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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하기 식(I)의 화합물 및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상기 화합물의 염에 관한 것이다.

상기 식에서, W,Ar
1
,Ar

2
 및 Ar

3
은 명세서에 정의된 바와 같다.

상기 화합물들은 물질 P길항물질이며, 위장 질환, 염증성 질환, 중추신경계 질환 및 동통의 치료에 유용
하다.

명세서

[발명의 명칭]

치환된 3-아미노퀴누클리딘

[발명의 배경]

본 발명은 의화학 분야의 종사자들에게 흥미로운 신규하고 유용한 퀴누클리딘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 더
욱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물질 P에 길항하는 능력으로 인해 특별한 가치를 갖는, 신규한 계열의 치환된 
3-아미노퀴누클리딘 및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에 관한 것이다. 상기 화합물들은 위장 질환, 중추 
신경계 질환, 염증 질환, 천식, 동통 및 편두통을 치료하는데 유용한다. 본 발명은 또한 신규한 치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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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다.

와라와(E. J. Warawa)는 미합중국 특허 제 3,560,510호에서 이뇨제로서 유용한 특정 3-아미노-2-벤즈하이
드릴-퀴누클리딘  및  그의  중간체로서  작용하는  상응하는  비치환된  3-벤질아미노  화합물을  개시한다. 
또한, 와라와등은 문헌[E.J. Warawa et al., Journal of Medicinal Chemistry, 18, 587(1975)]에서 상기 
연구를 3-아미노 잔기가 에틸아미노, β-페닐에틸아미노, β-이소프로필아미노 또는 2-푸르푸릴아미노인 
동일한 계열의 기타 구성원으로까지 확장시킨다.

물질 P는 타키키닌 부류의 펩타이드(평활근 조직에 대한 그의 신속한 자극 활성으로 인해 이렇게 지칭된
다)에 속하는 천연운데카펩타이드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물질 P는 포유동물에서 생성되며(원래 장에서 
단리함), 디. 에프.베버(D.F. Vaber)등의 미합중국 특허 제 4,680,283호에 예시되어 있는 특징적인 아미
노산 서열을 갖는 약학적으로 활성인 신경펩타이드이다. 많은 질환의 병태생리에 물질 P 및 기타 타키키
닌이 광범위하게 관련됨은 당해 분야에서충분히 입증되었다. 예를 들면, 물질 P는 동통 또는 편두통의 전
달에  관련되는  것으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문헌[B.E.B.Sandberg  et  al.,  Journal  of  Medicinal 
Chemistry, 25,1009(1982)]참조), 불안증 및 정신분열증과 같은 중추신경제 질환, 천식 및 류마티스성 관
절염과 같은 호흡기 및 염증성 질환, 및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Crohn)씨 병과 같은 위장 질환 및 위장 
관의 질병에도 관련되는 것으로 밝혀졌다(문헌[D. Regoli, 'Trends in Cluster Headache', edited by F. 
Sicuteri et al., Elsevier Scientific Publishers, Amsterdam, pp. 85-95(1987)]참조).

과거에는, 상기에 열거한 다양한 질환 및 질병을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물질 P 및 기타 타키키
닌 펩타이드에 대한 길항물질인 펩타이드-유사 물질을 제공하기 위한 몇몇 시도가 있어 왔다. 상기 물질
의 펩타이드-유사 성질로 인해 이들은 질환의 치료에 실질적인 치료제로서 작용하기에는 대사상의 관점에
서 너무 불안정하다. 다른 한편으로, 본 발명의 비-펩타이드 길항물질은 종래의 펩타이드 유사 약제들 보
다 대사상의 관점에서 훨씬 더 안정하므로 상기 결점을 갖지 않는다.

다른 비-펩타이드 물질 P 수용체 길항물질들은 본 출원과 공동으로 양도된 계류중인 특허출원들에 언급되
어 있다. 물질 P수용체 길항물질로서의 활성을 나타내는 퀴누클리딘 유도체 및 관련 화합물들은 1989년 
11월 20일자로 출원되고, 1990년 5월 31일자로 WO 90/05729로서 공개된 PCT 특허출원 제 PCT/US 89/05338 
호 및 1990년 7월 23일자로 출원된 미합중국 특허출원 번호 제 557,442호에 언급되어 왔다. 물질 P 수용
체 길항물질로서의 활성을 나타내는 다른 퀴누클리딘 유도체 및 관련 화합물들은 1991년 4월 25일과 1991
년 5월 15일에 각각 출원된 '3-아미노-2-아릴 퀴누클리딘' 및 '퀴누클리딘 유도체'란 명칭의 PCT 특허출
원들에 언급 되어 있다. 물질 P 길항물질로서 유용한 피페리딘 유도체 및 관련된 복소환식 질소 함유 화
합물들은 1990년 11월 28일자로 출원된 미합중국 특허출원 제 619,361 호 및 1990년 9월 28일자로 출원된 
미합중국 특허출원 제 590,423호에 언급되어 왔다. 물질 P 수용체 길항물질로서의 활성을 나타내는 아자
노르보르난 유도체들은 1991년 6월 21일에 출원된 미합중국 특허출원 제 07/719,884 호에 언급되어 있다. 
물질 P 수용체 길항물질로서의 활성을 나타내는 질소 함유 복소환의 플루오로알콕시 유도체는 1991년 6월 
20일에 출원된 미합중국 특허출원 제 07/717,943 호에 언급되어 있다. 모든 상기 특허출원들은 본 출원과 
공동으로 양도된다.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하기 일반식(I)의 화합물에 관한 것이다:

상기 식에서, W는 Y 또는 X(CH2)n 이고; Y는 임의 치환된 (C1-C6)알킬, 임의 치환된(C2-C6)알케닐 또는 임

의  치환된 (C3-C8 )  사이클로알킬이고;  X는  임의  치환된 (C1-C6 )  알콕시, CONR
1
R
2
, CO2R

1
,  CHR   

1
OR

2
, 

CHR
1
NR

2
R
3
,COR

1
, CONR

1
OR  

2
 또는 임의 치환된 아릴이고, 여기에서 아릴은 페닐, 나프틸, 피리딜, 퀴놀릴, 

티에닐, 푸릴, 페녹시페닐, 옥사졸릴, 테트라졸릴, 티아졸릴, 이미다졸릴 및 피라졸릴로부터 선택되고; n

은 0 내지 6의 정수이고; Ar
1
, Ar

2
 및 Ar

3
은 각각 독립적으로 임의 치환된 아릴이고; 여기에서, 아릴은 페

닐, 나프틸, 피리딜, 퀴놀릴, 티에닐, 푸릴, 페녹시 페닐, 옥사졸릴, 테트라졸릴, 티아졸릴, 이미다졸릴 

및 피라졸릴로부터 선택되고; R
1
, R

2
 및 R

3
은 수소, (C1-C6 )알킬, (C1-C6 ) 알콕시, (C3-C8 ) 사이클로알킬, 

아릴(여기에서, 아릴은 페닐, 나프틸, 피리딜, 퀴놀릴, 티에닐, 푸릴, 페녹시 페닐, 옥사졸릴, 테트라졸
릴, 티아졸릴, 이미다졸릴 및 피라졸릴로부터 선택됨) 및 임의 치환된 (C1-C6) 복소환식 그룹 (여기에서, 

복소환식 그룹은 피롤리디노, 피레리디노, 모르폴리노, 피페라지닐 및 티아모르폴리노로부터 
선택됨)이고;  상기에서,  전술한  치환된  알킬,  알케닐,  사이클로알킬  및  알콕시  그룹상의  치환체들은 
할로, 니트로, 아미노, (C1-C4)알킬, (C1-C4)알콕시, 트리플루오로메틸 및 트리플루오로메톡시로부터 독립

적으로 선택되고; 상기에서, 전술한 치환된 복소환식 그룹상의 치환체들은 고리상의 산소 또는 질소 원자

에 부착되어 있으며, 산소 및 (C1-C4)알킬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상기에서 상기 치환된 Ar
1
 그룹상

의 치환체들은 1 내지 3개의 할로 그룹으로 임의 치환된 (C1-C6)알킬, 1 내지 3개의 할로 그룹으로 임의 

치환된 (C1-C6) 알콕시, (C1-C6) 알킬설피닐, (C2-C6)알케닐, (C1-C6) 알킬티오, (C1-C6)알킬설포닐, (C1-C6) 

알킬설포닐 아미노 및 디-(C1-C6)알킬아미노 (여기에서, 하나 또는 둘다의 알킬 그룹은 (C1-C6)알킬설포닐 

또는 (C1-C  6) 알킬설피닐 그룹으로 임의 치환될 수 있음)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상기에서, 상기 

치환된 Ar
2
 및 Ar

3
 그룹상의 치환체들은 (C1-C4)알킬, (C1-C  4)알콕시, (C1-C4) 알킬티오, (C1-C4)알킬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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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 디-(C1-C4)알킬아미노, 트리플루오로메틸 및 트리플루오로메톡시로 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며; 단, Y

가 비치환되거나, (C1-C4) 알킬로 치환될 경우, Y는 퀴누클리딘 환의 4- 또는 6- 위치에 결합된다.

본 발명은 또한 식(I) 화합물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산부가염에 관한 것이다. 전술한 본 발명의 기본 
화합물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산 부가염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산은 무독성산 부가염, 즉, 하이드
로클로라이드, 하이드로브로마이드, 하이드로요오다이드, 니트레이트, 설페이트, 비설페이트, 
포스페이트, 산포스페이트, 아세테이트, 락테이트, 시트레이트, 산시트레이트, 타르트레이트, 비타트레이
트, 석시네이트, 말레에이트, 푸마레이트, 글루코네이트, 사카레이트 벤조에이트, 메탄설포네이트, 에탄
설포네이트, 벤젠설포네이트, P-톨루엔설포네이트 및 파모에이트[즉, 1,1'-메틸렌 -비스-(2-하이드록시-
3-나프토에이트]염과 같은 약리학적으로 허용되는 음이온을 함유하는 염을 형성하는 것들이다.

본 명세서에 사용된 용어 '알킬'은 직쇄 또는 측쇄 탄화수소 사슬 라디칼을 의미하고, 메틸, 에틸, n-프
로필, 이소프로필, n-부틸, 이소부틸, t-부틸등을 포함하지만 그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본 명세서에 사용된 용어 '알케닐'은 하나의 이중 결합을 갖는 직쇄 또는 측쇄 탄화수소 사슬 라디칼을 
의미하고, 에테닐, 1-및 2-프로페닐, 2-메틸-1-프로페닐, 1-및 2-부테닐등을 포함하지만 그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본 명세서에 사용된 용어 '알콕시'는 -OR(R은 알킬임)을 의미하고, 메톡시, 에톡시, 프로폭시, 이소프로
폭시, n-부톡시, 이소부톡시, t-부톡시등을 포함하지만 그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본 명세서에 사용된 용어 '알킬티오'는 -SR(R은 알킬임)을 의미하고, 메틸티오, 에틸티오, n-프로필티오, 
이소프로필티오, n-부틸티오, 이소부틸티오, t-부틸티오등을 포함하지만 그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본 명세서에 사용된 용어 '사이클로알킬'은 환식 탄화수소 라디칼을 의미하고, 사이클로프로필, 사이클로
부틸, 사이클로펜틸, 사이클로헥실등을 포함하지만 그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본 명세서에 사용된 용어 '할로'는 클로로, 플루오로, 브로모 및 요오도를 의미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화합물들은 Y가 -COOH 이고, Ar
2
 및 Ar

3
이 디페닐메틸이며, Ar

1
이 이치환된 페닐 그룹

인 화합물들이다.

본 발명의 특히 바람직한 화합물들은 하기 화합물들을 포함한다.

(3R, 4S, 5S, 6S)-5-(5-이소프로필-2-메톡시벤질아미노 )-6-디페닐메틸 -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
카복실산;  (3R,  4S,  5S, 6S)-5-(2-메톡시-5-메틸티오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
옥탄-3-카복실산;  (3R,  4S,  5S, 6S)-5-(2,5-디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
옥탄-3-카복실산;  (3R,  4S,  5S, 6S)-5-(2-메톡시-5-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
[2.2.2]옥탄-3-카복실산; (3R, 4S, 5S, 6S)-5-(5-에틸-2-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
로[2.2.2]옥탄-3-카복실산; (3R, 4S, 5S, 6S)-5-(2-메톡시-5-n-프로필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
사이클로[2.2.2]옥탄-3-카복실산; (3R, 4S, 5S, 6S)-5-(5-2급-부틸-2-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
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카복실산;  (3R,  4S,  5S, 6S)-5-(5-아미노설포닐메틸-2-메톡시벤질아미노)-
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카복실산; (3R, 4S, 5S, 6S)-5-(2-메톡시-5-메틸설피닐벤질
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카복실산; (3R, 4S, 5S, 6S)-5-(2-메톡시-5-트리플
루오로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카복실산;  (3R,  4S,  5S, 6S)-5-
(2-메톡시-5-메틸설포닐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카복실산;  (3R,  4S, 

5S,  6S)-5-(5-디메틸아미노-2-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카복실산; 
(2S,  4S,  5S, 6S)-5-(5-이소프로필-2-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2-카
복실산;  (2S,  4S,  5S, 6S)-5-(2-메톡시-5-메틸티오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
탄-2-카복실산;  (2S,  4S,  5S, 6S)-5-(2,5-디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
탄-2-카복실산;  (2S,  4S,  5S, 6S)-5-(2-메톡시-5-메틸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
2]옥탄-2-카복실산;  (2S,  4S,  5S, 6S)-5-(5-에틸-2-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
[2.2.2]옥탄-2-카복실산;(2S,  4S,  5S, 6S)-5-(2-메톡시-5-n-프로필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
이클로[2.2.2]옥탄-2-카복실산; (2S, 4S, 5S, 6S)-5-(5-2급-부틸-2-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
자비사이클로[2.2.2]옥탄-2-카복실산;  (2S,  4  S,  5S, 6S)-5-(5-N-메틸-메탄설포닐아미노-2-메톡시벤질아
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2-카복실산; (2S, 4S, 5S, 6S)-5-(2-메톡시-5-메틸설피
닐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2-카복실산; (2S, 4S, 5S, 6S)-5-(2-메톡시-5-
트리플루오로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2-카복실산;  (2S,  4S,  5S, 

6S)-5-(2-메톡시-5-메틸설포닐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2-카복실산;  및 
(2S,  4S,  5S, 6S)-5-(5-디메틸아미노-2-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2-
카복실산.

본 발명은 또한 인간을 포함하는 포유동물에서 염증성 질환(예, 관절염, 건선, 천식 및 염증성 장 질환), 
불안, 우울증 또는 기분 변조증, 대장염, 정신병, 동통, 습진 및 비염과 같은 알레르기, 만성 폐색성 기
도 질환, 덩굴 옻나무와 같은 과민성 질병, 안기나, 편두통 및 레이노드(Reynaud)씨 병과 같은 혈관 경련 
질환, 공피증 및 호산성 간질증과 같은 섬유화 및 콜라겐 질환, 견수증후군과 같은 반사성 교감신경성 이
영양증, 알콜중독과 같은 탐닉 질병, 스트레스 관련된 신체 질병, 말초 신경병증, 신경통, 알쯔하이머 질
환과 같은 신경 병리학적 질병, AIDS 관련된 치매, 당뇨병성 신경병증 및 다발성 경화증,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와 같은 면역 증강 또는 억제와 관련된 질병, 및 결합조직염과 같은 류마티스성 질환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부터 선택된 상태를 치료하거나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양의 일반식(1)의 화합물 또는 약제학적으
로 허용되는 그의 염 및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를 함유하는, 상기 상태의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한 약
학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인간을 포함하는 포유동물에서 염증성 질환(예; 관절염, 건선, 천식 및 염증성 장 질환), 
불안, 우울증 또는 기분 변조증, 대장염, 정신병, 동통, 습진 및 비염과 같은 알레르기, 만성 폐색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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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질환, 덩굴 옻나무와 같은 과민성 질병, 안기나, 편두통 및 레이노드(Reynaud)씨 병과 같은 혈관 경련 
질환, 공피증 및 호산성 간질증과 같은 섬유화 및 콜라겐 질환, 견수증후군과 같은 반사성 교감신경성 이
영양증, 알콜중독과 같은 탐닉 질병, 스트레스 관련된 신체 질병, 말초 신경병증, 신경통, 알쯔하이머 질
환과 같은 신경 병리학적 질병, AIDS 관련된 치매, 당뇨병성 신경병증 및 다발성 경화증,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와 같은 면역 증강 또는 억제와 관련된 질병, 및 결합조직염과 같은 류미티스성 질환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부터 선택된 상태를 치료하거나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양의 일반식(1)의 화합물 또는 약제학적으
로 허용되는 그의 염을 상기 포유동물에게 투여함을 포함하는, 상기 상태의 치료 또는 예방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물질 P 길항 작용량의 일반식(I)의 화합물 또는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 및 약제
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를 함유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포유동물에서 물질 P의 효과에 길항작용하기 위한 
약학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포유동물에게 물질 P 길항작용량의 일반식(I)의 화합물 또는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을 투여함으로 포함하는, 인간을 포함하는 포유동물에서 물질 P 의 효과에 길항작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물질 P 길항 작용량의 일반식(I)의 화합물 또는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 및 약제
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를 함유하는, 인간을 포함하는 포유동물에서 과량의 물질 P로 인해 야기된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한 약학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포유동물에게 물질 P 길항 작용량의 일반식(I)의 화합물 또는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그
의 염을 투여함을 포함하는, 인간을 포함하는 포유동물에서 과량의 물질 P로 인해 야기된 질병의 치료 또
는 예방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물질 P의 수용체 부위에서 물질 P의 효과에 길항작용하는데 효과적인 양의 일반식(I)의 
화합물 또는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 및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를 함유하는, 인간을 포함하
는 포유동물에서 염증성 질환(예 : 관절염, 건선, 천식 및 염증성 장 질환), 불안, 우울증, 또는 기분 변
조증, 대장염, 정신병, 동통, 습진 및 비염과 같은 알레르기, 만성 폐색성 기도 질환, 덩굴 옻나무와 같
은 과민성 질병, 안기나, 편두통 및 레이노드(Reynaud)씨 병과 같은 혈관 경련 질환, 공피증 및 호산성 
간질증과 같은 섬유화 및 콜라겐 질환, 견수증후군과 같은 반사성 교감신경성 이영양증, 알콜중독과 같은 
탐닉 질병, 스트레스 관련된 신체 질병, 말초 신경병증, 신경통, 알쯔하이머 질환과 같은 신경 병리학적 
질병, AIDS 관련된 치매, 당뇨병성 신경병증 및 다발성 경화증,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와 같은 면역 증강 
또는 억제와 관련되는 질병, 및 결합조직염과 같은 류마티스성 질환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상태의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한 약학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물질 P의 수용체 부위에서 물질 P의 효과에 길항작용하는데 효과적인 향의 일반식(I)의 
화합물 또는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을 포유동물에게 투여함을 포함하는, 인간을 포함하는 포유
동물에서  염증성 질환(예 : 관절염, 건선, 천식 및 염증성 장 질환), 불안, 우울증, 또는 기분 변조증, 
대장염, 정신병, 동통, 습진 및 비염과 같은 알레르기, 만성 폐색성 기도 질환, 덩굴 옻나무와 같은 과민
성 질병, 안기나, 편두통 및 레이노드(Reynaud)씨 병과 같은 혈관 경련 질환, 공피증 및 호산성 간질증과 
같은 섬유화 및 콜라겐 질환, 견수증후군과 같은 반사성 교감신경성 이영양증, 알콜중독과 같은 탐닉 질
병, 스트레스 관련된 신체 질병, 말초 신경병증, 신경통, 알쯔하이머 질환과 같은 신경 병리학적 질병, 
AIDS 관련된 치매, 당뇨병성 신경병증 및 다발성 경화증,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와 같은 면역 증강 또는 
억제와 관련된 질병, 및 결합조직염과 같은 류마티스성 질환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상태의 
치료 또는 예방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물질 P의 수용체 부위에서 물질 P의 효과에 길항작용하는데 효과적인 양의 일반식(I)의 
화합물 또는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 및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를 함유하는, 사람을 포함하
는 포유동물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이는 물질 P 매개된 신경전달의 감소에 의해 수행되거나 촉진됨)을 
위한 약학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물질 P의 수용체 부위에서 물질 P의 효과에 길항작용하는데 효과적인 양의 일반식(I)의 
화합물 또는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을 포유동물에게 투여함을 포함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포유동
물의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이는 물질 P 매개된 신경전달의 감소에 의해 수행되거나 촉진됨)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포유동물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양의 일반식(I)의 화합물 또는 약제
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 및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를 함유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포유동물의 질
병의 치료 또는 예방(이는 물질 P 매개된 신경전달의 감소에 의해 수행되거나 촉진됨)을 위한 약학 조성
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포유동물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양의 일반식 (I)의 화합물 또는 약제
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을 포유동물에게 투여함을 포함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포유동물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이는 물질 P 매개된 신경전달의 감소에 의해 수행되거나 촉진됨)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식(I)의 화합물은 키랄중심을 가지며, 따라서 서로 다른 거울상 이성체 형태로 존재한다. 본 발명은 
일반식(I) 화합물의 모든 광학 이성체 및 모든 입체 이성체, 및 그의 혼합물에 관한 것이다.

