6.5)과 물로 처리하였다. 그 혼합물을 EtOAc로추출하고 추출물을 건조시켰다(Na2SO4). 용매를 진공

중에서 증발시켜 잔류물을 얻었으며, 이것을 플래쉬마스터(Flashmaster)TM 크로마토그래피(실리카, 70g)으로 정제하였
다. 시클로헥산으로 용출하여 표제 화합물(444 mg)을 얻었다. LCMS RT=4.21분.

  ii) 1-(시클로펜틸설포닐)-3-요오도-5-메틸벤젠

  DCM(20 ml)중의 1-(시클로펜틸티오)-3-요오도-5-메틸벤젠(440 mg)의 용액을 20℃에서 질소 대기하에 3-클로로퍼
옥시벤조산(1.046 g, 57-86% 순도)로 처리하고, 그 혼합물을 20℃에서 2시간동안 교반시켰다. 0.5M 메타중아황산나트
륨 수용액을 첨가하고, 그 혼합물을 20℃에서 18 시간동안 격렬하게 교반시켰다. 층들을 분리시키고, 유기 상을 0.5M 메
타중아황산나트륨 수용액으로 세척하였다. 유기 상을 건조시키고(Na2SO4), 용매를 진공중에서 증발시켰다. 잔류물을

SPE 본드 엘루트 카트리지(2×10 g, 실리카)를 사용하여 정제하였다. DCM(5배 부피)로 용출하여 표제 화합물(425 mg)
을 얻었다. LCMS RT=3.36분.

  iii) (5R)-3-[6-({4-[3-(시클로펜틸설포닐)-5-메틸페닐]-3-부틴-1-일}옥시)헥실]-5-(2,2-디메틸-4H-1,3-벤조
디옥신-6-일)-1,3-옥사졸리딘-2-온

  (5R)-3-[6-(부트-3-이닐옥시)헥실]-5-(2,2-디메틸-4H-1,3-벤조디옥신-6-일)-1,3-옥사졸리딘-2-온(WO02/
66422)을 사용해서 실시예 8v)에 기재된 것과 유사한 방법에 의해 제조하였다. LCMS RT=3.81분.

  iv) (5R)-3-[6-({4-[3-(시클로펜틸설포닐)-5-메틸페닐]부틸}옥시)헥실]-5-(2,2-디메틸-4H-1,3-벤조디옥신-6-
일)-1,3-옥사졸리딘-2-온

  상기 실시예 8 vi)에 기재된 것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LCMS RT=3.86분.

  v) (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5-메틸페닐]부틸}옥시)헥실]아미노}-1-(2,2-디메틸-4H-1,3-벤조디
옥신-6-일)에탄올

  상기 실시예 1 x)에 기재된 것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LCMS RT=2.91분.

  vi) 4-((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5-메틸페닐]부틸}옥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
시메틸)페놀 아세테이트(염)

  상기 실시예 1 xi)에 기재된 것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LCMS RT=2.66분. ES+ve 562 (MH)+.

  실시예 11

  N-[5-((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틸}옥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페닐)메
탄설폰아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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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1-{4-[(6-브로모헥실)옥시]-1-부틴-1-일}-3-(시클로펜틸설포닐)벤젠

  MeCN(20 ml)과 트리에틸아민(345 μl)중의 4-[(6-브로모헥실옥시]-1-부틴(DE3513885 A1)(288.9 mg) 및 1-(시클
로펜틸설포닐)-3-요오도벤젠(500 mg)을 요오드화구리(11.78 mg) 및 디클로로비스(트리페닐포스핀)팔라듐(II)(43.4
mg)으로 처리하고, 실온에서 3시간동안 교반시켰다. 반응 혼합물을 EtOAc와 물 사이에 분배시키고, 유기 상을 건조시키
고(MgSO4) 진공중에서 농축시켰다. 혼합물을 컬럼 크로마토그래피(SPE 본드 엘루트, 시클로헥산중 0 내지 40% 디에틸

에테르로 기울기 용출)로 정제하여 표제 화합물을 얻었다. LCMS RT=3.83분 441(M+NH4)
+.

  ii) 1-{4-[(6-브로모헥실)옥시]부틸}-3-(시클로펜틸설포닐)벤젠

  Pd/C(수중 50 중량%)(43 mg)을 함유하는 배기된 플라스크에, EtOAc(10 ml)중의 1-{4-[(6-브로모헥실)옥시]-1-부
틴-1-일}-3-(시클로펜틸설포닐)벤젠(304 mg)의 용액을 첨가하였다. 그 혼합물을 19시간동안 수소 첨가 반응시켰다. 촉
매를 여과해서 제거하고, 여과액을 진공중에서 농축시켜 표제 화합물을 얻었다. LCMS RT=3.92분.

  iii) N-{5-(브로모아세틸)-2-[(페닐메틸)옥시]페닐}-N-(페닐메틸)메탄설폰아미드

  THF(50 ml)중의 N-{5-아세틸-2-[(페닐메틸)옥시]페닐}-N-(페닐메틸)메탄설폰아미드(J. Med. Chem. 1977, 20,
687-92)(1.18 g)의 용액을 <10℃에서 페닐트리메틸암모늄 트리브로마이드(1.08 g)로 처리하고 6시간동안 교반시켰다.
반응 혼합물을 냉각수로 급냉시킨 후에 여과하였다. 여과액을 디에틸 에테르와 물 사이에 분배시키고, 유기 상을 건조시키
고(MgSO4), 용매를 진공중에서 제거하였다. 그 혼합물을 실리카상에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여(SPE 본드 엘루

트, EtOAc-시클로헥산 0-45%로 기울기 용출), 표제 화합물을 얻었다. LCMS Rt=3.48분.

  iv) N-{5-((1R)-1-히드록시-2-{[(1S)-2-히드록시-1-페닐에틸]아미노}에틸)-2-[(페닐메틸)옥시]페닐}-N-(페닐
메틸)메탄설폰아미드

  THF(15 ml)중의 N-{5-(브로모아세틸)-2-[(페닐메틸)옥시]페닐}-N-(페닐메틸)메탄설폰아미드(570 mg)의 용액을
N,N-디이소프로필에틸아민(0.41 ml) 및 (S)-(+)-2-페닐글리시놀(191.8 mg)으로 처리하였다. 그 혼합물을 실온에서 5
시간동안 교반시켰다. 용매를 진공중에서 제거하고, 얻은 고체를 무수 MeOH(15 ml)에 현탁시켰다. 형성된 현탁액을 0℃
로 냉각시키고, 탄산칼륨(359 mg)으로 처리한 후에, 0.5 시간동안 교반시켰다. 반응 혼합물을 NaBH4(88.8 mg)으로 0℃

에서 조금씩 처리하고, 이어서 실온으로 가온시킨 다음 64 시간동안 교반시켰다. 그 혼합물을 진공중에서 농축시키고, 잔
류물을 EtOAc와 물 사이에 분배시켰다. 유기 상을 건조시키고(MgSO4), 진공중에서 농축시켰다. 그 혼합물을 컬럼 크로마

토그래피로 정제하여(SPE, DCM중의 [MeOH-암모니아(10:1)] 0 내지 15%로 기울기 용출), 표제 화합물(360 mg)을 얻
었다. LCMS RT 2.75분.

  v) N-{5-(1R)-2-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페닐}메탄설폰아미드

  수산화팔라듐(70.8 mg)과 Pd/C[수중 50 중량%(70.8 mg)을 함유하는 배기된 플라스크에, EtOH(15 ml) 및 AcOH(3
ml)중의 N-{5-((1R)-1-히드록시-2-{[(1S)-2-히드록시-1-페닐에틸]아미노}에틸)-2-[(페닐메틸)옥시]페닐}-N-(페
닐메틸)메탄설폰아미드(354 mg)의 용액을 첨가하였다. 그 혼합물을 19시간동안 수소첨가 반응시켰다. 촉매를 여과해서
제거하고, 여과액을 진공중에서 농축시켰다, 그 혼합물을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여(Oasis 카트리지, 물중 0 내지
50% MeOH), 표제 화합물을 얻었다. LCMS RT=0.35분.

  vi) N-[5-((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틸}옥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페
닐]메탄설폰아미드

  DMF(5 ml)중의 1-{4-[(6-브로모헥실)옥시]부틸}-3-(시클로펜틸설포닐)벤젠(실시예 1v)(50 mg)의 용액에, N-{5-
(1R)-2-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페닐}메탄설폰아미드(33.2 mg)을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N,N-디이
소프로필에틸아민(29.3 μl)로 처리하고, 실온에서 113 시간동안 교반시켰다. 반응 혼합물을 EtOAc와 물 사이에 분배시키
고, 유기 추출물을 염화암모늄으로 세척한 다음, 건조시키고(MgSO4), 진공중에서 농축시켰다. 잔류물을 컬럼 크로마토그

래피로 정제하여(DCM) 표제 화합물을 얻었다. LCMS RT=2.73분 610(M+H)+.

  실시예 12

  4-((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틸}옥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플루오로페놀

  i) 2-아지도-1-[4-(벤질옥시)-3-플루오로페닐]에탄온

  무수 DMF(2.5 ml)중의 2-브로모-1-[4-(벤질옥시)-3-플루오로페닐]에탄온(J. Med. Chem. 1980, 23, 738-744) (1
g)의 용액을 15℃로 냉각시키고, 아지드화나트륨(220 mg)으로 조금씩 처리하였다. 첨가를 완결한 후에, 반응 혼합물을 1
시간동안 더 교반시켰다. 반응 혼합물을 EtOAc와 물 사이에 분배시켰다. 유기 상을 물로 세척하고, 수성 상을 합쳐서 다시
EtOAc로 추출하였다. 유기 상을 함쳐서 포화 수성 NaHCO3로 3회 세척하고, 세척된 생성물을 합쳐서 다시 EtOAc로 추출

하였다. 유기 상을 합쳐서 염수로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에(MgSO4), 진공중에서 농축시켰다, 잔류물을 실리카상에서 헥산