상기 일반식(I)은 하나 이상의 수소 또는 탄소원자가 그의 동위원소로 대체된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서
술된 것들과 동일한 화합물을 포함한다. 그러한 화합물은 대사 약력학적 연구 및 결합 분석에 연구 및 진
단 도구로서 유용하다. 연구에서의 특정한 적용은 방사성 리간드 결합 분석, 자가방사 기록법 연구 및 생
체내 결합 연구를 포함하는 한편, 진단 분야에서의 특정한 적용은 염증에 관련된 조직, 예를 들어 면역-
타인 세포 또는 염증성 대장 질환등에 직접 관여하는 세포내의 생체내 결합에 있어서 인간의 뇌 중의 물
질 P 수용체의 연구를 포함한다. 일반식(I) 및 (VII)의 화합물의 방사선 표지된 형태에는 그의 삼중수소 

및 C
14
동위원소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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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신규한 화합물은 하기 반응 도식 및 논의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제조할 수 있다. 달리 지시되지 

않는  한,  하기  반응  도식  및  논의중의  W, Ar
1
, Ar

2
, Ar

3
,  X,  Y, R

1
, R

2
, R

3
 및  n은  상기에  정의한 

바와같다.

일반식(1)의 화합물은 다수의 합성 방법에 의해 제조할 수있다. 상기 도식들에서, Ar
1
, Ar

2
 및 Ar

3
은 앞에

서 정의한 바와 같고, 각각의 W 및 W' 는 상기 일반식(I)에 대하여 정의한 바와 같은 치환체 -(CH2)nX 또

는 Y, 또는 합성 공정에서 (CH2)  nX 또는 Y의 등가물을 나타낸다. P 및 Q는 각각, 적당한 질소 보호기를 

나타낸다. 

치환된 퀴누클리딘-3-온(i)은 문헌[Org. Synth. Coll. Vol., 989(1973)]에 보고된 비치환된 퀴누클리딘-
3-온의 제조방법에 의해 적당히 치환된 이소니코티네이트로부터 제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메틸, 5-
메톡시카보닐-  및  5-디에틸-아미노카보닐-퀴누클리딘-3-온은  상기  방법에  의해  이미  제조되어  왔다(J. 
Chem. Soc. Perkin Trans. 1, 409(1991)).

퀴누클리딘-3-온(i)의 2번 위치에 벤즈하이드릴 그룹 또는 그의 동종체를 도입하는 것은 문헌(J.  Med. 
Chem. 18, 587(1975)]에 보고된 절차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화합물(i)은 양성자성 용매(예 : 에탄

올)중에서 수산화나트륨과 같은 염기에 의해 촉매되는 방향족 알데히드(Ar
2
CHO)와의 알돌 축합에 의해 2-

벤질리덴 화합물( ii)로 전환할 수 있다. 상기 반응은 바람직하게는 용매의 환류 온도에서 수행한다.

다른 아릴 그룹(Ar
3
)의 도입은 테트라하이드로푸란(THF), 에테르 또는 톨루엔과 같은 비양성자성 용매중에

서 그리냐르 반응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브롬화 구리 또는 요오드화 구리와 같은 촉매량의 할로겐화 구
리(I)를 첨가하면 1,4-첨가 생성물의 수율이 개선된다. 상기 반응은 통상적으로 -78℃ 내지 0℃ 와 같은 
저온에서 수행한다. 어떤 경우에는, 트리메틸실릴클로라이드, 헥사메틸 포스포아미드(HMPA) 및 브롬화구
리 디메틸설파이드 복합체(CuBr-DMS)를 이용하는 구와지마(Kuwajima, Tetrahe dron 45, 349(1989))에 의
해 보고된 절차가 선택성을 개선하기 위해 바람직하다. 원한다면, 생성 화합물(iii)을 산 촉매된 가수분
해에 의해 상응하는 카복실산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카복실산은, 원한다면, 당분야의 숙련자들에게 잘 
공지된 방법에 의해 상응하는 아미드로 전환시킬 수 있다.

화합물(iii)은 두가지 독립적인 경로에 의해 특허 청구된 화합물(vi)로 전환시킬 수 있다. 첫번째 경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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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누클리딘 고리의 3번 위치에 아릴메틸아미노 그룹(Ar
1 
CH2 NH-)의 직접적인 도입을 포함한다. 상기 변형

은 우선, (iii) 및 상응하는 벤질아민을 사용한 이민의 형성에 의해 수행한다. 상기 반응은 통상적으로 
산(예 : 캄포 설폰산( CSA))에 의해 촉진되고, 탈가수분해 조건(dehydrolytic condition)하에 뜨거운 톨
루엔 중에서 수행한다. 이어서, 이민을 환원시켜 화합물(vi)를 얻는다. 상기 반응은 접촉 수소화에 의해
서, 또는 알루미늄-기재 시약, 보란, 보로하이드라이드, 또는 트리알킬실란과 같은 수개의 하이드라이드 
시약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THF 중에서 실온으로 30분 내지 수일 동안 트리알킬
보란(예 : 9-보라비사이클로 [3.3.1]노난(9-BBN))  또는 나트륨 트리아세톡시보로하이드라이드(NaBH(OAc)

3)과 반응시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다. 

두번째 경로는 화합물(v)의 3-아미노를 통한 단계적 합성을 포함하며, 상기 화합물은 이어서 알킬화되어 
(vi)를 산출한다. 화합물(iv)는 옥심, 하이드라존 또는 이민과 같은 이미노-타입 유도체이다. 이는 (ii
i)과 상응하는 Q-NH2(예 :  하이드록실아민, N,N-디메틸하이드라존, 암모니아 또는 벤질아민)의 반응에 의

해 형성할 수 있다. 수득된 생성물(iv)는 다양한 환원 시약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서도 환원시킬 수 있다. 
적당한 환원제는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LAH), 보란 시약, 접촉 수소화 또는 전술한 것들의 조합을 
포함한다. 암모니아로부터 유도된 이민의 경우에는 포름산을 환원제로서 사용할 수 있다. 이어서, 생성된 
3-아미노유도체(v)는 환원적 아민화를 위한 통상의 조건, 예를 들어, 메탄올중의 나트륨 시아노보로하이

드라이드(J. Am. Chem. Soc. 93, 2897(1971))하에 적당한 벤즈알데히드(AR
1
CHO)를 사용하여 아릴메틸화한

다. 나트륨 보로하이드라이드(NaBH4), 나크륨 트리아세톡시보로하이드라이드 (NaBH( OAc)3) 또는 트리알킬

실란과 같은 몇몇 다른 환원제들도 역시 상기 변형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화합물(vi)중의 작용기 W는 다른 작용기 W'로 변화시킬 수 있다. 특허청구된 화합물(ix) 중 일부는 이러
한 방식으로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W가 아미드인 화합물( vi)는 이를 LAH와 같은 적당한 환원제와 반
응시킴으로써 상응하는 아민 유도체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는 또한 가수분해에 의해 상응하는 카복실산
으로 전환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수득한 카복실산은 당분야의 숙련자에게 공지된 표준 정차에 의해 상응하는 에스테르로 전환시킬 
수 있다.

 W가 에스테르 또는 카복실산인 화합물(vi)는 LAH 와 같은 적당한 환원제로 처리함으로써 상응하는 하이
드록시메틸로 전환시킬 수 있다.

하나의 작용기 W로부터 다른 작용기 W'로의 상술한 전환은 당분야의 숙련자들에게는 자명한 표준 절차이
다.

벤질아민이 상기 변형을 방해한다면, (vi)의 벤질아민의 NH 그룹의 적당한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한 보호
를 위해서는, Cbz 또는 Boc 그룹이 적당하다(T.W. Greene, Protective Groups in Organic Synthesis, J. 
Wiley ＆ Sons(1981)). 작용기의 변형을 완료한 후, 적당한 표준 절차에 의해 보호기를 제거하여 특허청
구된 화합물(ix)를 얻는다.

본 발명의 퀴누클리딘 화합물은 모두 적어도 하나의 비대칭 중심을 가지므로, 그들은 다양한 입체 이성체 
형태 또는 배위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화합물은 분리된 (+)- 및 (-)- 광학적 활성 형태로 뿐만 아니
라 라세미 또는 그의 (±)-혼합물로도 존재할 수 있고, 두개의 비대칭 중심을 가진 화합물의 경우에, 그
들은 추가로, 그의 각각의 공학적 이성체를 가진 부분 입체 이성체로서 존재할 수 있다. 본 발명은 그 범
위내에 상기 모든 형태를 포함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부분 입체 이성체들은 당분야의 숙련자들에게 잘 
공지된 방법에 의해, 예를 들어, 분별 결정화등에 의해 분리될 수 있는 한편, 광학적 활성 이성체들은 단
순히 상기 목적을 위해 공지된 화학을 분석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의 3-아릴메틸아미노-2-밴즈히드릴 퀴누클리딘 화합물 대부분이 염기성 화합물인 한, 그들은 모든 
다양한 무기 및 유기산과 매우 다양한 서로다른 염을 형성할 수 있다. 상기 염들은 동물에게 투여하기 위
해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어야 하나. 사실상 먼저 반응 혼합물로부터 퀴누클리딘 염기 화합물을 약학
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염으로서 단리하고, 상기 염을 알칼리성 시약으로 처리하여 단순히 유리 염기 화합
물로 전환시킨 후, 유리 염기를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산 부가염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
명의 퀴누클리딘 염기 화합물의 산 부가염은 수성용매 또는 메탄올 또는 에탄올과 같은 적합한 유기용매
중에 거의 동몰량의 무기 또는 유기산으로 염기 화합물을 처리함으로써 쉽게 제조된다. 용매를 조심스럽
게 증발시키면, 목적하는 고체 염이 쉽게 수득된다.

본 발명의 상술한 퀴누클리딘 염기 화합물의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산 부가염을 제조하는데 사용할 수 있
는 산은 무독성 산 부가염, 즉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음이온을 함유하는 염, 예를 들면 하이드로클로라이
드, 하이드로브로마이드, 하이드로요오다이드, 니트레이트, 설페이트 또는 비설페이트, 포스페이트 또는 
산 포스페이트, 아세테이트, 락테이트, 시트레이트 또는 산 시트레이트, 타르트레이트 또는 비타르트레이
트, 석시네이트, 말리에이트, 글루코네이트, 사카레이트, 벤조에이트, 메탄설포네이트, 벤젠설포네이트, 
p-톨루엔설포네이트  및  파모에이트(즉,  1,1'-메틸렌-비스-  (2-하이드록시-3-나프토에이트))를  형성하는 
산이다.

산 그룹을 역시 갖는 본 발명의 일부 퀴누클리딘 화합물은 다양한 약리학적으로 허용되는 양이온과 염기 
염을 형성할 수 있다. 상기 염의 예를 알칼리 금속 또는 알칼리 토금속염 및 특히, 나트륨 및 칼륨 염을 
포함한다. 상기 염들은 모두 통상적인 기술에 의해 제조한다. 본 발명의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기 염을 
제조하기 위한 시약으로서 사용되는 화합 염기들은 본 명세서에 기술된 산성 퀴누클리딘 유도체와 무독성 
염기 염을 형성하는 것들이다. 상기의 특정한 무독성 염기염은 나트륨, 칼륨, 칼슘 및 마그네슘등과 같은 
약리학적으로 허용되는 양이온으로부터 유래된 것들은 포함한다. 상기 염들은 전술한 산성 퀴누클리딘 화
합물을 원하는 약리학적으로 허용되는 양이온을 함유하는 수용액으로 처리한 후, 바람직하게는 감압하에 
생성된 용액을 증발 건조시킴으로써 쉽게 제조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또한 산성 화합물의 저
급 알칸산 용액과 원하는 알칼리 금속 알콕사이드를 함께 혼합한 후, 생성된 용액을 상기와 동일한 방식
으로 증발 건조시킴으로써도 역시 제조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서도, 반응의 완결 및 원하는 최종 생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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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율이 최고 산출을 보장하기 위해 화학량론적 양의 시약들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식(I)의 화합물 및 그의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이후에는 집합적으로 '본 발명이 활성 화합물'로서 
언급함)은 상당한 물질 P 수용체-결합 활성을 나타내므로, 과잉의 상기 물질 P 활성의 존재를 특징으로 
하는 매우 다양한 임상 질환의 치료에 가치가 있다. 상기 질환에는 궤양 및 대장염과 같은 위장 질환 및 
기타 유사한 위장관질환, 불안증 및 정신병과 같은 중추 신경계 질환,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염증성 장 
질환과 같은 염증성 질환,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 뿐만 아니라 편두통을 포함하여 전술한 질환들중 어
느 질환에서의 동통이 포함된다. 상기 화합물들은 인간을 포함한 포유동물에서 전술한 임상 질환중 임의 
질환의 억제 및/또는 치료를 위한 물질 P 길항물질로서의 치료적 용도에 쉽게 적용된다.

본 발명의 활성 화합물은 경구, 비경구 또는 국소적 경로를 통해 투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기 화합
물은 하루에 약 2.8mg 내지 약 1500mg 이하 범위의 투여량으로 투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치료할 
환자의 체중 및 상태, 및 선택된 특정 투여 경로에 따라 변형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하루에 체중 kg 
당  약  0.07mg  내지  약  21mg  이  되는  범위의  투여량  수준이  가장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될 동물의 종 및 상기 약제에 대한 그 각각의 반응 뿐만 아니라 선택된 약학 제형의 타입 
및 상기 투여를 수행하는 기간 및 간격에 따라 또한 변형이 있을 수도 있다. 몇몇 경우에서, 전술한 범위
의 하한치 미만의 투여량 수준이 훨씬 더 적합할 수도 있는 반면에, 다른 경우에서는 훨씬 더 큰 투여량
을 어떤 해로운 부작용도 유발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나, 단 상기의 보다 높은 투여량은 하루 전체에 
걸쳐 투여하기 위한 수회의 소 용량으로 먼저 분할한다.

본 발명의 활성 화합물은 단독으로 또는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 또는 희석제와 함께, 전술한 3가지 경
로중 어느 하나에 의해 투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투여과정은 단일 또는 수회 용량으로 수행할 수 있다. 
보다 상세하게는, 본 발명의 활성 화합물은 매우 다양한 상이한 투여 형태로 투여할 수 있다. 즉, 이들은 
다양한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불활성 담체와 함께 정제, 캡슐, 로젠지, 트로케, 경질 캔디, 분제, 분무제, 
크림, 납고, 좌약, 젤리, 겔, 페이스트, 로션, 연고, 수성 현탁액, 주사액, 엘릭서제. 시럽등의 형태로 
혼합될 수 있다. 상기 담체는 고체 희석제 또는 충진제, 멸균 수성 매질 및 다양한 무독성 유기 용매등을 
포함한다. 또한, 경구용 약학 조성물은 적절하게 감미되고/되거나 향미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
의 치료적으로 효과적인 화합물은 약 5.0% 내지 약 70중량 % 범위의 농도 수준으로 상기 투여형에 존재한
다.

경구 투여의 경우, 미정질 셀룰로즈, 시트르산 나트륨, 탄산 칼슘, 인산 이칼슘 및 글리신과 같은 다양한 
부형제를 함유하는 정제를 , 폴리비닐피롤리돈, 슈크로즈, 젤라틴 및 아카시아와 같은 과립화 결합제와 
함께, 전분, 바람직하게는 옥수수, 감자 또는 타피오카 전분, 알긴산 및 특정 규산염 착체와 같은 다양한 
붕해제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황산 나크륨 라우릴 및 활석과 같은 윤활
제가 종종 타정목적에 매유 유용하다.  유사한 타입의 고체 조성물도 또한 젤라틴 갭슐에 충진제로 사용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물질로는 락토즈 또는 유당뿐 아니라 고분자량 폴리에틸렌 글리콜
이 포함된다. 수성 현탁액 및/또는 엘릭서제가 경구 투여에 바람직한 경우, 활성 성분을 물, 에탄올, 프
로필렌 글리콜, 글리세린 및 그의 다양한 유사 혼합물과 함께 다양한 감미제 또는 향미료, 착색 물질 또
는 색소 및 경우에 따라 유화제 및/또는 현탁제와 혼합할 수 있다.

비경구 투여시, 호마유 또는 낙화생유, 또는 수성 프로필렌글리콜중의 본 발명 화합물의 용액을 사용할 
수도 있다. 수용액은 경우에 따라 적절히 완충(바람직하게는 pH 8로) 되어야 하며, 액체 희석제는 우선 
등장성이 되어야 한다. 상기 주용액은 정맥내 주사 목적에 적합하다. 유성용액은 관절내, 근육내 및 피하 
주사 목적에 적합하다. 멸균 조건하에서의 이들 모든 용액의 제조는 당해분야에 숙련된 자에게 공지된 표
준 약학 기법에 의해 쉽게 수행된다. 또한, 피부의 염증 질환을 치료하는 경우 본 발명의 화합물을 또한 
국소 투여할 수도 있으며, 상기 투여는 바람직하게는 크림, 젤리, 겔, 페이스트, 연고등을 사용하여 표준 
약학 관행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본 발명 화합물의 활성은 방사성 리간드를 사용하여 소의 미상 조직 또는 IM-9 세포의 물질 P 수용체 부
위에서 물질 P의 결합을 억제하는 그의 능력에 의해 측정할 수 있다. 본원에 개시한 퀴누클리딘 화합물의 
물질 P 길항물질 활성은 문헌[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 258, 5158(1983)]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엠. 에이, 카이에리( M.A. Cascieri)등이 기술한 표준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상기 방법은 상기
의 단리된 소의 조직 또는 IM-9 세포의 물질 P 수용체 부위에서 방사성표지된 물질 P 리간드의 양을 50% 
만큼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각각의 화합물의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시험한 각 화합물에 대한 독특한 IC50 값

을 산출함을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상기 시험에서, 몇몇 바람직한 화합물들은 그의 수용체에서의 결합 억
제와 관련하여 0.1 내지 60n M 범위의 IC50 값을 나타낸다.

본 발명 화합물의 소염 활성은 전술한 표준 카라기닌- 유도된 래트의 발 부종 시험(C.A.  Winter  등 , 
Proceedings of the Society of Experimental Biology and Medicine 111, 544(1962))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상기 시험에서는, 카라기닌을 발바닥 아래에 주입한 데 대해 알비노 래트 수컷(150 내지 190g으
로 계량)의 뒷발에서 부종 형성의 억제율로서 소염활성을 측정한다. 카라기닌은 1% 수용액으로서 주입한
다. 그런후에, 초기 및 카라기닌 주입후 3시간째에 주입한 발의 부피를 측정하여 부종 형성을 평가한다. 
카라기닌 주입후 3시간째에 부피의 증가는 각각의 반응을 구성한다. 약물-치료된 동물(6마리 래트/그룹) 
및 비히클만을 수용한 대조 그룹 사이의 반응의 차이가 페닐부타존과 같은 표준 화합물 33mg/kg 을 경구 
투여하여 수득된 결과에 비해 현저하면 화합물을 활성인 것으로 간주한다.