-EtOAc(4:1 및 2:1)를 용출제로 사용해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함으로써, 표제 화합물(810 mg)을 얻었다. LCMS
RT=3.6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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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1R)-2-아지도-1-[4-(벤질옥시)-3-플루오로페닐]에탄올

  THF(2M, 0.03 ml)중의 보란-디메틸설파이드 용액을 톨루엔(1M, 0.06 ml)중의 (R)-2-메틸-CBS-옥사자보롤리딘의
용액에 교반하에 0℃에서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15분동안 교반시킨 후에, THF중의 2-아지도-1-[4-(벤질옥시)-3-
플루오로페닐]에탄온(100 mg)의 용액을 적가하였다. 추가량의 THF중의 보란-디메틸설파이드(2M, 0.03 ml)을 적가하
고, 반응 혼합물을 0℃에서 2시간동안 교반시켰다. 수성 2M HCl(2 ml)을 적가하고, 반응 혼합물을 10분동안 교반시킨 후
에, 반응 혼합물을 디에틸 에테르와 물 사이에 분배시켰다. 유기 상을 수성 2M HCl로 2회 세척하고, 포화 수성 NaHCO3로

3회, 그리고 물과 염수로 세척하였다. 유기 상을 건조시키고 진공중에서 농축시켰다. 잔류물을 실리카겔상에서 DCM을 용
출제로 하여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함으로써, 표제 화합물(470 mg)을 얻었다. LCMS RT=3.36분.

  iii) (1R)-2-아미노-1-[4-(벤질옥시)-3-플루오로페닐]에탄올

  THF(8 ml)와 물(2 ml)중의 (1R)-2-아지도-1-[4-(벤질옥시)-3-플루오로페닐]에탄올(410 mg)의 용액을 PPh3(410

mg)로 처리하고, 1시간동안 교반시킨 후에, 추가분의 PPh3(220 mg)을 첨가하였다. 4시간 동안 더 교반시킨 후에, 반응

혼합물을 진공중에서 농축시키고, 잔류물을 EtOAc와 물 사이에 분배시켰다. 유기 상을 5% 수성 NaHCO3로 3회 세척하

고, 건조시키고(MgSO4) 진공중에서 농축시켰다. 잔류물을 실리카겔상에서, DCM, DCM중의 1% MeOH, DCM중의 2%

MeOH, DCM중의 0.5% Et3N 함유 5% MeOH, 그리고 마지막으로 DCM중의 1% Et3N 함유 20% MeOH를 용출제로 하

여,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함으로써, 표제 화합물(260 mg)을 얻었다. LCMS RT=2.16분.

  iv) (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틸}옥시)헥실]아미노}-1-{3-플루오로-4-[(페닐메틸)옥시페닐}
에탄올

  (1R)-2-아미노-1-[4-(벤질옥시)-3-플루오로페닐]에탄올로부터 실시예 11 vi)에 기재된 것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
여, 표제 화합물을 얻었다. LCMS RT=3.15분.

  v) 4-((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틸}옥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플루오로페놀

  Pd/C(수중 50 중량%)를 함유하는 배기된 플라스크에, EtOAc(8 ml)와 AcOH(2 ml)중의 (1R)-2-{[6-({4-[3-(시클로
펜틸설포닐)페닐]부틸}옥시)헥실]아미노}-1-{3-플루오로-4-[(페닐메틸)옥시페닐}에탄올(37 mg)의 용액을 첨가하였
다. 반응 혼합물을 4시간동안 수소첨가 반응시켰다. 촉매를 여과해서 제거하고, 여과액을 진공중에서 증발시켜 표제 화합
물을 얻었다. LCMS RT=2.60분 535(M+H)+.

  실시예 13

  6-{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피리딘-3-올 아
세테이트

  i) 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2-페닐-4H-[1,3]디옥시노[5,4-b]피리딘-6-일)
에탄올

  2-아미노-1-(2-페닐-4H-[1,3]디옥시노[5,4-b]피리딘-6-일)에탄올(EP220054A2)를 사용하여 상기 실시예 11vi)
에 기재된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LCMS RT=2.95분.

  ii) 6-{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피리딘-3-올

  물(5 ml)와 빙초산(5 ml)중의 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2-페닐-4H-[1,3]디
옥시노[5,4-b]피리딘-6-일)에탄올(61 mg)의 용액을 환류하에 0.5 시간동안 가열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진공중에서 농
축시켜서 표제 화합물을 얻었다. LCMS RT=2.63분 548(M+H)+.