다양한 정신 질환을 억제하기 위한 신경이완제로서 본 발명 화합물의 정신병-치료 활성은 주로 래트에서 
물질 P 유도된 운동과잉을 억제하는 그의 능력에 대한 연구에 의해 측정할 수 있다. 상기 연구는 래트에
게 대조용 화합물 또는 본 발명의 적절한 시험 화합물을 먼저 투여한 후, 물질 P를 캐뉼라를 통해 소뇌내 
투여하여 주입하고 상기 자극에 대한 각각의 운동반응을 측정함으로써 수행한다.

본 발명을 하기 실시예에 의해 상세히 설명한다. 그렇지만, 본 발명이 이러한 실시예들의 특정한 세부사
항에 제한되지 않음을 이해해야 한다. 양성자 핵자 공명 스펙트럼(NMR)은 달리 지시되지 않는한 270MHz 
로 측정하였고, 피크 위치는 테트라메틸실란으로부터 다운필드(downfield)의 백만당 부(ppm)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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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 형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s, 단일선; d, 이중선; t, 삼중선; q, 사중선; m, 다중선; br, 넓음.

실시예에 나타난 반응 도식 및 절차에서, Me는 메틸, Et는 에틸, Ph는 페닐 , TFA는 트리플루오로아세트
산, 그리고 t-Boc 는 t-부톡시카보닐을 나타낸다.

[실시예 1]

A. 메틸 2-클로로이소니코티네이트(2)

이소니코티산 N-옥사이드, 1(50.0g, 0.359mol), 포스포러스 펜타클로라이드( 120g, 0.576mol) 및 포스포
러스 옥시클로라이드(160㎖, 1.72mol)을 실온에서 교반하면서 혼합하였다. 이 혼합물을 환류하에서 2시간
동안 가열하였다. 과량의 POCl3 를 1 토르에서 증류시켜 제거한 다음 진공하에서 증발시켜 제거하였다. 잔

사를 무수 메탄올로 신중하게 냉각시켜 발열 반응을 일으켰다. 혼합물을 수성 NaHCO3 로 염기화하고 EtOAc

로 추출하였다. 추출액을 MgSO4 상에서 건조시키고, 증류하여 농축시켰다. 조생성물을 진공상태로 증류시

켜 메틸-2-클로로 이소니코티네이트, 2(136 내지 144℃/ 36mmHg, 41.6g)를 얻었다. 이 물질은 불순물(
1
H 

NMR 로 측정된 약 18% mol)을 함유하지만, 후속 반응에 영향을 주지않았다.

1
H NMR(CDCl3): 8.54(br d, J=5Hz, 1H), 7.89(br.s, 1H), 7.77(dd, J=5, 1Hz, 1H), 3.97(s, 3H).

B. 메틸 2-(2-페닐에티닐)이소니코티네이트(3)

메틸 2-클로로이소니코티네이트,  2(100%  순도로서 19.08g,  0.111mol),  페닐아세틸렌(13.6g,  0.133mol), 
요오드화 제일구리(1.00g, 5.25mol) 및 트리에틸아민( 30㎖)을 실온에서 교반하면서 혼합하고, 이 혼합물
에 비스(트리페닐포스핀)팔라듐(II) 클로라이드(2.0g, 2.85mmol)를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환류하에 
7시간동안  가열하였다.  용매를  증발시켜  제거하고,  잔사를  크로마토그래피(실리카-겔,  10  내지  30% 
EtOAc-헥산)한  다음  에테르/헥산으로부터  결정화하여  메틸  2-(2-페닐에티닐)이소니코티네이트(11.25g, 
43%)를 얻었다.

1
H NMR(CDCl3 ):  8.77(br  d,  J=5Hz,  1H),  8.08(m,  1H),  7.78(dd,  J=5,  2Hz,  1H),  7.62(m,  2H),  7.38(m, 

3H), 3.98(s, 3H).

C. 메틸( N-에톡시카보닐메틸-2-펜에틸-피페리딘)-4-카복실레이트(4)

이소니코티네이트, 3(12.75g, 53.8mmol)을 아세트산(18㎖)중에 용해시키고, 오토클레이브를 사용하여 15
시간동안 50kg/㎠ 에서 PtO2(459mg)을 사용하여 접촉 수소화하였다. 촉매를 셀라이트를 통해 여과시켜 제

거하고, 톨루엔으로 세척하였다. 여과액을 농축시켜 시스/트랜스 피페리딘 이성체의 혼합물(16.36g,  약 
5:1)을 얻었다. 상기 조생성물 및 에틸브로모아세테이트(10.8g, 64.7mmol)을 톨루엔(150㎖)중에 용해시키
고,  생성  용액에 K2CO3 (15g,  109mmol)을  현탁시켰다.  혼합물을  환류하에  5시간동안  가열시키고,  수성 

NH4Cl을 사용하여 반응을 중지시켰다. 생성 혼합물을 EtOAc로 추출하고, 염수로 세척하고, Na2SO4 상에서 

건조시켰다. 용매를 증발시켜 시스/트랜스 이성체의 혼합물, 4(18.91g)을 얻었다.

1
H NMR(CDCl3), 4-시스 이성체(극성이 약함, 다수): 7.31-7.16(m.5H), 4.14(q, J=7Hz, 2H), 3.69(s, 3H), 

3.47(d,  J=17Hz,  1H),  3.39(d,  J=17Hz,  1H),  3.00(m,1H),  2.77-2.53(m,  4H),  2.38(tt,  J=12.4Hz,  1H), 
2.03(m,  1H),  1.96-1.64(m,  3H),  1.52(q,  J=12Hz,  2H),  1.25(t,  J=7Hz,  3H)  4-트랜스  이성체(극성이 
강함, 소수): 3.36(d, J=17Hz, 1H), 3.29(d, J=17Hz, 1H).

37-8

1019930703532



D. 6-펜에틸퀴누클리딘-3-온(5) ＆ (6)

환류하에 가열된 칼륨 t-부톡사이드 및 톨루엔(50㎖)의 혼합물에 톨루엔중에 용해된 화합물 4의 조혼합물
(100㎖)를 서서히 첨가하였다. 3시간에 걸쳐 첨가한 다음 생성 혼합물을 다시 1시간 동안 가열하였다. 
6N-HCl 로 반응을 중지시키고, 용매를 증발시켜 제거하였다. 12N-HCl(40㎖))을 잔사에 첨가하고, 혼합물
을 120℃에서 밤새 가열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농축시킨후 형성된 불필요한 고형물을 경과하여 제거하였
다. 여과액을 NaOH 및 NaHCO3 를 사용하여 pH 8.5로 염기화하고 EtOAc 를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추출액을 

염수로 세척하고, Na2SO4 상에서 건조시켰다. 용매를 증발시켜 부분 입체이성체 5 및 6의 혼합물(8.36g)을 

얻었다. 이 물질을 
1
H NMR 로 분석하여 5( -펜에틸; 극성이 강함) 및 6( -이성체; 극성이 약함)이 약 

2:1  의 혼합물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5  및 6의 혼합물을 크로마토그래피(실리카-겔, 50  내지 
70%의 EtOAc-헥산)하여 5가 풍부한 분획(0.68g, 약 8:1), 6이 풍부한 분획(0.58g, 약 1:10) 및 분리되지 
않은 분획(5.24g)을 얻었다.

[화합물 5의 데이타]

1
H  NMR(270  MHz, CDCl3 ):   7.32-7.17(m.5H),  3.47(d,  J=19Hz,  1H),  3.11(d,  J=19Hz,  1H),  3.05-2.80(m, 

3H), 2.69(m, 2H), 2.42(m, 1H), 2.18(m, 1H), 1.96(m, 2H), 1.89-1.49(m, 3H).

13
C NMR(CDCl3 ):  219.0,  141.4,  127.86,  127.93,  125.3,  56.1,  53.7,  48.6,  40.2,  36.2,  32.0,  31.9, 

24.6.

[화합물 6의 데이타]

1
H  NMR(270  MHz, CDCl3 ):  7.32-7.14(m,  5H),  3.38(d,  J=18HZ,  1H),  3.23(d,  J=18Hz,  1H),  2.86-2.65(m, 

4H), 2.40(m, 1H), 2.17(m, 1H), 2.05-1.76(m, 4H), 1.54(m, 1H).

13
C NMR(CDCl3): 219.1, 141.4, 127.8, 125.3, 63.8, 54.8, 40.1, 39.4, 36.2, 32.5, 32.4, 25.1,

E. (2R
*
, 4R

*
, 6R

*
)-2-디페닐메틸-6-펜에틸퀴누클리딘-3-온(7)

화합물 5(577mg, 2.52mmol), 벤즈알데하이드(328mg, 3.09mmol) 및 Na OH(7.6mg, 0.9mmol)을 EtOH(8㎖)중
에 용해시키고, 생성 용액을 환류하에 1일동안 가열하였다. 용매를 증발시켜 제거하고, 잔사를 수성 에테
르/NH4Cl 로 희석시켰다. 유기층을 염수로 세척하고, Na2SO4 상에서 건조시켰다. 용매를 증발시킨후 잔류 

오일을 크로마토그래피(실리카-겔, 5 내지 20%의 EtOAc/헥산)에 의해 정제하여 5 의 2-벤질리덴 화합물
(738mg, 92%)을 얻었다. 페닐마그네슘 브로마이드(에테르중에 3.0M, 1.25㎖)를 -60℃ 에서 톨루엔(6㎖)중
의 CuBr/디메틸 설파이드(27mg, 0.13mmol)의 차가운 현탁액에 첨가하였다. 이 혼합물에 내부 온도를 -60
℃  미만으로  유지하면서  상기  2-벤질리덴  화합물(738mg,  2.33mmol),  클로로트리메틸실란(0.71㎖, 

5.6mmol), HMPA(0.98㎖, 5.6mmol) 및 톨루엔(6㎖)의 혼합물을 첨가하였다. 1시간후, 반응 혼합물을 0℃로 
서서히 가온하였다. AcOH(0.43㎖)를 사용하여 -60℃에서 반응을 중지시키고 에테르 및 물을 첨가하였다. 
용액의 pH 를 4로 조절하고 유기층을 염수로 세척하고, Na2SO4 상에서 건조시켰다. 용매를 증발시켜 제거

하고,  조생성물을  크로마토그래피(실리카-겔,  13  내지  50%의  EtOAC/헥산)에  의해  정제하여  순수한 
7(357mg, 39%)을 얻었다.

1
H NMR(270 MHz, CDCL3): 7.42-7.10(m, 15H), 4.44(d, J=9.2Hz, 1H), 4.18(d, J=9.2Hz, 1H), 2.95-2.78(m, 

2H), 2.69-2.47(m, 3H), 2.39(m, 1H), 2.15-0.52(m, 6H).

13
C NMR(CDCl3): 220.1, 143.1, 142.6, 141.7, 128.3, 128.2, 128.14, 128.07, 126.1, 125.6, 65.2, 56.1, 

50.0, 44.0, 41.9, 35.6, 32.3, 31.6, 27.1.

F. (2R
*
, 3R

*
, 4R

*
, 6R

*
)-2-디페닐메틸-3-(2-메톡시벤질아미노)-6-펜에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8)

화합물 7(357mg, 0.904mmol), 2-메톡시벤질아민(189mg, 1.38mmol) 및 캄포설폰산(2.0mmol)을 
톨루엔(30㎖)중에 용해시키고,  생성 혼합물을 MS4A 를 사용한 탈수 조건하에서 환류하에 3일동안 가열하
였다. THF 를 사용하여 용매를 제거한 다음, 9-BBN 의 용액(THF 중에 0.5M, 5.4㎖)을 첨가하고, 생성 혼
합물을 실온에서 4일동안 교반하였다. 용매를 제거한 다음, 잔사를 pH 13으로 염기화하고, CH2 Cl2 를 사

용하여  추출하고, Na2SO 4  상에서  건조시키고  농축시켰다.  조생성물을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실리카-겔, 

MeOH/CH2Cl2), 예비 TLC(실리카-겔, 10% MeOH/CH2Cl2) 및 MeOH로 부터 결정화하여 정제시켜 순수한 화합물 

8(109mg, 23%)을 얻었다.

융점 : 107.1-107.9℃.

IR(누졸): 1493, 1243cm
-1
.

1
H NMR(CDCl3 ):  7.35-6.95(m,  16H),  6.78-6.67(m,  2H),  6.58(dd,  J=7.3,  1.5Hz,  1H),  4.52(d,  J=12Hz, 

1H), 3.63(dd, J=12.8Hz, 1H), 3.58(d, J=13Hz, 1H), 3.53(s, 3H), 3.38(m, 1H), 3.27(d, J=13Hz,. 1H), 
2.81(dd, J=8, 4.4Hz, 1H), 2.59-2.47(m, 2H), 2.06(m, 1H), 1.96(m, 2H), 1.85(m, 1H), 1.74(m, 1H), 
1.62-1.37(m, 2H), 1.21(m, 1H), 0.99(m, 1H).

[실시예 2 및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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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R
*
, 3R

*
, 4R

*
, 6S

*
)-및 (2R

*
, 3R

*
, 4S

*
, 6R

*
,)-2-디페닐메틸-3-(2-메톡시벤질아미노)-6-펜에틸-1-아자비사

이클로[2.2.2] 옥탄(10) ＆ (11)

화합물 5를 8로 전환시킬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화합물 6을 화합물 9를 통해서 화합물 10 및 11의 혼합물
로 전환시켰다. 

[9-엑소 이성체(극성이 약함)]

1
H NMR(270 MHz, CDCl3) : 4.44(d, J=9.2Hz, 1H), 3.83(d, J=9.2Hz, 1H).

13
C NMR(CDCl3): 219.9, 74.2, 57.3, 50.8, 41.8, 35.7, 34.3, 33.4, 32.7, 26.0.

[9-엔도 이성체(극성이 강함)]

1
H NMR(270 MHz, CDCl3) : 4.52(d, J=7.5Hz, 1H), 4.04(d, J=7.5Hz, 1H).

13
C NMR(CDCl3): 220.6, 72.6, 50.3, 49.2, 41.6, 41.4, 35.5, 32.3, 24.8.

(2R
*
, 3R

*
, 4R

*
, 6S

*
)-2-디페닐메틸-3-(2-메톡시벤질) 아미노-6-펜에틸 -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

융점 : 110.0-114.7℃.

IR(누졸): 1599, 1587, 1232cm
-1
.

1
H NMR(CDCl3 ):  7.35-7.06(m,  14H),  6.77-6.67(m,  4H),  6.59(dd,  J=7.4,  1.6Hz,  1H),  4.61(d,  J=12Hz, 

1H),  3.59(d,  J=13Hz.  1H),  3.53(s.  3H),  3.42(m,  1H),  3.27(d,  J=13Hz,  1H),  3.14(m,  1H),  2.86(dd, 
J=8.4Hz, 1H), 2.68(m, 1H), 2.50(m, 1H), 2.42-2.20(m, 2H), 2.04(m, 1H), 1.88(m, 2H), 1.63-1.42(m, 
2H), 1.25-1.09(m, 2H).

(2R
*
, 3R

*
, 4S

*
, 6R

*
)-2-디페닐메틸-3-(2-메톡시벤질) 아미노-6-펜에틸 -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

융점 : 122.4-125.3℃.

IR(누졸): 1494, 1243, 1052cm
-1
.

1
H NMR(CDCl3): 7.37-7.00(m, 16H), 6.77(t, J=7.4Hz, 1H), 6.71(d, J=7.9Hz, 1H), 3.59(d, J=14Hz, 1H), 

3.55(s,  3H),  3.32(d,  J=14Hz,  1H),  3.32-3.26(m,  1H),   2.91-2.80(m,  2H),  2.48(m,  1H),  2.33(t, 
J=8.4Hz, 2H). 2.07(m, 2H), 1.60-1.41(m, 4H), 0.82(m, 1H).

[실시예 4]

(2R
*
, 3R

*
, 4R

*
, 6R

*
)-2-디페닐메틸-3-(2, 5-디메톡시벤질)아미노-6-펜에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화합물 7 및 2,5-디메톡시벤질아민으로부터 실시예 4의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융점 : 123.5-124.8℃.

IR(누졸): 1499, 1492, 1226cm
-1
.

1
H NMR(CDCl3 ):  7.35-6.95(m,  15H),  6.67(dd,  J=9.3Hz,  1H),  6.60(d,  J=9Hz,  1H),  6.37(d,  J=3Hz.  1H), 

4.52(d.  J=13Hz,  1H),  3.73(s,  3H),  3.63(m,  1H),   3.53(d,  J=13Hz,  1H),  3.49(s,  3H),  3.37(m,  1H), 
3.18(d,  J=13Hz,  1H),  2.84(dd,  J=7.5,  4.3,  1H),  2.60-2.44(m,  2H),  2.10-1.68(m,  5H),  1.50(m,  2H), 
1.20(m, 1H), 1.01(m, 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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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5]

(3R
*
, 4R

*
, 5S

*
, 6S

*
)-N,N-디에틸-5-(2, 5-디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

-3-카복스아미드(17)

A. 시스-메틸-3-(디에틸카바모일)-1-(메톡시카보닐메틸)-피페리딘-4-카복실레이트(12)

시스-메틸-3-(디에틸카바모일)-1-(메톡시카보닐메틸)피페리딘-4-카복실레이트,  12를  문헌[Tetrahedron 
Letters, 1989, 30, p.5795-5798 및 J. Chem. Soc., PERKIN TRANS. 1., 1991, p.409-420]에 기술된 방법
에 따라서 제조하였다. 

B. (3R
*
, 4R

*
)-N,N-디에틸-5-옥소-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카복스아미드(13)

톨루엔(700㎖)중에 화합물 12(159g, 0.503mol)의 용액을 질소 대기하의 110℃ 에서 톨루엔(1.9ℓ)중의 칼
륨 t-부톡사이드(169g, 1.51mol)의 용액에 2.5시간에 걸쳐 적가하였다. 이 혼합물을 환류하에서 1시간동
안 가열하고 실온으로 냉각시켰다. 물(400㎖)을 첨가하고, 층들을 환류하에서 2시간동안 가열하였다. 유
기층을 분리한 다음, 수층을 중화시키고 EtOAc를 사용하여 연속 추출장치에서 15시간동안 추출하였다. 혼
합된 추출액을 MgSO4 상에서 건조시키고 농축시켰다. EtOH로 부터 재결정화하여 무색 결정으로서 화합물 

13(34.6g, 31%)을 얻었다. X-선 분석, 
13
C 및 NMR 에 의해서 입체 화학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IR(KBr): 2975, 2915, 2875, 1726, 1629, 1483, 1462, 1454, 1434, 1410, 1382, 1368, 1296, 125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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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 1052cm
-1
.

1
H NMR(CDCl3 ):  3.6(d,  J=8Hz,  1H),  3.5-3.1(m,  8H),  3.0-2.9(m,  2H),  2.5(dd,  J=6.3Hz,  1H),  2.2(dd, 

J=8.3Hz, 2H), 1.2(t, J=7Hz, 3H), 1.1(t, J=8Hz, 3H).

13
C NMR(CDCl3): 215.4, 173.2, 62.5, 51.5, 45.9, 42.3, 42,0, 41.3, 40.5, 25.9, 15.0, 12.9.

C.(3R
*
,4R

*
)-N,N-디에틸-5-옥소-6-벤질리덴-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카복스아미드(14)

EtOH(400㎖)증에 화합물 13(34.6g, 154mmol), 벤즈알데하이드(17.4g, 164mmol) 및 NaOH(6.5g, 164mmol)의 
혼합물을 환류하에 3시간 동안 가열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실온으로 냉각시킨 다음, 생성된 황색 결정을 
여과시켜 수집하고 차가운 EtOH로 세적하고 진공상태로 건조시켜 화합물 14(38.4g, 128mmol)를 얻었다. 
여과액을 감압하에 농축시켜 두번째 생성물, 14(3.3g, 11mmol)을 얻었다(전체 41.7g, 139mmol, 90%).