  실시예 14

  5-{(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8-히드록시-3,4-디히드로
퀴놀린-2(1H)-온 아세테이트

  i) 5-(1R)-2-(벤질아미노)-1-히드록시에틸]-8-(벤질옥시)퀴놀린-2-(1H)-온

  8-(벤질옥시)-5-[(2R)-옥시란-2-일]퀴놀린-2(1H)-온(0.102 g)(WO 9525104)를 벤질아민(0.5 ml)에 용해시킨 후
에, 마이크로파 오븐에서 15분동안 150℃로 가열하였다. 과량의 벤질아민을 회전식 증발기에서 증발시켜 제거하고, 잔류
물을 실리카 SPE 본드 엘루트 카트리지 상에서 MeOH/DCM-0.880 암모니아 혼합물을 사용하여 정제함으로써, 표제 화
합물(106 mg)을 얻었다. LCMS RT=2.30분.

  ii) 5-{(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틸}옥시)헥실](페닐메틸)아미노]-1-히드록시에틸}-8-[(페닐
메틸)옥시]-2(1H)-퀴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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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R)-2-(벤질아미노)-1-히드록시에틸]-8-(벤질옥시)퀴놀린-2-(1H)-온(40 mg)을 MeCN(2 ml)에 용해시키고,
N,N-디이소프로필에틸아민(0.03 ml) 및 1-{4-[(6-브로모헥실)옥시]부틸}-3-(시클로펜틸설포닐)벤젠(실시예 1v)(30
mg)을 첨가한 다음, 반응 혼합물을 질소 대기하에 80℃에서 48시간동안 가열하였다. 이어서, 그 혼합물을 물로 희석하여
EtOAc로 추출하였다. 유기 상을 합쳐서 건조시키고(MgSO4), 진공중에서 증발시켰다. 잔류물을 실리카 SPE 본드 엘루트

카트리지상에서 EtOAc-시클로헥산 혼합물을 용출제로 해서 정제하여, 표제 화합물(13 mg)을 얻었다. LCMS RT=3.1분.

  iii) 5-{(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8-히드록시퀴놀린-
2(1H)-온 아세테이트

  5-{(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틸}옥시)헥실](페닐메틸)아미노]-1-히드록시에틸}-8-[(페닐메
틸)옥시]-2(1H)-퀴놀린(13 mg)을 EtOH(10 ml)에 용해시키고, 빙초산(0.5 ml)을 첨가하였다. 그 용액을 10% Pd/C(수중
50 중량%, 4 mg) 및 탄소상 수산화팔라듐(2 g)을 사용하여 20 시간동안 수소 첨가 반응시켰다. 촉매를 여과에 의해서 제
거하고, 여과액을 진공중에서 증발시켰다. 잔류물을 등용질성 아미노프로필 카트리지(2 g)상에서 MeOH-DCM 혼합물을
용출제로 해서 정제하였다. 적절한 분획을 AcOH와 함께 증발시켜서 표제 화합물 (LCMS RT=2.52분, ES+ve
585(MH)+)과 5-{(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8-히드록시-
3,4-디히드로퀴놀린-2(1H)-온 아세테이트 (LCMS RT=2.52분, ES+ve 587(MH)+)의 혼합물(4 mg)을 얻었다.

  실시예 15

  5-{(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페닐포름아미드
아세테이트

  i) N-벤질-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산-1-아민

  N-벤질-6-{4-[3-(시클로펜틸설포닐)벤젠(실시예 11 ii)(50 mg)을 벤질아민(0.5 ml)에 용해시키고, 마이크로파 오븐
에서 10분동안 150℃로 가열하였다. 과량의 벤질아민을 진공중에서 제거하고, 잔류물을 SPE 본드 엘루트 카트리지상에
서 EtOAC-시클로헥산 혼합물을 용출제로 해서 정제함으로써, 표제 화합물(40 mg)을 얻었다. LCMS RT=2.74분.

  ii) 5-{(1R)-2-[벤질(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벤질옥시)페닐포
름아미드

  N-벤질-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산-1-아민(40 mg)을 무수 THF(0.25 ml)에 용해시키고, {5-
[(2R)-2-옥시라닐]-2-[(페닐메틸)옥시]페닐}포름아미드(23 mg)(Organic Process Research & Development 1998,
2, 96-99)를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마이크로파 오븐에서 3 시간동안 150℃로 가열하였다. 용매를 제거하고, 잔류물
을 실리카 SPE 본드 엘루트 카트리지상에서 EtOAc-시클로헥산 혼합물을 용출제로 해서 정제함으로써, 표제 화합물(17
mg)을 얻었다. LCMS RT=3.1분.

  iii) 5-{(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페닐포름아
미드 아세테이트

  5-{(1R)-2-[벤질(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벤질옥시)페닐포름
아미드(17 mg)을 EtOH(10 ml)에 용해시키고, 빙초산(1 ml)을 첨가하였다. 그 용액을 10% Pd/C(수중 50 중량%, 7 mg)
및 탄소상 수산화팔라듐(7 mg)을 사용하여 20 시간동안 수소 첨가 반응시켰다. 촉매를 여과에 의해서 제거하고, 여과액을
진공중에서 증발시켰다. 잔류물을 등용질성 아미노프로필 카트리지(2 g)상에서 MeOH-DCM 혼합물을 용출제로 해서 정
제하였다. 적절한 분획을 AcOH와 함께 증발시켜서 표제 화합물(5 mg)을 얻었다. LCMS RT=2.53분, ES+ve 561(MH)+.

  실시예 16

  i) 4-{(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놀

  4-{(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놀 아세
테이트(3.19 g)(실시예 4 iii)을 실리카로 된 비오티지TM 컬럼상에서 DCM-MeOH-0.880 암모니아(100:8:1에 이어서
90:10:1)를 사용하여 정제함으로써, 표제 화합물(1.6 g)을 얻었다. LCMS RT=2.6분.

  실시예 17

  다음과 같은 실시예 16의 화합물의 염을 이하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제조하였다:

  L-아스파르트산염: 물(250 ml)중의 L-아스파르트산(2.55 g)의 고온의 용액을 에탄올(100 ml)중의 유리 염기(10 g)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형성된 용액을 증발시켜 유상 물질을 얻었으며, 이것을 재차 물을 사용하여 2회 증발시켜서 에탄올을
완전히 제거하고, 표제의 염을 검 상태로 수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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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파민산염: 물(50 ml)중의 설파민산(1.86 g)의 고온의 용액을 에탄올(100 ml)중의 유리 염기(10 g)의 용액에 첨가하였
다. 형성된 용액을 증발시켜 유상 물질을 얻었으며, 이것을 재차 물을 사용하여 2회 증발시켜서 에탄올을 완전히 제거하
고, 표제의 염을 검 상태로 수득하였다.

  

  

  나프탈렌-2-설폰산염: 프로판-2-올(0.5 ml)중의 유리 염기(55 mg)의 용액을 미리 바이알내로 평량한 나프탈렌-2-설
폰산 수화물(27 mg)에 첨가하였다. 그혼합물을 가온시켜서 용액을 얻었으며, 이것을 냉각시키고 실온에서 2시간동안 교
반시켰다. 형성된 고형물을 여과에 의해서 분리시켜 소량의 프로판-2-올로 세척하고, 50℃에서 진공하에 건조시켜서, 표
제 화합물을 결정으로서 수득하였다.

  

  상기 생성물의 XRPD 패턴은 도 3에 도시되어 있다.

  실시예 18

  다음과 같은 실시예 16의 화합물의 염을 이하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제조하였다.

  i) 4-{(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놀 4-
메틸벤젠설포네이트

  MeOH(0.45 ml)중의 4-{(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
드록시메틸)페놀(약 25 mg)의 용액을 p-톨루엔설폰산(9.5 mg)에 첨가하고, 그 용매를 제거하였다. EtOAc(0.45 ml)를
첨가하고, 형성된 혼합물을 소형 반응기 진탕기 블록에서 교반시키고, 동시에 4일에 걸쳐서 가열과 냉각을 번갈아 수행하
였다. 침전을 수집해서 표제 화합물을 결정으로서 수득하였다.

  

  

  ii) 4-{(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놀
4-클로로벤젠설포네이트

  4-클로로벤젠설폰산(19 mg)을 21℃에서, 프로판-2-올(0.5 ml)중의 4-{(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
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놀(55 mg)의 용액(온화한 승온 조건하에 용해시킴)에 첨가
하였다. 수 분 경과후에 결정을 분리시켰다. 그 결정을 수집해서 프로판-2-올로 세정하여 표제 화합물을 결정으로서 수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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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생성물의 XRPD 패턴은 도 1에 도시되어 있다.

  iii) 4-{(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놀
4-브로모벤젠 설포네이트

  실시예 18 (ii)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조하여, 상기 표제 화합물의 결정을 수득하였다.

  

  상기 생성물의 XRPD 패턴은 도 4에 도시되어 있다.

  iv) 4-{(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놀
3-톨루엔 설포네이트

  실시예 18 (ii)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조하여, 상기 표제 화합물의 결정을 수득하였다.

  

  상기 생성물의 XRPD 패턴은 도 5에 도시되어 있다.

  v) 4-{(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놀
4-비페닐 설포네이트

  실시예 18 (ii)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조하여, 상기 표제 화합물의 결정을 수득하였다.

  

  

  상기 생성물의 XRPD 패턴은 도 2에 도시되어 있다.

  생물학적 활성

  인간 베타 1, 2 및 3 수용체에서 화합물의 효능과 고유 활성의 시험관내 측정

  방법 1

  실시예 1-4의 화합물의 효능은 인간 베타 2 교감신경계 수용체로 형질감염된 개구리 흑색소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상기 세포를 멜라토닌과 함께 항온 처리하여 색소 집합을 유도하였다. 인간 베타 2 교감신경계 수용체에 대하여 작용하는
화합물들에 의하여 색소 분산을 일으켰다. 시험 화합물의 베타 2 작용제 활성은, 그 화합물이 흑색소포 단층을 교차하는
투광율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색소 분산 결과)에 의해 평가하였다. 인간 베타 2 교감신경계 수용체에서, 상기 실시예들
의 화합물의 IC50 값은 1 μM 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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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2

  본 발명의 화합물의 인간 베타 2, 1 및 3 수용체에서의 효능을 인간 수용체와 리포터 유전자를 동시 형질발현하는 중국
햄스터 난소 세포를 사용하여 측정하기도 하였다. 상기 세포로부터 유도된 미처리 세포 또는 막을 사용하여 시험을 수행하
였다.