IR(KBr): 2960, 2930, 2875, 1706, 1640, 1453, 1445, 1427, 1315, 1260, 1136, 1094, 694cm
-1
.

1
H NMR(CDCl3): 8.0(dd, J=8.6Hz, 2H), 7.3(m, 3H), 7.1(s, 1H), 3.4-3.0(m, 6H), 2.7(dd, J=5.0, 3.0Hz, 

2H), 1.2(t, J=7Hz, 3H), 1.1(t, J=8Hz, 3H).

13
C NMR(CDCl

3
):  202.5,  172.9,  143.8,  134.1,  132.0,  129.3,  128.2,  125.2,  52.3,  47.7,  46.4,  43.5, 

42.0, 41.9, 40.5, 25.9, 15.1, 13.1.

D. (3R
*
, 4R

*
, 6R

*
,)-N,N-디에틸-5-옥소-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카복스아미드  및 

(3R
*
, 4R

*
, 6S

*
)-N,N-디에틸-5-옥소-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카복스아미드(15)  ＆ 

(16)

기계 교반기 및 온도계가 장착 1ℓ용량의 4목 플라스크를 연소 건소시키고 질소를 공급하였다. 이 플라스
크에 CuBr/CH3SCH3(3.1g, 15mmol)을 넣고, 무수 THF(400㎖)를 첨가하고 -50℃로 냉각시켰다. 이 현탁액에 

3M(에테르용액)페닐마그네슘 브로마이드(50㎖, 150mmol)을 20분에 걸쳐 적가하고 -60℃에서 30분동안 교
반하였다. 무수 THF 400㎖ 중에 화합물 14(45g, 150mmol)의 용액(서서히 가열하여 용해시킴)을 질소 대기
하에서 상기 반응 현탁액에 1시간에 걸쳐 적가하였다. 첨가후, 반응 혼합물을 0℃ 에서 1.5시간동안 교반
시켰다. 포화된 수성 NH4Cl(100㎖)로 반응 혼합물에 첨가하고 유기층을 청색이 사라질때까지 포화된 수성 

NH4Cl 로 세척하였다. 청색의 수층을 EtOAC(100㎖×2)로 추출하였다. 혼합된 유기층을 염수로 세척하고, 

MgSO 4  상에서  건조시키고,  농축하였다.  조  고형물을  시릴카-겔  크로마토그래피(용리제로서  헥산: 

EtOAc=1:1  내지  1:2)에  의해 정제하여 1,2  부가물(1.2g,  3.1mmol,  2%)  및  1,4  부가물 15  및  16(54g, 
138mmol, 92%)을 얻었다. 냉각 온도에 의해 생성물의 비율(15/16)을 변화시켰다.

1
H NMR(CDCl3 )  15  이성체 :  7.43(ㅇ, d=7Hz,  2H),  7.3-7.1(m,  8H),  4.7(d,  J=7Hz,  1H),  4.4(d,  J=7Hz, 

1H), 3.4-3.1(m, 7H), 2.5-2.4(m, 3H), 1.9-1.8(m, 2H), 1.2(t, J=3Hz, 3H), 1.1(t, J=7.3Hz, 3H).

16  이성체: 7.4-7.2(m,  10H),  4.8(d,  J=11Hz.  1H),  3.96(d,  J=11Hz,  1H),  3.6-3.5(m,  1H),  3.4-2.8(m, 
8H), 2.5-2.4(m, 1H), 1.9-1.8(m, 2H), 1.2-1.1(m, 6H).

E.   (3R
*
, 4R

*
, 5S

*
, 6R

*
,)-N,N-디에틸-5-(2,5-디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

2]옥탄-3-카복스아미드(17)

티타늄 테트라클로라이드(CH2Cl2 중의 1M 용액 3.99㎖, 3.99mmol)를 질소대기하의 0℃ 에서 무수 CH2Cl2(20

㎖)중의 2.5-디메톡시 벤질아민(1.31g, 7.84mmol ), 트리에틸아민(2.14㎖, 15.4mmol) 및 화합물 15 와 16
의 혼합물(15:16의 비율=11:8, 3.0g, 7.68mmol)의 혼합물중에 첨가하고 실온에서 4일동안 교반시켰다. 반
응 혼합물을 5℃에서 1N-NaOH 수용액(약 10㎖)중에 쏟아 붓고, CH2Cl2로 추출하였다. 유기층을 분리한 다

음, 수층을 CH2Cl2로 추출하였다. 혼합된 유기층을 MgSO4상에서 건조시키고 농축시켜 조 이민 4.54g을 얻

었다. 조 이민을 더이상 정제시키기 않고 후속 단계에서 사용하였다. THF(15㎖)중의 조 이민의 용액을 10
℃ 에서 아세트산(13㎖) 및 THF(10㎖)의 용액중의 NaBH(OAc)3(4.9g, 23mmol)의 현탁액중에 첨가하였다. 실

온에서 1 시간동안 교반시킨 다음, 반응 혼합물을 5℃에서 1N-NaOH 수용액 (30㎖)중에 쏟아붓고 CH2Cl2(10

㎖×3)로 추출하였다. 혼합된 유기 추출액을 염수로 세척하고, MgSO4 상에서 건조시키고 농축시켰다. 조 

오일을 실리카겔 크로마토그래피 (CH2Cl2 : EtOAc=2:1, CH2Cl2:MeOH=100:0.5 내지 100:3)를 사용하여 정제

하여 화합물 17(1.44g, 2.7mmol, 35%)을 얻었다.

융점 : 143.7-145.6℃.

IR(KBr): 2965, 2935, 2885, 1621, 1494, 1483, 1475, 1465, 1453, 1431, 1214cm
-1
.

1
H NMR(CDCl3 ):  7.3-6.9(m,10H),  6.6(br.  s,  2H),  6.4(br.  s,  1H),  4.65(d,  J=11Hz,  1H),  3.9-3.05(m, 

8H), 3.7(s, 3H), 3.6(s, 3H), 2.9-2.6(m, 4H), 2.5-2.35(m, 2H), 1.75-1.45(m, 2H), 1.2(t, J=7Hz, 3H), 
1.1(t, J=7Hz, 3H).

[실시예 6]

(3R
*
, 4R

*
,5S

*
, 6S

*
)-N,N-디에틸-5-(2-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 -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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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스아미드(18)

화합물 17의 제조방법과 동일하게 화합물 18을 제조하였다. (NaBH4 를 사용하여 조 이민을 환원시켰다. 화

합물 18의 입체 화학적 특성을 
1
H NMR 및 COSY NMR 에 의해서 측정하였다.

융점 : 121.2-122.6℃.

IR(KBr):  3325,  2980,  2940,  2890,  1616,  1491,  1460,  1452,  1440,  1431,  1269,  1244,  1103,  1046, 

1032cm
-1
.

1
H NMR(CDCl3): 7.3-7.0(m, 11H), 6.7-6.6(m, 2H), 6.3(d, J=7Hz, 1H), 4.6(d, J=12HZ, 1H), 3.9-3.1(m, 

8H), 3.6(s, 3H), 2.8-2.65(m, 4H), 2.5-2.3(m, 2H), 1.8-1.4(m, 2H), 1.2(t, J=7Hz, 3H), 1.1(t, J=7H, 
3H).

[실시예 7]

(3R
*
, 4S

*
, 5R

*
, 6R

*
)-N,N-디에틸-5-(2,5-디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

3-카복스아미드(19)

화합물 17(506mg), 0.93mmol) 및 20%-MeONa/MeOH(140㎖)의 혼합물을 질소 대기하에서 환류시키면서 3시간
동안 가열하였다. 반응혼합물을 냉각시킨후, 생성된 백색의 현탁액을 분쇄된 얼음에 쏟아 붓고 CH2Cl2(80

㎖×3)로 추출하였다. 혼합된 유기층을 염수로 세척하고, MgSO4 상에서 건조시키고 농축시켰다. 생성된 조 

고형물을 실리카-겔 크로마토그래피(CH2Cl2:MeOH=10:1)로 정제하여 화합물 19(0.46 g, 0.8mmol, 92%)를 얻

었다.

융점 : 167.8-168.2℃.

IR(KBr): 2980, 2940, 2800, 1632, 1503, 1463, 1451, 1431, 1268, 1048cm
-1
.

[실시예 8]

(2R
*
, 3R

*
, 4S

*
, 5S

*
)-5-(N,N-디에틸아미노메틸)-3-(2,5-디메톡시벤질아미노)-2-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

로[2.2.2]옥탄(20)

무수  THF(2㎖)중의  화합물  19(300mg,  0.55mmol)의  용액을  5℃  에서  무수  THF(5㎖)중의 LiA1H4 (105mg, 

2.75mmol)의 현탁액에 첨가하고 실온에서 1시간동안 교반시켰다. Na2SO4/10H2O(2g)을 반응 혼합물에 첨가

하고 실온에서 15시간동안 교반시켰다. 현탁액을 여과시키고, 고형물을 무수 THF로 세척하였다. 여과액을 
감압하에서 농축시켰다. 생성된 오일을 아세톤(2㎖)중에 용해시키고, CH3SO3H(159mg, 1.65mmol)를 아세톤

(2㎖)중에 조 오일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생성된 침전물을 여과하여 수집하고 진공상태로 건조시켜 화합
물 20(254mg, 0.31mmol, 57%)을 수득하였다.

융점 : 239.7-242.2℃(분해)

IR(KBr): 3455, 2980, 2950, 1504, 1466, 1227, 1203, 1196, 1059, 1051, 1044cm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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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9]

A. (3R
*
, 4R

*
)-N,N-디에틸-6-디페닐메틸-5,5-에틸렌디옥시-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카복스아미드

(21)

(3R
*
, 4R

*
)-N,N-디에틸-6-디페닐메틸-5,5-에틸렌디옥시-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카복스아미드(10g. 

26mmol), 1,2-비스(트리메틸실옥시)에탄 (6g, 29mmol), 트리메틸실릴 클로라이드(20㎖) 및 에틸렌 글리콜
(50㎖)를 100℃에서 2시간동안 가열하였다. 부생성물을 증류(93℃/대기압)시켜 제거한 다음, 혼합물을 차
가운 중탄산 나트륨(NaHCO3, 250㎖)중에 쏟아 붓고 염화 메틸렌(CH2Cl2, 100㎖)으로 3회 추출하였다. 혼합

된 추출액을 황산 나트륨( Na2SO4)상에서 건조 시키고 농축시켰다. 조 생성물을 에틸 아세테이트(EtOAc)/

헥산으로 부터 재결정화시켜 화합물 21(6-위치에서 1:2 혼합물; 23mmol, 88%)을 얻었다.

1
H NMR(CDCl3 ):  4.64(d,  J=12.1Hz,  Ph2CHCH의  하나의  이성체),  4.33,  4.28(d+d,  J=12Hz,  PhzCHCH  및 

Ph2CHCH의 쌍의 또 다른 이성체).

MS(D1-E1): M/z=434(M+).

B. (3R
*
, 4S

*
)-N,N-디에틸-6-디페닐메틸-5,5-에틸렌디옥시-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카복스아미드

(22)

나트륨 메톡사이드(MeOH 중에 28%; 400g)중에 화합물 21(9.8g, 22mol)의 현탁액을 환류 온도에서 9시간동
안 가열하였다. 생성 용액을 얼음(300㎖)상에 쏟아 붓고 CH2Cl2(150㎖)로 3회 추출하였다. 혼합된 추출액

을 황산 나트륨(Na2SO  4)상에서 건조시키고 농축시켰다. 조 생성물을 에탄올(EtOH)로 부터 재결정화시켜 

화합물 22(6-위치에서 1:4 혼합물; 8.4g, 19mmol, 87%)를 얻었다.

1
H NMR(CDCl3 ):  4.40(d,  J=12.1Hz,  Ph2CHCH의  하나의 이성체),  4.34,  3.93(d+d,  J=12.5Hz,  PhzCHCH  및 

Ph2CHCH의 쌍의 또 다른 이성체).

MS(D1-E1): M/z=434(M+).

C. (3R
*
, 4S

*
)-N,N-디에틸-6-디페닐메틸-5,-옥소-1-아자비사이클로[ 2.2.2]옥탄-3-카복스아미드(23)

수성 6N-HCl(100㎖)중에 화합물 22(6.5g, 15mol)의 용액을 환류하에 10 시간동안 가열하였다. 물(100㎖)
중에 수산화나트륨(NaOH, 24g)의 생성 용액을 첨가하고 CH2Cl2(100㎖)로 4회 추출하였다. 혼합된 추출액을 

Na2SO 4 상에서  건조시키고  농축시켰다.  조  생성물을  재결정화시켜  화합물  23(6-위치에서  1:1  혼합물; 

10mmol, 68%)을 얻었다.

1
H NMR(CDCl3): 4.71, 3.95(d+d, J=5.7Hz, Ph2CCH 및 Ph2CHCH 의 쌍의 하나의 이성체), 4.47, 3.03(d+d, 

J=8.4Hz, Ph2CHCH 및 Ph2CHCH의 쌍의 또 다른 이성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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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R
*
, 4S

*
, 5S

*
, 6S

*
)-N,N-디에틸-5-(2,5-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

-3-카복스아미드(24)

톨루엔(40㎖)중에  화합물  23(3.9g,  10mmol),  2,5-디메톡시  벤질아민(1.9g,  11mmol,  문헌[Acta.  Chem. 
Scand., 25. p. 2629(1971)]참조) 캄포설폰산 (120m g)의 혼합물을 환류하에 제거하면서 8시간동안 가열
한 다음, 용매를 제거하였다. 잔사를 소량의 THF(약 5㎖)중에 용해시키고 이 용액을 실온에서 아세트산
(100㎖)중에 나트륨 트리아세톡시보로하이드라이드(5.3g, 25mmol)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혼합물을 실온에
서 4시간동안 교반하고 용매를 제거하였다. 물(25㎖)을 첨가하고 혼합물을 NaHCO3 로 중화시키고 EtOAc 로 

3회 추출하였다. 조 생성물을 EtOAc로부터 재결정화시켜 정제하여 화합물 24(2.4g, 4.4mmol, 44%)를 얻었
다.

융점 : 153.1-154.1℃

IR(KBr): 1634, 1501, 1466, 1447, 1432, 1266, 1227cm
-1
.

1
H NMR(CDCl3 ):  7.03-7.37(m,  10H),  6.68(dd,  J=8.8,  2.5Hz,  1H),  6.62(d,  J=8.8Hz,  1H),  6.38(d, 

J=2.5Hz, 1H), 4.51(d, J=12.1Hz, 1H), 3.73(s, 3H), 3.49(s, 3H), 3.05-3.77(m, 9H), 2.92(dd, J=8.1, 
4.4Hz, 1H), 2.54-2.89(m, 3H), 2.11(br, 1H), 1.70-1.79(m, 2H), 1.15(t, J=7.3Hz, 3H), 1.11(t, J=7Hz, 
3H).

[실시예 10]

(2R
*
, 3R

*
, 4R

*
, 5R

*
)-5-(N,N-디에틸아미노메틸)-3-(2,5-디메톡시벤질아미노)-2-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

로[2.2.2]옥탄(25)

화합물 24(220mg, 0.41mmol)를 실온에서 THF(10㎖)중에 리튬 알루니늄 하이드라이드(80mg, 2.1mmol)의 현
탁액에 첨가하였다. 이 혼합물을 실온에서 2시간동안 교반시켰다. Na2SO4/10H2 O(320mg,  1mmol)을 첨가한 

다음 혼합물을 10분동안 교반하였다. 침전물을 제거한 다음, 용액을 농축시켰다. 잔사를 헥산(20㎖)중에 
용해시킨 다음 여과하고 농축시켜 무색 오일로서 화합물 25(210mg, 0.39mmol, 95%)를 얻었다.

IR(KBr): 3430, 2935, 1499, 1467, 1459, 1450, 1226, 1050, 702cm
-1
.

1
H NMR(CDCl3 ):  7.03-7.41(m,  10H),  6.68(dd,  J=8.8,  3.0Hz,  1H),  6.62(d,  J=8.8Hz,  1H),  6.43(d, 

J=2.8Hz, 1H), 4.47(d, J=12.1Hz, 1H), 3.74(s, 3H), 3.68(dd, J=12.7, 7.9Hz, 1H), 3.58(d, J=13.2Hz, 
1H),  3.51(s,  3H),  3.23(d,  J=13.2Hz,  1H),  3.10-3.2(m,  1H),  2.85-2.95(m,  2H),  2.35-2.60(m,  7H), 
2.29(dd,  J=13.2,  2.5Hz,  1H),  2.12(br,  1H),  1.70-1.90(m,  2H),  1.26-1.43(m,  1H),  1.01(t,  J=7.1Hz, 
6H).

실시예 11 및 12의 표제 화합물을 실시예 2 및 3의 표제 화합물의 합성 방법에 따라 제조하고, 크로마토
그래피, 제조용 TLC 및 아세톤으로부터 그의 디메실레이트 염을 재결정화하여 정제하였다.

[실시예 11]

(2R
*
, 3R

*
, 4S

*
, 6R

*
)-3-(2,5-디메톡시벤질아미노)-2-디페닐메틸-6-펜에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 디

메실레이트

융점 : 228.4-232.3℃

IR(누졸): 1154, 1039cm
-1
.

1
H NMR(CDCl3 ):  7.37-7.03(m,  15H),  6.69(dd,  J=8.9,  2.5Hz,  1H),  6.63(d,  J=8.9Hz,  1H),  6.42(d, 

J=2.5Hz, 1H), 4.50(d, J=12.4Hz, 1H), 3.74(s, 3H), 3.70(dd, J=12.4, 7.9Hz, 1H), 3.57-3.52(m, 1H), 
3.52(s,  3H),  3.31-3.21(m,  1H),  3.23(d,  J=13Hz,  1H),  2.91-2.80(m,  2H),  2.48(m,  1H),  2.32(m,  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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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97(m, 2H), 1.59-1.30(m, 4H), 0.81(m, 1H).

[실시예 12]

(2R
*
, 3R

*
, 4R

*
, 6S

*
)-3-(2,5-디메톡시벤질아미노)-2-디페닐메틸-6-펜에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 디

메실레이트

융점 : 207.5-212.0℃

IR(누졸): 1502, 1163, 1039cm
-1
.

1
H NMR(CDCl3 ):  7.34-7.06(m,  13H),  6.72-6.53(m,  4H),  6.37(d,  J=2.8Hz,  1H),  4.61(d,  J=11.8Hz,  1H), 

3.73(s, 3H), 3.53(d, J=13.2Hz, 1H), 3.49(s, 3H), 3.43(m, 1H), 3.20(d, J=13.2Hz, 1H), 3.13(m, 1H), 
3.89(m, 1H), 2.67(m, 1H), 2.50-2.26(m, 3H), 2.03(br. s, 1H), 1.88(m, 2H), 1.65-1.43(m, 2H), 1.20-
1.05(m, 2H).

[실시예 13]

(2R
*
, 4S

*
, 5S

*
, 6S

*
)-N,N-디메틸-5-(2,5-디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

2-카복스아미드(35)

A. 4-메톡시카보닐-피리딘-2-카복실산(26)

화합물 26을 문헌[J. DE PHARMACIE DE BELGIQUE, , 1969, 24, 3-21]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서 제조하였다.

B. 메틸-2-디메틸카바모일-피리딘-4-카복실레이트(28)

톨루엔(200㎖)중에 화합물 26(73g, 0.4mol) 및 염화 티오닐(88㎖, 1.2mol)의 혼합물을 환류하에 3시간동
안 가열하였다.  과량의 염화 티오닐을 대기압하에서 제거하였다. 이어서 톨루엔을 감압하에 제거하였다. 
생성된 옅은 녹색의 산 클로라이드 27을 더 이상 정제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CH2Cl2(100㎖)중에 산 클로라

이드 27의 용액을 0℃에서 CH2Cl2(200㎖)중에 디메틸아민 하이드로클로라이드(98.6g, 1.2mol) 및 트리에틸

아민(1.3mol)의 현탁액에 10 분에 걸쳐 적가하고 실온에서 1시간동안 교반하였다. 물(200㎖)을 반응 혼합
물중에 첨가하고, 수층을 CH2Cl2 로 추출하였다. 혼합된 유기층을 1N NaOH, 염수로 세척하고, MgSO4 상에

서  건조시키고  농축시켰다.  조  고형물을  실리카겔  짧은  관(short  column)  크로마토그래피(용리제  : 
EtOAc)에 의해 정제하여 화합물 28(47g, 226mmol, 56%)을 얻었다.