  3종의 베타-수용체들을 Gs G-단백질을 통해 결합시켜서 아데닐레이트 사이클라제를 자극함으로써, 세포내 cAMP 농도
를 증가시켰다. cAMP를 직접 측정하기 위해서, 막 또는 동결된 세포에 대해 HitHunter 효소 분절 합식
(complementation) 키트(DiscoveRx) 또는 FP2 형광 편광 키트(Perkin Elmer)를 사용하여, 존재하는 cAMP의 농도를 정
량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 다양한 수용체에서 화합물의 작용제 효능과 고유 활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세포내의 리포터 유전자의 효능을 베타 1 및 3 수용체에서 정량하였다. 이는 개똥벌레 루시페라지 유전자의 상류인
cAMP 응답 요소를 사용하는 cAMP 농도의 리포터이다. 수용체를 작용제로 자극한 후에, 루시페라제 농도의 증가를 측정
함으로써, 세포내 cAMP의 농도를 정량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에서, 인간 베타-2 수용체에서 화합물의 효능은 pEC50 값으로 나타내었다. 실시예 2-9 및 11-15의 화합

물의 pEC50 값은 >6이었다.

  본원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내용은 후속하는 출원에 대하여 우선권 출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은 후
속 출원은 본 발명의 어느 한 특징 및 특징의 조합에 관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출원들은 생성물, 조성물, 방법 또는 용도
청구항의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첨부된 청구의 범위와 같은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β2-교감신경계 수용체에서 강력하고 선택적인 자극 활성을 가지며 유리한 작용 양상

을 나타내는 신규 페네탄올아민 유도체, 이것의 제조 방법, 이것을 포함하는 조성물 및 이것을 의약으로서, 구체적으로 호
흡기 질환을 예방 및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기 화학식 (I)로 표시되는 화합물, 또는 이것의 염, 용매화물 또는 생리학적 작용성 유도체:

  (I)

  상기 식에서,

  m은 2 내지 8의 정수이고;

  n은 3 내지 11의 정수이되, 단, m+n은 5 내지 19인 것을 조건으로 하며;

  R1은 SR6, SOR6 또는 SO2R
6이고;

  이때 R6는 C3-7시클로알킬 또는 C3-7시클로알케닐 기이고;

  R2와 R3는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C1-6알킬, C1-6알콕시, 할로, 페닐 및 C1-6할로알킬로 이루어진 군중에서 선택되며;

  R4와 R5는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및 C1-4알킬로부터 선택되는 것이되, 단 R4와 R5에서 총 탄소 원자 수는 4보다 크지 않

아야 하며;

  Ar은 하기 화학식 (a) 내지 화학식 (d)로부터 선택되는 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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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여기서, R8은 수소, 할로겐, -(CH2)qOR11, -NR11C(O)R12, -NR11SO2R
12, -SO2NR11R12, -NR11R12, -OC(O)R13 또는

-OC(O)NR11R12를 나타내며, R7은 수소, 할로겐 또는 C1-4알킬을 나타내거나; 또는

  R8은 -NHR14이고, R7은 -NHR14와 함께 5원 또는 6원 헤테로시클릭 고리를 형성하며;

  R9는 수소, 할로겐, -OR11 또는 -NR11R12를 나타내고;

  R10은 수소, 할로겐, 할로C1-4알킬, -OR11, -NR11R12, -OC(O)R13 또는 OC(O)NR11R12를 나타내며;

  R11과 R12는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C1-4알킬을 나타내거나, -NR11R12, -SO2NR11R12 및 -OC(O)NR11R12와 같은

기에서는, R11과 R12가 각각 수소 또는 C1-4알킬을 나타내거나, 또는 그들이 결합되어 있는 질소 원자와 함께 5원, 6원 또

는 7원 질소원자 함유 고리를 형성하고;

  R13은 할로겐, C1-4알킬, 히드록시, C1-4알콕시 또는 할로C1-4알킬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치환체에 의해서 치환되거

나 치환되지 않은 아릴(예: 페닐 또는 나프틸)기를 나타내며;

  q는 0 또는 1 내지 4의 정수이다.

청구항 2.

  하기 화학식 (I)로 표시되는 화합물, 또는 이것의 염, 용매화물 또는 생리학적 작용성 유도체:

  (I)

  상기 식에서, 각각의 치환기는 제 1 항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의미를 갖되, 단 R8은 수소가 아니라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R1이 -SO2R
6를 나타내는 것인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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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1 항 내지 제 3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R6가 C3-7시클로알킬기를 나타내는 것인 화합물.

청구항 5.

  제 1 항 내지 제 4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R2와 R3가 각각 수소를 나타내는 것인 화합물.

청구항 6.

  제 1 항 내지 제 5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R4와 R5가 각각 수소 및 메틸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는 것인 화합물.

청구항 7.

  제 1 항 내지 제 6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Ar이 하기 식 (a) 또는 (b)로 표시되는 기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화합물:

  

청구항 8.