1
H NMR(CDCl3 ):  8.74(dd,  J=5,  1Hz,  1H),  8.19(m,  1H),  7.90(dd,  J=5.2Hz,  1H),  3.97(s,  3H),  3.16(s, 

3H), 3.08(s, 3H),

C. 메틸-2-디메틸카바모일-1-(메톡시카보닐메틸)피페리딘-4-카복실레이트(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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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OH(62㎖)중에 화합물 28(55.4g, 0.27mmol) 및 농축 HCl(16㎖)의 혼합물을 8kg/㎠ 에서 24 시간동안 플
래티늄 옥사이드(1g)상에서 수소화하였다. 촉매를 여과하여 제거하였다. 여과액을 감압하에서 농축시키고 
생성 오일을 더이상 정제시키지 않고 사용하였다. 톨루엔(200㎖)중에 조 중간 생성 화합물 하이드로클로
라이드, 메틸 브로모아세테이트(61g, 0.4mol) 및 K2CO3(73.5g, 0.53mol)의 혼합물을 70℃ 에서 3시간동안 

가열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냉각시킨 다음, H2O(200㎖)를 첨가하고 EtOAc(200㎖×2)로 추출하였다. 혼합된 

유기  추출액을 MgSO 4  상에서  건조시키고  농축  시켰다.  조  오일을  실리카겔  크로마토그래피(용리제  : 

EtOAc)에 의해 정제하여 화합물 29(69.8g, 0.26mol, 97%)를 얻었다.

IR(니트)(cm
-1
): 3455, 2955, 1735, 1726, 1648, 1636, 1498, 1435, 1249, 1205, 1198, 1169, 1138, 1094.

D.(2R
*
,4S

*
)-2-벤질리덴-6-디메틸카바모일-3-옥소-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 및 (2R

*
, 4R

*
)-2-벤질리덴-

6-디메틸카바모일-3-옥소-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 (32) ＆ (33)

톨루엔(150㎖)중에 화합물 29(30g, 111mol)의 용액을 110℃ 의 질소 대기하에서 톨루엔(400㎖)중의 칼륨 
t-부톡사이드(37.4g, 333mmol)의 용액에 0.5 시간에 걸쳐 적가하였다. 혼합물을 환류하에 0.5 시간동안 
가열하고 실온으로 냉각시켰다. 용매를 증발시킨후, 잔사에 물(200㎖)를 첨가하고 농축된 HCl로 혼합물의 
pH 를 7로 조절하고, 농축시켰다. 갈색 잔사를 실리카겔 크로마토그래피(용리제 EtOAc:MeOH =10:1)에 의
해 정제하여 갈색 오일(11.9g)을 얻었다. DMSO(10㎖)중에 생성된 조 오일 및 염수의 혼합물 (1m1)을 100
℃에서  1.5시간동안  가열하고  감압하에서  농축시켰다.  EtOH(30㎖)중에  생성된  잔사, 벤즈알데하이드
(11.8g, 111mmol) 및 NaOH (4.44g, 111mmol)의 혼합물을 환류하에 1.5시간동안 가열하고 농축시켰다. 반
응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고 CH2Cl2(50㎖×3)로 추출하였다. 혼합된 유기 추출액을 MgSO4 상에서 건조시키

고 농축시켰다.  조 오일을 실리카겔 크로마토그래피(용리제 EtOAc:헥  산=1:1)에  의해 정제하여 화합물 
32(7.65g, 26.9mmol, 24.2%) 및 33(200mg, 0.7mmol, 0.6%)을 얻었다.

[화합물 32의 데이타]

1
H NMR(CDCl3 ):  7.82-7.79(m,  2H),  7.37-7.29(m,  3H),  7.11(s,  1H),  3.91(dd,  J=10.6Hz,  1H), 3.33-

3.07(m, 2H), 3.03(s, 3H), 2.96-2.81(m, 1H), 2.72-2.68(m, 1H), 2.45(s, 3H), 2.11-2.04(m, 2H), 1.93-
1.84(m, 1H).

13
C NMR(CDCl3 ):  204.2,  169.1,  141.1,  133.5,  131.4,  129.2,  127.8,  56.8,  47.8,  39.6,  36.8,  35.3, 

25.8, 25.4,

[화합물 33의 데이타]

1
H NMR(CDCl3): 7.97-7.93(m, 2H), 7.42-7.34(m, 3H), 7.08(s, 1H), 3.83-3.76(m, 1H), 3.31-3.20(m, -1), 

3.02-2.90(m, 2H), 3.02(s, 3H), 2.97(s, 3H), 2.73-2.69(m, 1H), 2.21-2.11(m, 1H), 1.98-1.88(m, 2H).

13
C NMR(CDCl3 ):  205.3,  168.9,  143.7,  132.9,  131.6,  129.4,  128.0,  124.6,  56.4,  42.4,  40.1,  37.3, 

35.8, 25.8, 25.0.

E. (2R
*
, 4S

*
, 6S

*
,)-N,N-디메틸-5-옥소-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2-카복스아미드(34)

화합물  34를 (3R
*
, 4R

*
, 6R

*
,)-N,N-디에틸-5-옥소-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카복스아

미드(15)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Ir(KBr): 1723, 1644cm
-1
.

1
H NMR(CDCl3 )  :  7.29-707(m,  10H),  4.29(d,  J=10Hz,  1H),  4.18(d,  J=10Hz,  1H),  3.59(m,  1H), 3.01-

2.81(m, 2H), 2.97(s, 3H), 2.66-2.46(m, 2H), 2.62(s, 3H), 2.05-1.75(m, 3H).

13
C NMR(CDCl3): 218.5, 169.9, 143.6, 142.8, 128.2, 128.0, 127.8, 127,7, 126.1, 125.9, 66.8, 56.6, 

49.8, 42.9, 41.1, 36.4, 36.1, 28.9, 24.2.

F. (2R
*
, 4S

*
, 5S

*
, 6S

*
,)-N,N-디메틸-5-(2,5-디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

옥탄-2-카복스아미드(35)

톨루엔(50㎖)중에 화합물 34(2.22g, 6.13mmol), 2.5-디메톡시벤질아민( 1.23g, 7.36mmol) 및 CSA(캄포설
폰산(20mg)의 혼합물을 딘 스타크(Dean Stark) 물 분리기를 사용하여 환류하에 24시간동안 가열하였다. 
용매를 감압하에 제거하였다. 조 이민을 더 이상 정제하지 않고 후속 단계에 사용하였다. 무수 THF(20
㎖)중에 조 이민의 용액을 5℃ 에서 무수 THF(20㎖)중에 NaBH(oAc)3(3.9g, 18.4mmol) 및 아세트산(3㎖)의 

용액에  첨가하고  실온에서  15시간동안  교반하였다.  1N  NaOH  를  사용하여  pH  를  10  으로  조절하고 
EtOAc(20㎖×3)로 추출하였다. 혼합된 유기 추출액을 염수로 세척하고, MgSO4 상에서 건조시키고 농축시켰

다. 조 오일을 실리카겔 크로마토그래피(용리제 EtOAc: 헥산=1:1)에 의해 정제하여 무색오일을 얻었다.

이 오일을 MeOH 로 부터 재결정화하여 무색 결정(2.21g, 4.3mmol, 70%)으로서 화합물 35를 얻었다.

융점 : 171.3-174.5℃.

IR(KBr): 2940, 2875, 2835, 2800, 1644, 1504, 1463, 1450, 1307, 1225, 1049, 825, 705cm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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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 NMR(CDCl3 ):  7.29-7.00(m,  10H),  6.67(dd,  J=9.3Hz,  1H,  6.60(d,  J=9Hz,  1H),  6.37(d,  J=3Hz,  1H), 

4.39(d,  J=12Hz,  1H),  3.74(s,  3H),  3.55-3.44(m,  2H),  3.48(s,  3H),  3.46-3.20(m,  2H),  2.96(dd, 
J=8.4Hz,  1H),  2.72(s,  3H),  2.59-2.51(m,  1H),  2.43-2.35(m,  1H),  2.21-2.11(m,  1H),  2.11(s,  3H), 
1.97-1.89(m, 1H), 1.59-1.49(m, 1H), 1.29-1.18(m, 1H).

[실시예 14]

(2R
*
, 4S

*
, 5R

*
, 6R

*
)-N,N-디메틸-5-(2,5-디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

2-카복스아미드(36)

표제 화합물(36)을 실시예 13의 방법에 의해서 제조하였다.

이 화합물을 무색오일로서 실시예 13의 F 단계에 기술된 조 오일의 다른 분획으로부터 얻고 MeOH로 부터 
재결정화에 의해 정제하여 무색 결정(244mg, 0.5mol), 8%)을 얻었다.

융점 : 176.2-178.9℃.

IR(KBr): 2945, 2860, 2835, 1635, 1597, 1493, 1459, 1281, 122, 1053, 1027, 704cm
-1
.

1
H NMR(CDCl3): 7.35-6.97(m, 10H), 6.70-6.61(m, 3H), 4.30(d, J=13Hz, 1H), 3.86-3.67(m, 1H), 3.76(s, 

3H), 3.71(s, 3H), 3.52(d, J=14Hz, 1H), 3.32(dd, J=11.5Hz, 1H), 3.25(d, J=14Hz, 1H), 3.05-2.98(m, 
1H), 2.76-2.61(m, 3H), 2.75(s, 3H), 2.15(s, 3H), 2.14(br. s, 1H), 1.66-1.50(m, 2H), 1.25-1.11(m, 
3H).

[실시예 15]

(2R
*
, 4R

*
, 5R

*
, 6R

*
)-2-N,N-디메틸-5-(2,5-디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

탄-2-카복스아미드(39)

A. (2R
*
, 4R

*
, 6S

*
)-N,N-디메틸-5-옥소-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2-카복스아미드(36) 및 

(2R
*
, 4R

*
, 6R

*
)-N,N-디메틸-5-옥소-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2-카복스아미드(37 ＆ 38)

화합물 37 및 38의 혼합물을 (3R
*
, 4R

*
, 6R

*
)-N,N-디메틸-5-옥소-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

탄-2-카복스아미드(15)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IR(KBr): 2935, 1733, 1726, 1634, 1493, 1452cm
-1
.

B. (2R
*
, 4R

*
, 5R

*
, 6R

*
)-2-N,N-디메틸-5-(2,5-디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

2]옥탄-2-카복스아미드(39)

표제 화합물(39)를 22%의 수율로 제조하고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염(2HCl)으로서 단리시켰다.

융점 : 224.6-228.0℃(분해)(2HCl 염).

IR(KBr): 3435, 3175, 2960, 2925, 1663, 1575, 1510, 1235, 1040, 715cm
-1
(2HCl 염).

1
H NMR(CDCl3)(유리된 형태): 7.35-6.97(m, 10H), 6.67(dd, J=9.3Hz, 1H), 6.60(d, J=9Hz, 1H), 6.39(d, 

J=3Hz, 1H), 4.52(d, J=12Hz, 1H), 3.72(s, 3H), 3.57-3.50(m, 2H), 3.46(s, 3H), 3.35(br. d, J=8.4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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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 3.24(d, J=13Hz, 1H), 3.19-3.30(m, 1H), 2.96(dd, J=8.4Hz, 1H), 2.78(s, 3H), 2.67-2.59(m, 1H), 
2.30-2.21(m, 1H), 2.17(s, 3H), 1.81-1.72(m, 1H), 1.45-1.36(m, 2H).

[실시예 16]

(2R
*
, 4R

*
, 5S

*
, 6S

*
)-2-N,N-디메틸-5-(2,5-디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

탄-2-카복스아미드(40)

표제 화합물(40)을 상기 화합물 39 와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7%의 수율로 제조하였다.

IR(니트)(유리된 형태): 2940, 1634, 1495, 1226cm
-1
.

1
H NMR(CDCl3 )(유리된  형태):  7.37-7.01(m,  10H),  6.72-6.64(m,  2H),  6.39(d,  J=2Hz,  1H),  4.52(d, 

J=12Hz,  1H),  4.03(brt,  J=8Hz,  1H),  3.90(dd,  J=12.7Hz,  1H),  3.74(s,  3H),  3.58(s,  3H),  3.44(d, 
J=8Hz,  1H),  3.15(d,  J=8Hz,  1H),  2.84-2.72(m,  3H),  2.77(s,  3H),  2.39(s,  3H),  2.29-2.12(m,  2H), 
1.79-1.71(m, 2H), 1.55-1.43(m, 1H).

[실시예 17]

(2R
*

, 3R
*

, 4R
*

, 6S
*
)-3-(2,5-디메톡시벤질)아미노-2-디페닐메틸-6-하이드록시메틸-1-아자비사이클로

[2.2.2]옥탄(41)

무수 THF(10㎖)중에 화합물 35(417mg, 0.8mmol)의 용액을 무수 THF(10㎖)중에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
드(LiA1H4 ,  92mg,  2.4mmol)의  현탁액에  첨가하고,  환류하에서  1  시간동안  가열하였다.  반응  혼합물에 

Na2SO4/10H2O 를 첨가하고 30 분 동안 교반하였다. 냉각후, 고형물을 여과하여 제거하고 THF 로 세적하였

다. 여과액을 증발시키고, 과량의 10% HCl/MeOH를 첨가하고 농축시켰다. 생성된 오일을 MeOH-에테르로부
터 재결정화시켜 정제하였다. 백색 결정을 여과하여 수집하고 진공상태로 건조시켜 화합물 41의 2HCl 염
(240mg, 0.44mol, 55%)을 얻었다.

융점 : 206.2-207.9℃(2HCl 염).

IR(KBr): 3490, 3430, 3210, 3130, 1505, 1450, 1229, 1047, 1040, 748, 710cm
-1
(2HCl 염).

1
H NMR(CDCl3)(유리된 형태): 7.33-7.05(m, 10H), 6.67(dd, J=9.3Hz, 1H), 6.60(d, J=9Hz, 1H), 6.37(d, 

J=3Hz,  1H),  4.51(d,  J=12Hz,  1H),  3.72(s,  3H),  3.56-3.40(m,  3H),  3.46(s,  3H),  3.27-3.18(m,  3H), 
2.89-2.75(m,  2H),  2.60-2.51(m,  1H),  2.19-2.13(m,  1H),  1.96-1.88(m,  1H),  1.72-1.62(m,  1H), 1.37-
1.25(m, 1H), 0.94-0.86(m, 1H).

[실시예 18]

(2R
*
, 4S

*
, 5S

*
, 6S

*
)-N,N-디메틸-5-(5-이소프로필-2-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

[2.2.2]옥탄-2-카복스아미드(45)

A. 5-이소프로필-2-메톡시벤질 아민(44)

5-이소프로필-2-메톡시벤질클로라이드, 42를 일본국 특허 제 83-501127 호에 기술된 방법과 동일하게 제
조하였다

디메틸포름아미드(DMF, 200㎖)중에 상기 생성된 화합물 42(80g, 0.37mol) 및 나트륨 아지드(NaN3, 28.6g, 

0.44mol)의 혼합물을 실온에서 15시간동안 교반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물에 쏟아 붓고 Et2O로 추출하였다. 

합한 Et2O 추출액을 물 및 염수로 세척하고 황산 마그네슘(MgSO4)상에서 건조시켰다. 용매를 증발시킨 다

음, 생성된 아지드, 43을 더 이상 정제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조 아지드, 43 을 2kg/㎠ 하에서 3일동안 
플래티늄 디옥사이드(PtO2, 1g)상에서 수소화하였다. 촉매를 셀라이트 패드로 여과하여 제거하고 MeOH로 

세척하였다. 합한 여과액을 농축시키고, 생성된 조 아민을 증류시켜(bp 0.2mmHg, 93 내지 98℃) 정제하여 
무색 오일, 44(21.6g, 0.12mol, 33%)를 얻었다.

[화합물 43(아지드)의 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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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니트): 2105cm
-1
.

1
H NMR(270MHz, CDCl3): 7.18(dd, J=8.2Hz, 1H), 7.15(d, J=2Hz, 1H), 7.10(d, J=8Hz, 1H), 4.34(s, 2H), 

3.84(s, 3H), 2.87(hep, J=7Hz, 1H), 1.22(d, J=7Hz, 6H).

[화합물 44(아민)의 데이타]

IR(니트): 2960, 1498, 1458, 1294, 1250, 1032cm
-1
.

1
H  NMR(270MHz, CDCl3 ):  7.10-1.07(m,  2H),  6.82-6.78(m,  1H),  3.83(s,  3H),  3.80(s,  2H),  2.86(hep, 

J=7Hz, 1H), 1.22(d, J=7Hz, 6H).

B. (2R
*
, 4S

*
, 5S

*
, 6S

*
)-N,N-디메틸-5-(5-이소프로필-2-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

[2.2.2]옥탄-2-카복스아미드(45)

화합물 45를 화합물 35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이 화합물 45를 디하이드로클로瓚絹 펜타하이드레
이트 염으로서 단리시켰다.

 융점 : 168.9-174.6℃(분해).

IR(KBr): 3410, 3190, 2965, 1656, 1505, 1454, 1257, 1029, 710cm
-1
.

1
H NMR(CDCl2 )(유리된  형태):  7.31-6.98(m,  11H),  6.64-6.59(m,  2H),  4.41(br  d,  J=12Hz,  1H), 3.36-

3.18(m, 5H), 3.49(s, 3H), 3.00-2.95(m, 1H), 2.80-2.69(m, 1H), 2.73(s, 3H), 2.60-2.51(m, 1H), 2.40-
2.35(m, 1H), 2.22(br s, 1H), 2.15(s, 3H), 2.00-1.89(m, 1H), 1.60-1.50(m, 1H), 1.30-1.18(m, 7H).

[실시예 19]

(3R
*
, 4S

*
, 5S

*
, 6S

*
)-N,N-디메틸-5-(2,5-디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

2-카복스아미드(49)

A. (3R
*
, 4S

*
)-6-디페닐메틸-5-옥소-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카복실산 하이드로클로라이드(46)

수성  6N-HCl(150㎖)중에 (3R
*
, 4S

*
)-N,N-디에틸-6-디페닐메틸-5,5-에틸렌디옥시-1-아자비사이클로[2.2.2]

옥탄-3-카복스아미드(5.2g, 12mmol)의 용액을 환류하에서 18시간동안 가열하였다.  생성된 침전물을 수집

하고 건조하여 화합물 46(1.7g, 4.6mmol, 38%; 화합물 46:(3R
*
, 4R

*
)-이성체=4:1)을 얻었다. 이 화합물을 

더이상 정제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1
H NMR(DMSO-d6): 5.70, 4.81(d+d, J=11Hz; Ph2CHCH 및 Ph2CHCH 의 쌍).

B. (3R
*
,4S

*
)-N,N-디메틸-6-디페닐메틸-5-옥소-1-아자비사이클로[2. 2.2]옥탄-3-카복스아미드(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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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F(30㎖)중에 화합물 46(2.1g, 6.6mmol) 및 디메틸아민 하이드로클로라이드(0.65g, 8.0mmol)의 현탁액을 
실온에서 트리에틸아민(1.3g, 13mmol)으로 처리하였다. 실온에서 이 현탁액에 디에틸 시아노포스포네이트
(1.2g, 7.3mmol)을 첨가한 다음 트리에틸아민(0.67g, 6.7mmol)을 첨가하였다. 이 혼합물을 실온에서 5시
간동안  교반시킨  다음,  수성 NaHCO3 (50㎖)중에  쏟아  붓고  EtOAc로  3회  추출하였다.  혼합된  추출액을 

Na2SO 4  상에서  건조시키고  농축시켰다.  이  혼합물을  실리카겔  상에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헥산: 

EtOAc=1:4)에 의해 정제하여 3-위치에서 단일 이성체로서 화합물 47(1.4g, 3.9mmol, 60%)을 얻었다.

1
H NMR(CDCl3): 4.49, 4.02(d+d, J=8Hz; Ph2CHCH 및 Ph2CHCH 의 쌍의 또 다른 이성체), 4.66, 3.96(dtd, 

J=8Hz; Ph2CHCH 및 Ph2CHCH의 쌍의 또 다른 이성체).

톨루엔(40㎖)중에 화합물 47(3.9g,  10mmol),  2.5-디메톡시벤질 아민(1.9g,  11mmol)  및 캄포설폰산(120m
g)의  혼합물을  물을  제거하면서  환류하에  8시간동안  가열한  다음  용매를  제거하였다.  잔사를  소량의 
THF(5㎖)중에 용해시키고 이 용액을 실온에서 아세트산(100㎖)중에 나트륨 트리아세톡시보로하이드라이드
(5.3g, 25mmol)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이 혼합물을 실온에서 4시간동안 교반시키고 용매를 제거하였다. 
물(25㎖)를 첨가하고 혼합물을 중탄산 나트륨(NaHCO3)으로 중화시키고 에틸 아세테이트(EtOAc)로 3회 추출

하였다. 합한 추출액을 황산 나트륨(Na2SO4)상에서 건조시키고 농축시켰다. 조 생성물을 EtOAc 로부터 재

결정화하여 정제시켜 화합물 49(2. 4g, 4.4mmol, 44%)를 얻었다.

C. (3R
*
, 4S

*
, 5S

*
, 6S

*
)-N,N-디메틸-5-(2,5-디메톡시벤질아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

-2-카복스아미드(49)

융점 : 142.0-142.9℃.

IR(KBr): 1637, 1499cm
-1
.

1
H NMR(CDCl2 ):  7.03-7.37(m,  10H),  6.68(dd,  J=8.8,  2.5Hz,  1H),  6.64(d,  J=8.8Hz,  1H),  6.39(d, 

J=2.5Hz,  1H),  4.51(d,  J=12.1Hz,  1H),  3.73(s,  3H),  3.49(s,  3H),  3.05-3.82(m,  9H),  2.96(s,  6H), 
2.62-2.95(m, 4H), 2.17(br, 1H), 1.62-1.77(m, 2H).

[실시예 20]

(3R
*
, 4S

*
, 5S

*
, 6S

*
)-5-(2,5-디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카복스아

미드(50)

A. (3R
*
, 4S

*
)-N,N-디메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 -2-카복스아미드(48)

THF(10㎖)중의 화합물 46(1.1g, 3.3mmol)의 현탁액을 실온에서 트리에틸아민(0.66g, 6.6mmol)로 처리하였
다. 0℃에서 이 현탁액에 에틸 클로로포르메이트(0 .36g, 3.3mmol)를 첨가하였다. 30분 경과후, 0℃ 에서 
수성 NH3(0.67g, 6.7mmol)를 첨가하였다. 이 혼합물을 실온에서 1시간동안 교반시키고 H2O중에 쏟아붓고 

EtOAc로 3회 추출하였다. 합한 추출액을 Na2SO 4  상에서 건조시키고 농축시켜 화합물 48(1.2g,  3.0mmol, 

90%; 3-위치에서 이성체의 4:1 혼합물)을 얻었다. 이 화합물을 더이상 정제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1
H NMR(CDCl3 ):  4.43,  3.98(d+d,  J=9Hz;  Ph2CHCH  및  Ph2CHCH의  쌍의 하나의 이성체),  4.51,  4.28(d+d, 

J=8Hz; Ph2CHCH 및 Ph2CHCH의 쌍의 또 다른 이성체).

B. (3R
*
, 4S

*
, 5S

*
, 6S

*
)-5-(2,5-디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2-카복스

아미드(50)

톨루엔(40㎖)중에 화합물 48(1.2g, 3mmol), 2.5-디메톡시벤질아민(0.6g, 3.3mmol) 및 캄포설폰산(45mg)의 
혼합물을 물을 제거하면서 환류하에 3시간동안 가열한 다음 용매를 제거하였다. 잔사를 소량의 THF(3㎖)
중에  용해시키고  이  용액을  실온에서  아세트산(40㎖)중에  나트륨  트리아세톡시보로하이드라이드(1.7g, 
8mmol)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이 혼합물을 실온에서 3시간동안 교반시키고 용매를 제거하였다. 물을 첨가
하고 혼합물을 NaHCO3 로 중화시키고 EtOAc 로 3회 추출하였다. 합한 추출액을 Na2SO4 상에서 건조시키고 

농축시켰다.  MeOH/아세톤으로부터  재결정화하여  부생성물을  얻었다.  모액을  농축시키고  잔사를 
MeOH/EtOAc 로부터 재결정화하여 정제시켜 화합물 50(0.27g, 0.56mmol, 19%)를 얻었다.

융점 : 127-129℃.

IR(KBr): 3350, 1686, 1493cm
-1
.

1
H NMR(CDCl3 ):  7.05-.732(m,  10H),  6.69(dd,  J=8.8,  2.5Hz,  1H),  6.64(d,  J=8.8Hz,  1H),  6.36(d, 

J=2.5Hz, 1H), 4.47(d, J=12.1Hz, 1H), 3.74(s, 3H), 3.53(s, 3H), 3.48-3.75(m, 3H), 2.95-3.26(m, 6H), 
2.11(br, 1H), 2.59-2.62(m, 1H), 2.37-2.50(m, 2H), 1.76-1.89(m, 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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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21]

(3R
*
, 4S

*
, 5S

*
, 6S

*
)-5-(2,5-디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2-카복실산 

하이드로클로라이드(51)

농축 HCl(2㎖)중에 화합물 50(100mg, 0.2mmol)의 용액을 환류하에 15시간동안 가열하였다. 실온으로 냉각
시킨 후, 혼합물을 수성 NH3 로 염기화시키고 CH2Cl  2 로 2회 추출하였다. 합한 추출액을 건조시키고 농

축시켰다. 10% HCl-MeOH를 첨가하고 증발시켰다. 생성된 침전물을 MeOH-에테르로부터 재결정화하여 화합
물 51(30mg, 0.054mmol, 27%)을 얻었다.

융점 : 230℃(분해).

IR(KBr): 2945, 1726, 1502, 1451cm
-1
.

1
H  NMR(유리염기, CDCl3 ):  6.95-7.32(m,  10H),  6.65(dd,  J=8.8,  2.5Hz,  1H),  6.61(d,  J=8.8Hz,  1H), 

6.49(d,  J=2.5Hz,  1H),  4.41(d,  J=12.1Hz,  1H),  3.68(s,  3H),  3.53(s,  3H),  2.70-3.70(m,  7H), 2.31-
2.60(m, 3H), 1.67-1.85(m, 1H), 1.33-1.49(m, 1H).

(3R
*
, 4S

*
, 5S

*
, 6S

*
)-N,N-디에틸-5-(5-이소프로필-2-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

[2.2.2]옥탄-2-카복실산아미드(52)

표제 화합물 52를 화합물 23으로부터 화합물 24를 제조하는 방법(실시예 9)과 동일하게 제조하고, 디하이
드로클로라이드 염으로서 단리시켰다.

IR(유리 아민, KBr): 3450, 1633, 1499, 1443, 1248, 700cm
-1
.

1
H  NMR(유리아민, CDCl3 ):  7.37-7.04(m,  10H),  7.01(dd,  J=2.8,  6.7Hz,  1H),  6.65(d  J=6.7Hz,  1H), 

6.60(d,  J=2.8Hz,  1H),  4.52(d,  J=12.1Hz,  1H),  3.70-3.50(m,  4H),  3.53(s,  3H),  3.38-3.07(m,  5H), 
2.96(dd, J=4.2, 7.9Hz, 1H), 2.90-2.56(m, 4H), 2.17(br s, 1H), 1.84-1,73(m, 2H), 1.20(d, J=7.3Hz, 
6H), 1.17(t, J=7.0Hz, 3H), 1.11(t, J=7.0Hz, 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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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23]

시스-4-알릴-3N-(2,5-디메톡시벤질)아미노-2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61)

A. 에틸 N-BOC-이소니페코테이트(54)

THF 20㎖ 중에 용해된 에틸 이소니페코테이트 53(25.83g; 164mmol)을 실온에서 디-t-부틸 디카보네이트
(37.2g, 70mmol)의 용액에 서서히 첨가하였다. 즉시 반응이 일어나고, CO2 가 발생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용매를 증류시켜 제거하고, 잔사를 진공하에서 증류시켰다. 선행물질(80 내지 100℃)를 제거한 후에, 120
℃, 1.5mmHg 에서 분획을 수집하여 에틸 N-부톡시카보닐-이소니페코테이트 54(151mmol, 92%) 38.3g을 얻
었다.

1
H NMR(CDCl3): 4.14(q, J=7Hz,. 2H), 4.02(br d, 2H), 2.83(br t, 2H), 2.43(tt, J=10.9, 3.9Hz, 1H), 

1.87(m, 2H), 1.64(m, 2H), 1.46(s, 9H), 1.26(t, J=7Hz, 3H).

B. 4-알릴-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온(57)

THF 15㎖ 중에 용해된 에틸 N-부톡시카보닐-이소니페코테이트, 54(33. 56g, 131mmol)를 -60℃ 에서 디이
소프로필아민(25.2㎖, 179mmol), n-부틸 리튬 (헥산중에 1.59M, 96㎖, 153mmol) 및 THF(300㎖)로부터 제
조된 LDA에 서서히 첨가하였다. 내부 온도를 -60℃미만 으로 유지함으로써 첨가 속도를 조절하였다. 첨가
를 완료한 다음, 반응 혼합물을 -25℃ 로 가온하고, 다시 -60℃로 냉각시켰다.

알릴 브로마이드(12.4㎖, 143mmol)를 에놀레이트 용액(-60℃ 미만)에 첨가하고 이 혼합물을 -5℃로 가온
하였다. 아세트산(17.6㎖)을 사용하여 -60℃ 에서 반응을 중지시킨 후, 용매를 증발시켜 제거하였다. 잔
사를 통상적인 방법(pH 6.0 에서 에틸아세테이트로 추출하고, 염수로 세척하고, Na2SO4 상에서 

건조시키고, 증발시켜 농축함)에 의해 후처리하여 에틸 N-부톡시카보닐-4-알릴-이소니페코테이트 55  의 
조생성물(40.13g)을 얻었다.

1
H NMR(CDCl3): 5.68(m, 1H), 5.08-5.00(m, 2H), 4.17(q, J=7.1Hz, 2H), 3.86(br d, J=13Hz, 2H), 2.90(m, 

2H), 2.27(d, J=7.3Hz, 2H), 2.07(m, 2H), 1.45(s, 9H), 1.38(m, 2H), 1.26(t, J=7.1Hz, 3H).

상기 얻어진 조 생성물을 에틸 아세테이트 20㎖ 로 희석시키고,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 60㎖와 
혼합하였다. 실온에서 4시간후 생성 혼합물을 증발시켜 농축하고, 톨루엔과 함께 증발시켜 트리플루오로
아세트산(TFA)염로서 에틸-4-알릴-이소니페코테이트를 얻었다.

1
H NMR(CDCl3): 8.60(br s, 1H), 8.30(br s, 1H), 5.68-5.56(m, 1H), 5.15-5.06(m, 2H), 4.22(q, J=7.1Hz, 

2H), 3.39(br.d, J=12Hz, 2H), 2.99(m, 2H), 2.36-2.31(m, 4H), 1.73(m, 2H), 1.29(t, J=7.1Hz, 3H).

에틸-4-알릴-이소니페코테이트 및 에틸 브로모아세테이트의 조 TFA 염(23.5g, 141mmol)을 톨루엔중에 용
해시켰다. 이 용액에 무수 K2CO3(70.7g, 512mmol)을 첨가하고 생성된 현탁액을 15 분 동안 80℃ 로 가온하

였다. 반응 혼합물을 냉각시키고, 묽은 HCl을 사용하여 pH를 8로 조절하였다. 생성된 용액을 통상적인 방
법(에틸 아세테이트로 추출하고, 염수로 세척하고, Na2SO4 상에서 건조시키고, 증발시켜 농축함)으로 후처

리하여 조 에틸-4-알릴-N-에톡시 카보닐메틸-이소니페코테이트, 56(37.4g)을 얻었다.

1
H NMR(CDCl3 ) : 5.68(m, 1H), 5.06-4.99(m, 2H), 4.22-.412(m, 4H), 3.19(s, 2H), 2.83(m, 2H), 2.35-

2.21(m, 4H), 2.15(d, J=13Hz, 2H), 1.61(m, 2H), 1.264(t, J=7Hz, 3H), 1.256(t, J=7Hz, 3H).

칼륨 t-부톡사이드(35.84g, 320mmol)을 톨루엔 100㎖ 중에 현탁시키고 환류하에 가열하였다. 이 용액에 
tkdrl 얻어진 조 에틸-4-알릴-N-에톡시카보닐메틱이소니페코테이트 56을 서서히 첨가하였다. 물 120㎖로 
반응을 중지시키고 80℃로 밤새 가열하였다. 6N-4HCl(54㎖)을 혼합물에 첨가하고, 15분동안 교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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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혼합물을 실온으로 냉각시키고 묽은 HCl을 사용하여 Ph를 8로 조절하였다. 반응 용액을 통상적인 방
법(pH 13.5 에서 염화 메틸렌으로 추출하고, 염수로 세척하고, Na2SO4 상에서 건조시키고, 증발시켜 농축

함)으로 후처리하여 조 퀴누클리딘 생성물을 얻고, 진공 상태로 증류시켰다. 122℃, 15mmHg 에서 분획을 
수집하고 4-알릴-1-아자비사이클로 [2.2.2]옥탄-3-원 57(15.35g, 화합물 54 로부터 72%).

1
H NMR(CDCl3): 5.78(m, 1H), 5.08-4.98(m, 2H), 3.26(s, 2H), 3.01(m, 4H), 2.20(d, J=7.4Hz, 2H), 1.95-

1.65(m, 4H).

13
C NMR(CDCl3): 218.4, 133.6, 117.1, 62.0, 47.0, 42.3, 37.2, 29.4.

C. 4-알릴-2-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온(58)

4-알릴-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온,  57(17.66g,  107mmol),  벤즈알데하이드(12.49g,  117mmol)  및 
수산화나트륨(0.46g, 115mmol)을 에탄올 80㎖ 중에 용해시키고 생성 혼합물을 환류하에 1시간동안 가열하
였다. 혼합물을 냉각시킨 다음, 황색 고형물을 수집하여 4-알릴-2-벤질리덴-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
-3-원(26.66g, 98%)을 얻었다.

1
H NMR(CDCl3 ):  8.04-8.01(m,  2H),  7.40-7.32(m,  3H),  7.03(s,  1H),  5.87(m,  1H),  5.09-5.02(m,  2H), 

3.24-2.96(m, 4H), 2.32(d, J=7.4Hz, 2H), 1.97-1.74(m, 4H).

구리(I)  브로마이드  디메틸  설파이드  착화합물(1.06g,  5.16mmol)및  톨루엔  (100㎖)를  반응  용기중에 
넣고, 그것을 드라이-아이스 아세톤 욕에 침지시켰다. 내부 온도를 -60℃ 미만으로 유지시키면서 상기 구
리 촉매에 페닐마그네슘 브로마이드(에테르중에 3.0M, 42㎖, 126mmol)를 서서히 첨가하였다. 이 황백색의 
현탁액에  온도를  -60℃  미만으로  유지하면서 4-알릴-2-벤질리덴-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온

(25.9g, 103mmol), 트리메틸실릴 클로라이드 (31.4㎖, 247mmol), HMPA(43㎖, 247mmol) 및 톨루엔(120㎖)
로부터 제조된 용액을 첨가하였다. 첨가를 완료한 다음, 반응 혼합물을 0℃로 가온하였다. 아세트산 14.5
㎖ 사용하여 -60℃ 에서 반응을 중지시켰다. 반응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고, Na2CO3를 사용하여 중화시켰다

(pH 6.5). 생성 용액을 통상적인 방법(pH 6.5 에서 에테르로 추출한 다음 pH 8 에서 에테르로 추출하고, 
염수로 세척하고, Na2SO4 상에서 건조시키고, 증발시켜 농축함)으로 후처리하여 조 생성물을 얻고, 에테르

와 함께 연마하여 4-알릴-2-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원, 58(23.04g, 68%)을 얻었다.

1
H NMR(CDCl3 ):  7.39-7.15(m,  10H),  5.72(m,  1H),  5.04-4.95(m,  2H),  4.47(d,  J=8.4Hz,  1H),  3.96(d, 

J=8.4Hz, 1H), 3.11(m, 2H), 2.65(m, 2H), 2.16(m, 2H), 1.94-1.6(m, 4H).

13
C NMR(CDCl3 ):  219.3,  143.1,  142.2,  134.3,  128.3,  126.5,  126.4,  117.5,  72.3,  50.6,  50.0,  44.0, 

42.4, 37.9, 31.3, 29.9.

4-알릴-2-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온,  58(4.00g,  12.1mmol)  및  암모늄 포르메이트
(8.00g), 127mmol)을 포름 아미드 24㎖ 중에 용해 시키고, 생성 용액을 170℃(욕 온도)에서 5 시간 동안 
가열하였다. 용매를 진공상태로 제거하고, 물을 잔사에 첨가하였다. 얻어진 고형물을 메탄올로부터 재결
정화시켜  시스  및  트랜스  4-알릴-2-디페닐메틸-3-포름아미도-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  59(2.03g, 
70%)의 혼합물(약 1:1)을 얻었다.

1
H NMR(CDCl3) : 6.69(d, J=11.4Hz), 6.52(d, J=11.7Hz).

MS : 360(M+), 319.

상기 포름아미드, 59를 4N-HCl 20㎖중에 용해시키고, 생성용액을 80℃ 에서 밤새 가열하였다. 수성 Na2CO3 

로 반응을 중지시켰다. 생성 용액을 통상적인 방법(염화메틸렌으로 추출하고, Na2SO 4  상에서 건조시키고 

증발시켜 농축함)으로 후처리하여 4-알릴-2-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아민, 60의 시스 
및 트랜스 이성체의 혼합물(1.95g)을 얻었다.

MS : 332(M+), 291,166.

E. 시스-4-알릴-3N-(2,5-디메톡시벤질)아미노-2-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61)

상기 조 아민 60 및 2,5-디메톡시벤즈알데하이드(1.19g, 6.9mmol)을 메탄올중에 용해시켰다. 브로모크레
졸 그린 및 나트륨 시아노보로하이드라이드(380mg, 6.05mmol)의 극소량(380mg, 6.05mmol)을 상기 혼합물
에 첨가하고, 아세트산을 사용하여 반응 혼합물의 pH를 산성으로 조절하였다. 하룻밤 경과후, 반응 혼합
물을 수성 Na2CO3 로 염기화하고, 통상적인 방법(CH2Cl2 로 추출하고, 염수로 세척하고, Na2SO4 상에서 건

조시키고, 증발시켜 농축함)으로 후처리하여 조 혼합물을 얻고,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실리카-겔, 0 내지 
10% MeOH/CH2Cl2)에 의해 정제하여 시스(61) 및 트랜스(62) 이성체의 부분적으로 분리된 분획을 얻었다. 

더욱 극성이 강한 이성체가 풍부한 분획을 메탄올로부터 재결정화하여 순수한 시스 이성체 61(280mg)을 
얻었다. 더욱 극성이 약한 이성체(62)를 디메실레이트 염으로 전환시킨 다음 아세톤으로부터 재결정화에 
의해 정제하여 순수한 트랜스 이성체(395mg)을 얻었다.

융점 : 163.7-164.8℃.

IR(누졸): 1594, 1498, 1029cm
-1
.

1
H NMR(CDCl3 ):  7.40-7.02(m,  10H),  6.70(m,  2H),  6.40(br  s,  1H),  5.77(m,  1H),  5.04-4.97(m,  2H), 

4.59(d, J=11.9Hz, 1H), 3.77-3.68(m, 7H), 3.77(s, 3H), 3.72(s, 3H) 및 3.34(d, J=11.4Hz, 1H)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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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2.98(m, 1H), 2.88-2.56(m, 4H), 2.25-2.04(m, 3H), 1.57-1.40(m, 3H), 1.25(m, 1H).