  하기 화학식 (Ia)로 표시되는 화합물, 또는 이것의 염, 용매화물 또는 생리학적 작용성 유도체:

  (Ia)

  상기 식에서,

  m은 2 내지 8의 정수이고;

  n은 3 내지 11의 정수이되, 단, m+n은 5 내지 19인 것을 조건으로 하며;

  R1은 SR6, SOR6 또는 SO2R
6이고, 이때 R6는 C3-7시클로알킬 또는 C3-7시클로알케닐기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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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와 R3은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C1-6알킬, C1-6알콕시, 할로, 페닐 및 C1-6할로알킬로 이루어진 군중에서 선택되고;

  R4와 R5는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및 C1-4알킬로부터 선택되는 기이되, 단, R4와 R5에서 총 탄소 원자 수가 4보다 크지 않

아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청구항 9.

  제 1 항 내지 제 8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m이 5 또는 6이고, n은 3 또는 4인 화합물.

청구항 10.

  하기 화합물들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상기 화학식 (I) 또는 (Ia)로 표시되는 화합물:

  4-{(1R)-2-[(6-{4-[3-(시클로펜틸설피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놀;

  4-{(1R)-2-[(6-{4-[3-(시클로펜틸설피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놀(이
성질체 1);

  4-{(1R)-2-[(6-{4-[3-(시클로펜틸설피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놀(이
성질체 2);

  4-{(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놀;

  4-{(1R)-2-[(6-{4-[4-(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놀;

  4-{(1R)-2-{[6-({4-[3-(시클로헥실설포닐)페닐]부틸}옥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놀;

  4-{(1R)-2-{[6-({4-[3-(3-시클로펜텐-1-일설포닐)페닐]부틸}옥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
메틸)페놀;

  4-{(1R)-2-{[6-({5-[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펜틸}옥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놀;

  4-{(1R)-2-{[(7-({3-[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프로필}옥시)헵틸]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
놀;

  4-((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5-메틸페닐]부틸}옥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
틸)페놀;

  N-[5-((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틸}옥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
메탄설폰아미드;

  4-((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틸}옥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플루오로페놀;

  6-{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피리딘-3-올;

  5-{(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8-히드록시-3,4-디히드로
퀴놀린-2(1H)-온;

  5-{(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페닐포름아미
드; 및

  이들의 염, 용매화물 및 생리학적 작용성 유도체.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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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놀, 및
이것의 염, 용매화물 및 생리학적 작용성 유도체인, 상기 화학식 (I) 또는 (Ia)로 표시되는 화합물.

청구항 12.

  제 1 항 내지 제 11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아릴설폰산에 의해 형성된 염의 형태로 존재하는 화합물.

청구항 13.

  제 8 항, 제 9 항 또는 제 12 항에 있어서,

  하기 화합물들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화합물:

  4-{(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놀 4-
메틸벤젠설포네이트;

  4-{(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놀 4-
브로모벤젠 설포네이트;

  4-{(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놀 4-
클로로벤젠 설포네이트;

  4-{(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놀 3-
톨루엔 설포네이트;

  4-{(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놀 4-
비페닐 설포네이트; 및

  4-{(1R)-2-[(6-{4-[3-(시클로펜틸설포닐)페닐]부톡시}헥실)아미노]-1-히드록시에틸}-2-(히드록시메틸)페놀 나프
탈렌-2-설포네이트.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염이 결정질 형태로 존재하는 것인 화합물.

청구항 15.

  사람을 비롯한 포유류에서 선택적인 β2-교감신경계 수용체 작용제의 필요를 나타내는 임상학적 증상을 치료 또는 예방

하는 방법으로서, 치료학적 유효량의 제 1 항 내지 제 14 항중 어느 한 항에서 정의한 상기 화학식 (I) 또는 (Ia)로 표시되는
화합물, 또는 이것의 약제학적 허용 염, 용매화물 또는 생리학적 작용성 유도체를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6.

  의학적 치료 방법에 유용한, 제 1 항 내지 제 14 항중 어느 한 항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화학식 (I) 또는 (Ia)로 표시되는
화합물, 또는 이것의 약제학적 허용 염, 용매화물 또는 생리학적 작용성 유도체.

청구항 17.

  제 1 항 내지 제 14 항중 어느 한 항에서 정의한 화학식 (I) 또는 (Ia)로 표시되는 화합물, 또는 이것의 약제학적 허용 염,
용매화물 또는 생리학적 작용성 유도체, 및 약제학적 허용 담체 또는 부형제 및 경우에 따라 1종 이상의 다른 치료제 성분
을 포함하는 약제학적 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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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 1 항 내지 제 14 항중 어느 한 항에서 정의한 화학식 (I) 또는 (Ia)로 표시되는 화합물, 또는 이것의 약제학적 허용 염,
용매화물 또는 생리학적 작용성 유도체, 및 1종 이상의 다른 치료제 성분을 포함하는 배합물.

청구항 19.