[실시예 24]

트랜스-4-알릴-3N-(2,5-디메톡시벤질)아미노-2-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62)

표제 화합물 62를 상기 실시예 23E 와 동일하게 제조하였다.

융점 : 245.0-246.1℃.

IR(누졸): 1609, 1502, 1044cm
-1
.

1
H NMR(CDCl3): 7.44-7.09(m, 10H), 6.71-6.63(m, 2H), 6.52(d, J=1.5Hz, 1H), 5.76(m, 1H), 5.05-4.94(m, 

2H),  3.90(d,  J=11.9Hz,  1H),  3.75(s,  3H),  3.71(s,  3H),  3.31(dd,  J=11.9,  3.5Hz,  1H),  3.00(d, 
J=12.4Hz,  1H),  2.96-2.83(m,  3H),  2.52-2.40(m,  1H),  2.40(d,  J=12.4Hz,  1H),  2.24(br.s,  1H), 2.18-
2.02(m, 2H), 1.66-1.13(m, 4H).

실시예 25 내지 33의 표제 화합물을 실시예 9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실시예 25]

(3R
*
, 4S

*
, 5S

*
, 6S

*
)-N,N-디에틸-5-(5-에틸-2-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

탄-3-카복스아미드 디하이드로 클로라이드

융점 : 190-193℃.

IR(KBr, 유리아민): 1609, 1502, 1044cm
-1
.

1
H NMR(CDCl3 ,유리아민):  7.39-7.04(m,  11H),  6.98(dd,  J=8.4,  2.0Hz,  1H),  6.63(d,  J=8.4Hz,  1H), 

6.50(d,  J=2.0Hz,  1H),  3.83-3.46(m,  3H),  3.51(s,  3H),  3.35-3.08(m,  6H),  2.96(q,  J=4.0Hz,  1H), 
3.31(dd,  J=11.9,  3.5Hz,  1H),  3.00(d,  J=12.4Hz,  1H),  2.96-2.83(m,  3H),  2.52-2.40(m,  1H),  2.40(d, 
J=12.4Hz, 1H), 2.24(br.s, 1H), 2.18-2.02(m, 2H), 1.66-1.13(m, 4H).

[실시예 26]

(3R
*
,4S

*
, 5S

*
, 6S

*
)-N,N-디에틸-5-(2-메톡시-5-메틸티오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

[2.2.2]옥탄-3-카복실산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융점 : 158-163℃.

IR(KBr, 유리아민): 3450, 1630, 1597, 1487, 1443, 1244, 1029, 813, 750, 701, 696cm
-1
.

1
H NMR(CDCl3 ,  유리아민):  7.35-7.04(m,  11H),  6.76(d,  J=2.2Hz,  1H),  6.65(d,  J=8.8Hz,  1H),  4.50(d, 

J=12.1Hz,  1H),  3.68-3.52(m,  4H),  3.50(s,  3H),  3.33-3.06(m,5H),  2.90(q,  1H),  2.83-2.56(m.3H), 
2.42(s, 3H), 2.11(br s, 1H), 1.80-1.65(m, 2H), 1.17(t, J=7.0Hz, 3H), 1.11(t, J=7.0Hz, 3H).

[실시예 27]

(3R
*
, 4S

*
, 5S

*
, 6S

*
)-N,N-디에틸-5-(2-메톡시-트리플루오로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

클로[2.2.2]옥탄-3-카복실산아미드

융점 : 122-125℃.

IR(KBr, 유리아민): 3450, 1634, 1499, 1465, 1252, 1153, 1031, 752, 704, 604cm
-1
.

1
H NMR(CDCl3 ,  유리아민):  7.36-6.99(m,  10H),  6.66(d,  J=9.2Hz,  1H),  6.55(d,  J=2.6Hz,  1H),  4.48(d, 

J=12.1Hz, 1H), 3.70-3.47(m, 4H), 3.56(s, #H), 3.33-3.05(m, 5H), 2.91(dd, J=4.0, 7.9Hz, 1H), 2.85-
2.58(m, 3H), 2.11(br s, 1H), 1.91-1.55(m, 2H), 1.15(t, J=7.1Hz, 3H), 1.10(t, J=7.1Hz, 3H).

[실시예 28]

(3R
*
, 4S

*
, 5S

*
, 6S

*
)-N,N-디에틸-5-(5-클로로-2-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

2]옥탄-3-카복스아미드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융점 : 190-194℃.

IR(KBr, 유리아민): 3430, 1631, 1486, 1449, 1247, 1025, 821, 751, 701, 693cm
-1
.

1
H NMR(CDCl3 ,  유리아민):  7.58(d,  J=6.9Hz,  2H),  7.40-7.19(m,  7H),  7.14(dd,  J=2.5,  8.9Hz,  1H), 

6.63(d,  J=8.9Hz,  2H),  5.24(br  s,  1H),  4.49(d,  J=11.9Hz,  1H),  3.85-3.06(m,  12H),  3.47(s,  3H), 
2.24(br s, 1H), 2.15-1.90(m, 2H), 1.23(t, J=7.2Hz, 3H), 1.02(t, J=7.2Hz, 3H).

[실시예 29]

(3R
*
, 4S

*
, 5S

*
, 6S

*
)-N,N-디에틸-5-(5-t-부틸-2-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

2]옥탄-3-카복스아미드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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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점 : 180-183℃.

IR(KBr, 유리아민): 3450, 1630, 1500, 1457, 1450, 1250, 751, 702cm
-1
.

1
H NMR(CDCl3 ,  유리아민):  7.36-7.03(m,  10H),  6.89(d,  J=2.6Hz,  1H),  6.64(d,  J=8.8Hz,  1H),  4.52(d, 

J=12.1Hz, 1H), 3.71-3.48(m, 4H), 3.52(s, 3H), 3.35-3.03(m, 5H), 2.98(dd, J=4.0, 7.7Hz, 1H), 2.91-
2.60(m, 3H), 2.19(br s, 1H), 1.87-1.75(m, 2H), 1.27(s, 9H), 1.16(t, J=7.3Hz, 3H), 1.11(t, J=7.3Hz, 
3H).

[실시예 30]

(3R
*
,4S

*
,5S

*
,6S

*
)-5-(2-메톡시-5-메틸티오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카복

실산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융점 : 170-175℃.

IR(KBr, 유리아민): 3420, 1725, 1490cm
-1
.

1
H NMR(CDCl3, 유리아민): 7.40(m, 11H), 6.75(br s, 1H), 6.41(d, J=8.4Hz, 1H), 4.40(d, J=11.7Hz, 1H), 

4.05(br s, 1H), 3.48(s, 3H), 3.60-3.40(m, 2H), 3.34-2.50(m, 8H), 2.38(s, 3H), 1.95(s, 3H), 1.95-
1.56(m, 2H).

[실시예 31]

(3R
*
, 4S

*
, 5S

*
, 6S

*
)-5-(5-이소프로필-2-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

카복스아미드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융점 : 247℃.

IR(KBr, 유리아민): 3310, 1685, 1505cm
-1
.

1
H NMR(CDCl3, 유리아민): 7.35-7.00(m, 11H), 6.66(d, J=8.4Hz, 1H), 6.57(d, J=2.2Hz, 1H), (5.39(br s, 

2H),  4.48(d,  J=12.1Hz,  1H),  3.70-3.64(m,  1H),  3.63(d,  J=12.8Hz,  1H),  3.55(s,  3H),  3.20(d, 
J=12.8Hz,  1H),  3.19-2.93(m,  4H),  2.83-2.60(m,  2H),  2.49-2.42(m,  2H),  1.95-1.81(m,  1H), 1.60-
1.50(m, 1H), 1.20(d, J=6.6Hz, 3H), 1.18(d, J=6.6Hz, 3H).

[실시예 32]

(3R
*
, 4S

*
, 5S

*
, 6S

*
)-5-(5-이소프로필-2-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

카복실산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융점 : 150-155℃.

IR(KBr, 유리아민): 3400, 1730, 1510cm
-1
.

1
H NMR(CDCl3 ,  유리아민):  7.36-7.00(m,  11H),  6.63(d,  J=8.8Hz,  1H),  6.57(d,  J=1.8Hz,  1H),  4.47(d, 

J=12.4Hz, 1H), 4.00(br s, 1H), 3.51(s, 3H), 3.70-3.45(m, 2H), 3.40-2.40(m, 8H), 2.00-1.55(m, 2H), 
1.19(d, J=6.9Hz, 3H), 1.18(d, J=6.9Hz, 3H).

[실시예 33]

(3R
*
,4S

*
, 5S

*
, 6S

*
)-5-(2-메톡시-5-메틸티오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 -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카

복스아미드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융점 :  220-225℃.

IR(KBr): 3300, 3200, 1685, 1495cm
-1
.

1
H NMR(CDCl3, 유리아민): 7.34-7.06(m, 11H), 6.72(d, J=2.6Hz, 1H), 6.67(d, J=8.4Hz, 1H), 5.48(br.s, 

2H), 4.45(d, J=12.1Hz, 1H, 1H), 3.80-3.64(m, 1H), 3.62-3.50(m, 4H), 3.28-2.96(m, 4H), 3.28-2.95(m, 
6H), 2.63-2.76(m, 1H), 2.57-2.45(m, 1H), 2.42(s, 3H), 1.95-1.50(m, 2H).

[실시예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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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R
*
, 3R

*
, 4R

*
, 5S

*
)-N,N-디에틸-5-[N-(4-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

3-카복스아미드(65)

무수 톨루엔(5.0㎖)중에 케톤, 63(0.30g, 0.77mmol) 및 4-메톡시벤질아민 (0.12㎖, 0.89mmol)의 현탁액에 
D-캄포설폰산(9.2mg, 0.04mmol)을 첨가하였다. 생성 혼합물을 교반시키고 물을 비등시켜 제거하기 위해서 
분자체 4가 장착된 사이드-암드(side-armed) 적하 깔대기를 통해 환류하에 가열하였다. 상기 가열조건하
에서 밤새 교반한 다음, 반응 혼합물을 진공 상태로 건고 농축시켜 조 아민, 64를 얻었다. 이를 무수 
THF(1.0㎖)중에 용해시키고, 이 용액을 실온에서 아세트산(8.0㎖)중에  나트륨 트리아세톡시보로하이드레
이트(0.41g), 1.93mmol)의 용액에 교반하면서 적가하였다. 실온에서 8시간동안 교반시킨 다음, 반응 혼합
물을 진공상태로 농축시켰다. 잔사를 수성 NaOH로 염기화하고, 클로로포름(CHCl3)으로 추출하였다. 혼합된 

CHCl3 추출액을 포화된 수성 NaCl로  새척하고, 건조시키고 (K2CO3), 진공상태로 농축시켜 옅은 황색 점성 

오일(0.52g)을 얻었다. 이를 실리카겔상에서 크로마토그래피하였다(메르크 키젤겔(Mercln Kieselgel 60, 
8.0g), 메틸렌 클로라이드-메탄올(CH2Cl2-MeOH) (10 0:1)로 용리시켜 극소량의 엔도 이성체를 불순물로 갖

고, 자발적으로 결정화되는 화합물 65를 무색의 점성 오일로서 얻었다. 이 고형물을 2-프로판올로부터 재
결정화하여 무색 프리즘으로서 순수한 화합물 65(65.5mg, 17%)를 얻었다.

융점 : 131-133℃(이소프로판올).

IR(누졸) : 3380(m), 1645(s), 1610(m), 1510(s), 1243(s), 1030(s), 810(m), 750(m), 745(m), 710(m), 

690(m)cm
-1
.

1
H NMR(CDCl3 ):  7.43-7.15(m,  9H),  7,.15-7.04(m,  1H),  6.68(d,  J=8.8Hz,  2H),  6.50(d,  J=8.8Hz,  2H), 

4.43(d,  J=12.1Hz,  1H),  3.78(s,  3H),  3.77-3.62(m,  1H),  3.56(d,  J=13.0Hz,  1H),  3.56-3.44(m,  1H), 
3.16(d,  J=13.0Hz,  1H),  3.35-3.04(m,  6H),  2.84(dd,  J=4.0,  7.7Hz,  1H),  2.80-2.65(m,  1H),  2.59(dd, 
J=8.6,  8.6Hz,  1H),  2.08(br  s,1H),  1.86-1.68(m,  2H),  1.63(br  s,  NH,  1H),  1.15(t,  J=7.1Hz,  3H), 
1.11(t, J=7.1Hz, 3H).

[실시예 35]

(3R
*
, 4S

*
, 5S

*
, 6S

*
)-메틸-6-디페닐메틸-5-(2-메톡시-5-메틸티오벤질아미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

-3-카복실레이트(66)

10% HCl/MeOH(5㎖)중에 (3R
*
, 4S

*
, 5S

*
, 6S

*
)-N,N-디에틸-5-(2-메톡시-5-메틸티오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

-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카복실산(실시예 30의 표제 화합물, 0.40g, 0.65mmol)의 용액을 환류하
에 2시간동안 가열하였다. 실온으로 냉각시킨후, 용매를 제거하였다. NaHCO3 수용액을 첨가하고(pH=8), 유

기층을 EtOAc(70㎖)로 2회 추출하였다. 혼합된 추출액을 염수로 세척하고, 건조시키고(MgSO4) 증발시켰다. 

잔사를 실리카겔상에서 크로마토그래피(용리제 헥산: EtOAc=3:2)하여 화합물 66(0.20g, 56%)을 얻었다.

융점  : 70-73℃.

IR(KBr): 3440, 2950, 1730, 1495cm
-1
.

1
H NMR(CDCl3 ,  유리아민):  7.30-7.05(m,  11H),  6.72(d,  J=2.2Hz,  1H),  6.65(d,  J=8.4Hz,  1H),  4.43(d, 

J=12.1Hz, 1H), 3.71(s, 3H), 3.55(s, 3H), 3.65-3.52(m, 3H), 3.24(d, J=13.2Hz, 1H), 3.20-2.92(m.4H), 
2.66-2.43(m, 3H), 2.42(s, 3H), 1.92-1.75(m, 1H), 1.50-1.32(m, 1H).

[실시예 36]

(3R
*
, 4S

*
, 5S

*
, 6S

*
)-6-디페닐메틸-3-하이드록시메틸-5-(2-메톡시-5-메틸티오벤질아미노)-1-아자비사이클

로[2.2.2]옥탄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67)

화합물 66(66mg, 0.13mmol)을 0℃에서 에테르(5㎖)중에 LiAlH4(12mg, 0.39mmol)의 현탁액에 첨가한 다음, 

실온에서 1 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NaHCO3 수용액(2방울)에 이어서 EtOAc(20㎖)를 첨가하고 15분동안 교반

하였다. 유기층을 분리하고, 건조시키고 (MgSO4), 감압하에서 증발시켰다. 조 생성물을 10% HCl/MeOH 로 

처리하여 화합물 67(43mg, 55%)을 얻었다.

융점 : 17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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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KBr): 3400, 1575, 1495cm
-1
.

1
H NMR(CDCl3 ,  유리아민):  7.34-7.07(m,  11H),  6.73(d,  J=2.2Hz,  1H),  6.64(d,  J=8.4Hz,  1H),  4.45(d, 

J=12.1Hz,  1H),  3.54(s,  3H),  3.76-3.52(m,  5H),  3.20(d,  J=12.8Hz,  1H),  3.21-3.20(m,  1H), 2.98-
2.86(m, 2H), 2.60-2.47(m, 1H), 2.42(s, 3H), 2.30-2.19(m, 2H), 2.00-1.72(m, 2H), 1.39-1.30(m, 1H).

[실시예 37]

(3R
*
, 4R

*
, 5R

*
, 6R

*
)-메틸-5-(2-메톡시-5-메틸티오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

-3-카복실산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68)

무수 MeOH(3㎖)중에 화합물 66(0.141g, 0.25mmol)의 용액에 실온에서 60% NaH(20mg, 0.50mmol)의 일부를 
첨가하였다. 혼합물을 50℃ 에서 2시간동안 가열하였다. 용매를 제거하고, EtOAc(100㎖)로 추출하였다. 
유기층을 염수로 세척하고, 건조시키고(MgSO4 ),  증발시켰다. 잔사를 실리카겔상에서 크로마토그래피하여

(용리제 헥산: EtOAc=1:1) 화합물 68(28mg, 20%)을 얻었다.

융점 : 144-147℃.

IR(KBr) : 3420, 1730, 1495cm
-1
.

1
H NMR(CDCl3 ,  유리아민) : 7.29-7.05(m,  11H),  6.74(d,  J=2.2Hz,  1H),  6.61(d,  J=8.4Hz,  1H),  4.41(d, 

J=12.1Hz,  1H),  3.84(dd,  J=7.3,  12.1Hz,  1H),  3.72-3.62(m,  1H),  3.68(s,  3H),  3.48(s,  3H), 3.58-
3.49(m,  2H),  3.31(dt,  J=2.7,  13.6Hz,  1H),  3.15(d,  J=13.6Hz,  1H),  2.87-2.75(m,  2H),  2.70-2.62(m, 
1H), 2.62-2.48(m, 2H), 2.41(s, 3H), 2.11-1.97(m, 1H).

[실시예 38]

(2R
*
, 4R

*
, 5R

*
, 6R

*
)-N, N-디메틸-6-디페닐메틸-5-(2-메톡시-5-메틸티오벤질아미노)-1아자비사이클로

[2.2.2]옥탄-2-카복스아미드

실시예 38 의 표제 화합물을 화합물 39(실시예 15)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융점 : 156-158℃.

IR(KBr) : 3450, 2920, 1645, 1495cm
-1
.

1
H NMR(CDCl3 ,  유리아민) : 7.36-6.98(m,  11H),  6.74(d,  J=2.6Hz,  1H),  6.63(d,  J=8.4Hz,  1H),  4.51(d, 

J=12.1Hz  1H),  3.55(d,  J=13.2,  1H),  3.52-3.49(m,  1H),  3.49(m,  3H),  3.35(d,  J=8.4Hz,  1H),  3.21(d, 
J=13.2Hz,  1H),  3.19-3.00(m,  1H),  2.97-2.92(m,  1H),  2.79(s,  3H),  2.66-2.59(m,  1H),  2.41(s,  3H), 
2.20-2.10(m, 1H), 2.17(s, 3H), 1.82-1.67(m, 1H), 1.48-1.30(m, 2H).

[실시예 39]

(2R
*
, 4R

*
, 5R

*
, 6R

*
)-6-디페닐메틸-5-(2-메톡시-5-메틸티오벤질아미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2-카

복실산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실시예 39 의 표제 화합물을 화합물 24(실시예 9)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융점 : 162-167℃.

IR(KBr) : 3430, 1740, 1495cm
-1
.

1
H NMR(CDCl3 )  :  7.36-7.25(m,  10H),  7.14(dd,  J=2.6,  8.4Hz,  1H),  6.71(d,  J=2.6Hz,  1H),  6.67(d, 

J=8.4Hz, 1H), 4.65(d, J=12.1Hz, 1H), 4.26(dd, J=8.4, 12.1Hz, 1H), 3.79-3.67(m, 1H), 3.53(s, 3H), 
3.50-3.20(s, 3H), 3.10-2.80(m, 1H), 2.70-2.57(m, 1H), 2.42(s, 3H), 2.33-2.15(m, 1H), 1.72-1.60(m, 
1H).

실시예 40, 41 및 42 의 표제 화합물을 화합물 49 및 50(실시예 19 및 20)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실시예 40]

(3R
*
,4S

*
, 5S

*
, 6R

*
)-N-메톡시-N-메틸-5-(2, 5-디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

2]옥탄-3-카복스아미드

융점 : 174-176℃.

IR(KBr) : 3415, 2945, 1658, 1504, 1454, 1436, 1391, 1232, 1041, 711cm
-1
.