  제 1 항 내지 제 14 항중 어느 한 항에서 정의한 화학식 (I) 또는 (Ia)로 표시되는 화합물, 또는 이것의 약제학적 허용 염,
용매화물 또는 생리학적 작용성 유도체를, 선택적인 β2-교감신경계 수용체 작용제의 필요를 나타내는 임상학적 증상을 치

료 또는 예방하기 위한 약제를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 1 항 내지 제 14 항중 어느 한 항에서 정의한 화학식 (I) 또는 (Ia)로 표시되는 화합물, 또는 이것의 약제학적 허용 염,
용매화물 또는 생리학적 작용성 유도체를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a) 하기 화학식 (II)로 표시되는 보호된 중간체 또는 이것의 염 또는 용매화물의 보호기를 제거하는 단계:

  (II)

  (상기 식에서, R1, R2, R3, R4, R5, m 및 n은 상기 화학식 (I) 또는 (Ia)에 대하여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고, R19는 보호되거
나 보호되지 않은 형태의 Ar을 나타내며; R20과 R21은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보호기를 나타내되, 단, 상기 화학식 (II)
로 표시되는 화합물이 하나 이상의 보호기를 함유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또는

  (b) 하기 화학식 (X)로 표시되는 화합물의 폐환 반응을 수행하는 단계:

  (X)

  (상기 식에서, R2, R3, R4, R5, R19, R20, R21, m 및 n은 앞에서 화학식 (II)에 대하여 정의한 바와 같고, R26은 각각 독립적
으로 수소 또는 C1-4알킬이고, x와 y는 각각 0, 1 또는 0, 1, 2를 나타낸다); 또는

  (c) 하기 화학식 (XIII)로 표시되는 아민과 하기 화학식 (XVII)로 표시되는 화합물을 알킬화 반응시키는 단계:

  (XIII)

  (XVII)

  (상기 식에서, R22, R23, R20 및 R21은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보호기를 나타내며, R1, R2, R3, R4, R5, m 및 n은 앞에
서 화학식 (I)에 대하여 정의한 바와 같고, L1은 이탈기를 나타낸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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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하기 화학식 (XIX)로 표시되는 화합물을 환원시키는 단계:

  (XIX)

  (상기 식에서, R1, R2, R3, R4, R5, m 및 n은 앞에서 화학식 (I)에 대하여 정의한 바와 같고, R19는 보호되거나 보호되지
않은 형태의 Ar을 나타내며, R20과 R21은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전술한 바와 같은 보호기를 나타낸다); 또는

  (e) 하기 화학식 (XXIII)로 표시되는 화합물 또는 화학식 (XXIV)로 표시되는 화합물을 하기 화학식 (XXV)로 표시되는 아
민과 반응시키는 단계:

  (XXIII)

  (XXIV)

  (XXV)

  (상기 식에서 R19는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고, L3은 앞에서 L1 또는 L2에 대해 정의한 바와 같은 이탈기이며, R1, R2, R3,
R4, R5, R20, m 및 n은 앞에서 화학식 (II)에 대하여 정의한 바와 같다); 또는

  (f) 하기 화학식 (IIa)로 표시되는 화합물로부터 키랄 보조성분을 제거하는 단계:

  (IIa)

  (상기 식에서, R1-R5, m 및 n은 앞에서 화학식 (I)에 대하여 정의한 바와 같고, R19는 보호되거나 보호되지 않은 형태의
Ar을 나타내며, R21은 수소 또는 보호기를 나타내고, R27은 키랄 보조성분을 나타낸다)

  를 수행하고, 이에 후속하여 하기 단계 (i) 내지 (v)을 임의의 순서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i) 경우에 따라 보호기를 제거하는 단계;

  (ii) 에난티오머 혼합물로부터 에난티오머를 경우에 따라 분리시키는 단계;

  (iii) 화학식 (I)로 표시되는 화합물을 화학식 (I)로 표시되는 다른 화합물로 전환시키는 단계로서, 예를 들면 R1이 SR6인
화합물을 R1이 SOR6 또는 SO2R

6인 화합물로 전환시키거나, R1이 SOR6인 화합물을 R1이 SO2R
6인 화합물로 경우에 따라

전환시키는 단계;

  (iv) R6가 시클로알케닐인 화합물을 R6가 시클로알킬인 화합물로, 수소첨가 반응 등에 의해서, 경우에 따라 전환시키는
단계; 및

  (v) 생성물을 그것의 상응하는 염, 용매화물 또는 생리학적 작용성 유도체로 경우에 따라 전환시키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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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

  하기 화학식 (II), (III), (IV), (X) 및 (XIX)로 표시되는 화합물들로 이루어진 군중에서 선택되는 중간체:

  (II)

  (III)

  (IV)

  (X)

  (XIX)

  상기 식에서, 치환기는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다.

요약

  본 발명은 하기 화학식 (I)로 표시되는 신규 화합물, 이것의 제조 방법, 이것을 포함하는 약제학 조성물, 그리고 이것을 치
료 방법에, 구체적으로 호흡기 질환의 치료 및 예방에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I)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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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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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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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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