1
H NMR(CDCl3 ,  유리염기)  :  7.35-7.05(m,  10H),  6.67(dd,  J=2.9,  8.2Hz,  1H),  6.60(d,  J=8.8Hz,  1H), 

6.42(d, J=2.9Hz, 1H), 4.52(d, J=12.1Hz, 1H), 3.73(s, 3H), 3.67(s, 3H), 3.47(s, 3H), 3.20(s, 3H), 
3.83-2.80(m, 8H), 2.71-2.60(m, 1H), 2.36(br, 1H), 1.85-1.25(m, 2H).

[실시예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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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
*
, 4S

*
, 5R

*
, 6S

*
)-N-에틸-5-(2, 5-디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

3-카복스아미드

융점 : 248-249℃.

IR(KBr) : 3480, 3480, 3250, 3195, 2795, 1675, 1549, 1505, 1453, 1436, 1238, 712cm
-1
.

1
H NMR(CDCl3, 유리염기) : 7.39-7.03(m, 10H), 6.75-6.60(m, 2H), 6.41(d, J=2.2Hz, 1H), 5.44(br, 1H), 

4.40(d, J=12.5Hz, 1H), 3.81-3.53(m, 2H), 3.74(s, 3H), 3.59(s, 3H), 3.33-2.91(m, 8H), 2.74-2.62(m, 
1H), 2.22(br, 1H), 1.90-1.76(m, 1H), 1.42-1.25(m, 1H), 1.12(t, J=7Hz, 3H).

[실시예 42]

(3R
*
, 4S

*
, 5S

*
, 6S

*
)-N, N-(3-옥사-1, 5-펜틸렌)-5-(2, 5-디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

클로[2.2.2]옥탄-3-카복스아미드

융점 : 164-165℃.

IR(KBr) : 2935, 1645, 1498, 1450, 1432, 1268, 1232, 1112, 1048, 1023, 704cm
-1
.

1
H NMR(CDCl3 )  :  7.36-7.05(m,  10H),  6.68(dd,  J=2.9,  8.8Hz,  1H),  6.62(d,  J=8.8Hz,  1H),  6.36(d, 

J=2.9Hz, 1H), 4.51(d, J=12.1Hz, 1H), 3.73(s, 3H), 3.48(s, 3H), 3.80-3.00(m, 13H), 2.89(dd, J=4.1, 
7.7Hz, 1H), 2.86-2.57(m, 3H), 2.08(br, 1H), 1.83-1.34(m, 2H).

[실시예 43]

(2R
*
, 4R

*
, 5R

*
, 6R

*
)-메틸-6-디페닐메틸-5-(2-메톡시-5-메틸티오벤질아미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

-2-카복실레이트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실시예 43의 표제 화합물을 화합물 66(실시예 35)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융점 : 132-136℃.

IR(KBr) : 3440, 1720, 1495cm
-1
.

1
H NMR(CDCl3 ,  유리아민) : 7.34-7.03(m,  11H),  6.74(d,  J=2.6Hz,  1H),  6.65(d,  J=8.4Hz,  1H),  4.54(d, 

J=11.7Hz,  1H),  3.69-3.47(s,  3H),  3.60(s,  3H),  3.54(s,  3H),  3.20(d,  J=13.2Hz,  1H),  3.12-2.96(m, 
1H),  2.90(dd,  J=4.0,  8.1Hz,  1H),  2.70-2.56(m,  1H),  2.42(s,  3H),  2.23-2.10(m,  2H),  1.95-1.80(m, 
1H), 1.73-1.60(m, 1H), 1.32-1.20(m, 1H).

[실시예 44]

(2R
*
, 4R

*
, 5R

*
, 6R

*
)-6-디페닐메틸-2-하이드록시메틸-5-(2-메톡시-5-메틸티오벤질아미노)-1-아자비사이클

로[2.2.2]옥탄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실시예 44의 표제 화합물을 화합물 67(실시예 36)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융점 : 148-452℃.

IR(KBr) : 3420, 3200, 1495, 1250cm
-1
.

1
H NMR(CDCl3 ,  유리아민) : 7.40-6.96(m,  11H),  6.76(d,  J=2.6Hz,  1H),  6.65(d,  J=8.4Hz,  1H),  4.61(d, 

J=12.1Hz, 1H), 3.63-3.37(m, 4H), 3.51(s, 3H), 3.23(d, 13.2Hz, 1H), 3.04-2.90(m, 3H), 2.60-2.47(m, 
1H), 2.41(s, 3H), 2.10-1.75(m, 3H), 2.72-2.58(m, 1H), 1.12-0.98(m, 2H).

[실시예 45]

(3R
*
, 4S

*
, 5S

*
, 6S

*
)-N-에틸-5-(2, 5-디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

3-카복스아미드

실시예 45의 표제 화합물을 (3R
*
, 4S

*
, 5S

*
, 6S

*
)-N-메톡시-N-메틸-5(2, 5-디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

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카복스아미드(실시예 41)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IR(KBr) : 2490, 1645, 1498, 1463, 1451, 1228, 1047, 703cm
-1
.

1
H NMR(CDCl3 ,  유리염기) : 7.39-7.06(m,  10H),  6.80-6.65(m,  2H),  6.38(d,  J=2Hz,  1H),  5.39(br,  1H), 

4.48(d, J=12Hz, 1H), 3.74(s, 3H), 3.55(s, 3H), 3.84-2.50(m, 11H), 2.22(br, 1H), 1.86-1.44(m, 2H).

[실시예 46]

(3R
*
, 4S

*
, 5S

*
, 6S

*
)-N,N-(3-티아-1, 5-펜틸렌)-5-(2, 5-디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

클로[2.2.2]옥탄-3-카복스아미드

실시예 46의 표제 화합물을 화합물 49(실시예 19)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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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점 : 185-188℃.

IR(KBr) : 2930, 1645, 1497, 1450, 1429, 1285, 1264, 1230, 1218, 1204, 1184, 1046, 1023, 802, 754, 

703cm
-1
.

1
H NMR(CDCl3 )  :  7.36-7.04(m,  10H),  6.70-6.59(m,  2H),  6.36(d,  J=3Hz,  1H),  4.52(d,  J=12Hz,  1H), 

4.18(br, 2H), 3.72(s, 3H), 3.48(s, 3H), 3.87-3.43(m, 4H), 3.35-2.47(m, 11H), 2.11(br, 1H), 1.84-
1.54(m, 2H).

[실시예 47]

(3R
*
, 4S

*
, 5S

*
, 6S

*
)-N,N-(3-티아-1, 5-펜틸렌)-5-(2, 5-디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

클로[2.2.2]옥탄-3-카복스아미드-S-옥사이드

(3R
*
, 4S

*
, 5S

*
, 6S

*
)-N,N-(3-티아-1, 5-펜틸렌)-5-(2, 5-디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

클로[2.2.2]옥탄-3-카복스아미드(실시예 46, 170mg, 0.3mmol), NaIO4(60mg, 0.3mmol), 및 H2O(4㎖)의 혼합

물을 실온에서 2 시간동안 교반하였다. 혼합물을 NaHCO3로 염기화하고, CH2Cl2(20㎖×2)로 추출하고, 건조 

농축시켰다. 조 생성물을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실리카겔 5g, CH2Cl2:MeOH =10:1)에 의해 정제하고 EtOH(10

㎖)로부터 재결정화하여 표제 화합물(70mg, 40%)을 얻었다.

융점 : 235-239℃.

IR(KBr) : 3445, 2930, 1642, 1500, 1468, 1450, 1428, 1227, 1180, 1046, 1013, 748, 704cm
-1
.

1
H NMR(CDCl3) : 7.40-7.07(m, 10H), 6.72-6.61(m, 2H), 6.35(d, J=3Hz, 1H), 3.74(s, 3H), 3.51(s, 3H), 

4.14-3.12(m, 4H), 3.00-2.54(m, 11H), 2.11(br, 1H), 1.85-1.55(m, 2H).

[실시예 48]

(3R
*
, 4S

*
, 5S

*
, 6S

*
)-N,N-(3-티아-1, 5-펜틸렌)-5-(2, 5-디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

클로[2.2.2]옥탄-3-카복스아미드-S, S-디옥사이드

(3R
*
, 4S

*
, 5S

*
, 6S

*
)-N,N-(3-티아-1, 5-펜틸렌)-5-(2, 5-디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

클로[2.2.2]옥탄-3-카복스아미드(실시예  4  6,  200mg,  0.35mmol),  칼륨  퍼옥심모노설페이트(620mg, 
1mmol), MeOH(3㎖) 및 H2O(3㎖)의 혼합물을 실온에서 5 시간동안 교반하였다. 혼합물을 NaHCO3 로 염기화

하고, CH2Cl2 (20㎖×3)로  추출하고,  건조  농축시켰다.  조  생성물을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실리카겔  5g, 

CH2Cl2:MeOH=10:1)에 의해 정제하고 EtOH(50㎖)로부터 재결정화하여 표제 화합물(190mg, 90%)을 얻었다.

융점 : 252-254℃.

IR(KBr) : 3435, 1648, 1500, 1317, 1283, 1229, 1192cm
-1
.

1
H NMR(CDCl3) : 7.40-7.07(m, 10H), 6.73-6.61(m, 2H), 6.32(d, J=3Hz, 1H), 4.52(d, J=12Hz, 1H), 4.48-

4.30(m, 2H), 3.74(s, 3H), 3.48(s, 3H), 3.90-2.55(m, 15H), 2.02(br, 1H), 1.83-1.46(m, 2H).

[실시예 49]

(3R,  4S,  5S,  6S)-5-(5-이소프로필-2-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 -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
3-카복스아미드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3R
*
, 4R

*
)-N, N-디에틸-5-옥소-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카복스아미드의 광분해

(3R
*
, 4R

*
)-N,  N-디에틸-5-옥소-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카복스아미드(180g,  0.804mol)  및 (-)-디

벤조일-L-타타르산(L-DBT) 모노하이드레이드(211g, 0.561mol)를 에탄올(3.65㎖)중에 첨가하고, 등명한 용
액을 얻을 때까지 생성 혼합물을 가열하였다.

용액을 수욕에서 약 40℃ 로 신속하게 냉각시키고, 밤새 방치하여 결정을 형성시키고, 여과하여 수집하였
다. 얻어진 결정(100.5g, 21.5%)은 97%의 광학 순도를 갖는 (+)-(3R, 4R)-N, -N-디에틸-5-옥소-1-아자비
사이클로[2.2.2]옥탄-3-카복스아미드 L-DBT 염으로 밝혀졌다.

(-)-L-DBT 모노하이드레이트의 추가량(90.6g, 0.241mol)을 모액에 첨가하고, 증발시켜 약 3. 5ℓ 로 농축
하였다. 생성 혼합물을 환류하에 가열하여 등명한 용액을 얻고, 실온에서 방치하였다. 2일후, 형성된 결
정을 여과하여 수집하였다. 결정(117g, 25%)은 92%의 광학 순도를 갖는 (-)-(3S, 4S)-N, N-디에틸-5-옥소

-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카복스아미드 L-DBT 염으로 밝혀졌다. 200g의 (3R
*
, 4R 

*
)-N, N-디에틸-

5-옥소-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카복스아미드로부터  동일한  분해  과정을  반복하였다.  이로부터 
95%의 광학 순도를 갖는 (+) 거울상 이성체의 L-DBT 염(180g, 31％) 및 97％의 광학 순도를 갖는 (-)거울
상 이성체의  L-DBT 염을 얻었다.

상기 2 개의 과정으로부터 얻어진 (-) 거울상 이성체의 L-DBT 염을 혼합하고 에탄올 1.5㎖ 중에 현탁시켰
다. 생성된 현탁액을 환류하에 3 시간동안 가열하고, 실온에서 밤새 방치하였다. 얻어진 결정들을 염처리
(수성 비카보네이트)에 의해 유리 아민으로 전환시킨 다음 염화메틸렌으로 추출하여 99% 이상의 광학 순
도를  갖는  (-)-(3S,  4S)-N,  N-디에틸-5-옥소-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카복스아미드(73g,  18%)를 
얻었다. 유사하게, 99% 이상의 광학 순도를 갖는 (+) 거울상 이성체(21%) 83g을 얻었다. 상기 언급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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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순도는 키랄 HPLC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절대 배위는 (-) 거울상 이성체의 디벤조일-L-타타르산의 
X-선 결정학에 의해 측정하였다.

(3R
*
, 4R

*
)-N ,N-디에틸-5-옥소-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카복스아미드(69) 디벤조일-L-타타르산 염

융점 : 120-135℃(분해, 융점에서 불투명함).

분석치 : C, 60.27% ;  H, 6.48% ;  N, 4.39%.

실측치 : C, 60.10% ;  H, 6.43% ;  N, 4.45%.

(+)-(3R, 4R)-N ,N-디에틸-5-옥소-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카복스아미드(69)

융점 : 108.6-112.1℃(에틸 아세테이트).

분석치 : C, 64.26% ; H, 8.99% ;  N, 12.49%.

실측치 : C, 63.96% ; H, 9.24% ;  N, 12.38%.

[α]
D
=+59.0°(c=1.00, 에탄올).

(3S, 4S)-N, N-디에틸-5-옥소-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카복스아미드(70) 디벤조일-L-타타르산 염

융점 : 158.7-159.3℃(분해).

분석치 : C, 61.85% ; H, 5.88% ;  N, 4.81%.

실측치 : C, 61.54% ; H, 5.91% ;  N, 4.81%.

(-)-(3S, 4S)-N, N-디메틸-5-옥소-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카복스아미드(70) 

융점 : 108.6-111.5℃(에틸 아세테이트).

분석치 : C, 64.26% ;  H, 8.99% ;  N, 12.49%.

실측치 : C, 63.90% ;  H, 9.24% ;  N, 12.33%.

[α]D
25
=-58.8°(c=1.00, 에탄올).

표제 화합물은 실시예 31의 표제 화합물의 광학 이성체이고 실시예 5.9, 19 및 20에 기술된 방법과 유사
하게 화합물 70으로부터 제조하였다.

융점 : 215-219℃.

IR(KBr): 3320, 3200, 1685, 1505cm
-1
.

1
H  NMR(270MHz, CDCl3 ,  ppm):  7.35-7.00(m,  11H),  6.67(d,  J=8.4Hz,  1H),  6.57(d,  J=2.8Hz,  1H), 5.57-

5.36(m, 2H), 4.48(d, J=11.7Hz, 1H), 3.70-3.62(m, 2H), 3.55(s, 3H), 3.26-2.90(m, 5H), 2.80-2.26(m, 
2H), 2.51-2.40(m, 2H), 1.92-1.80(m, 1H), 1.70-1.66(m, 1H), 1.21(d, J=7.0Hz, 3H), 1.18(d, J=7.0Hz, 
3H).

[α]D
25
=+15.5°(c=1.00, DMSO).

[실시예 50]

(3R,  4S,  5S,  6S)-5-(5-이소프로필-2-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 -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카
복실산 디하이드로 클로라이드

표재 화합물은 실시예 32의 표제 화합물의 광학 이성체이고 실시예 21에 기술된 방법과 유사하게 실시예 
49의 표제 화합물로부터 제조하였다. 융점: ＞230℃.

IR(KBr): 3400, 3200, 1735, 1500cm
-1
.

1
H NMR(270MHz, CDCl3, ppm, 유리염기): 7.40-6.98(m, 11H), 6.63(d, J=8.8Hz, 1H), 6.57(s, 1H), 4.45(d, 

J=12.4Hz,  1H),  3.50(s,  3H),  3.97-3.80(m,  1H),  3.64(d,  J=12.4Hz,  1H),  3.50-3.00(m,  6H), 2.90-
2.50(m, 4H), 1.97-1.82(m, 1H), 1.70-1.52(m, 1H), 1.19(d, J=7.0Hz, 3H), 1.17(d, J=7.0Hz, 3H).

[α]D
25
=+9.90°(c=1.00, EtOH).

[실시예 51]

(3R,  4S,  5S, 6S)-5-(2-메톡시-5-메틸티오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카복
실산 디하이드로 클로라이드

표재 화합물은 실시예 33의 표제 화합물의 광학 이성체이고 실시예 9, 19 및 20에 기술된 방법과 유사하
게 화합물 70으로부터 제조하였다. 

융점 : 218-225℃.

IR(KBr): 3300, 3200, 1690, 1495cm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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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 NMR(270MHz, CDCl3, ppm): 7.33-7.10(11H, m), 6.72(1H, d, J=2.6Hz), 6.67(d, J=8.4Hz, 1H), 5.76(s, 

1H),  5.42(br,  s,  1H),  4.46(d,  J=12.1Hz,  1H),  3.85-3.74(m,  1H),  3.61-3.56(m,  1H),  3.55(s,  1H), 
3.28-2.98(m, 5H), 2.80-2.43(m, 3H), 2.42(s, 3H), 1.92-1.65(m, 2H).

[α]D
25
=+20.8°(c=0.50, DMSO).

[실시예 52]

(3R,  4S,  5S, 6S)-5-(2-메톡시-5-메틸티오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카복
실산 디하이드로 클로라이드

표제 화합물은 실시예 30의 표제 화합물의 광학 이성체이고 실시예 21에 기술된 방법과 유사하게 실시예 
51의 표제 화합물로부터 제조하였다.

융점 : 212-215℃.

IR(KBr): 3400, 3200, 1720, 1495cm
-1
.

1
H NMR(270MHz, CDCl3, ppm, 유리염기): 7.45-7.10(m, 11H), 6.72(s, 1H), 6.65(d, J=8.8Hz, 1H), 4.47(d, 

J=11.0Hz, 1H), 3.53(s, 3H), 3.62-2.62(m, 11H), 2.41(s, 3H), 2.04-1.90(m, 1H), 1.82-1.62(m, 1H).

[α]D
25
=+12.0°(c=1.00, DMSO).

[실시예 53]

(3R,  4S,  5S,  6S)-5-(2,5-디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카복스아미드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표제 화합물은 실시예 20의 표제 화합물의 광학 이성체이고 실시예 5, 9, 19 및 20에 기술된 방법과 유사
하게 화합물 70으로 부터 제조하였다. 

융점 : 191-196℃.

IR(KBr): 3300, 3200, 1685, 1505cm
-1
.

1
H NMR(270MHz, CDCl3, ppm): 7.33-7.08(m, 10H), 6.71-6.62(m, 2H), 6.35(d, J=2.9Hz, 1H), 5.44(br s, 

2H),  4.46(d,  J=12.1Hz,  1H),  3.73(s,  3H),  3.53(s,  3H),  3.70-3.45(m,  2H),  3.30-2.93(m,  5H), 2.75-
2.60(m, 1H), 2.54-2.38(m, 2H), 1.93-1.77(m, 1H), 1.70-1.55(m, 1H).

[α]D
25
=+18.6°(c=0.50, DMSO).

[실시예 54]

(3R, 4S, 5S, 6S)-5-(2,5-디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카복실산 디
하이드로클로라이드

표제 화합물은 실시예 21의 표제 화합물의 광학 이성체이고, 실시예 21에 기술된 방법과 유사하게 실시예 
53의 표제 화합물부터 제조하였다. 

융점 : 238-245℃.

IR(KBr): 3500, 1720, 1505, 1440cm
-1
.

1
H NMR(270MHz, CDCl3, ppm, 유리염기): 7.32-7.02(m, 10H), 6.71-6.56(m, 2H), 6.41(br s, 1H), 4.38(d, 

J=11.0Hz,  1H),  3.68(s,  3H),  3.90-3.45(m,  2H),  3.44(s,  3H),  3.25-2.95(m,  4H),  2.74-2.20(m,  5H), 
1.90-1.55(m, 2H).

[α]D
25
=+12.7°(c=1.00, DMSO).

[실시예 55]

(3S  ,4R  ,5R,  6R)-5-(5-이소프로필-2-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 -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
3-카복스아미드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표제 화합물은 실시예 31의 표제 화합물의 광학 이성체이고  실시예 5, 9, 19에 기술된 방법과 유사하게 
화합물 69로 부터 제조하였다. 

융점 : 246-249℃.

분석치 : C, 63.35%, H, 7.48%, N, 6.93%,(2H2O),

실측치 : C, 63.16%, H, 7.54%, N, 6.93%.

[α]D
25
=-15.0°(c=1.00, DMSO).

[실시예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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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S  ,4R,5R,  6S)-5-(5-이소프로필-2-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 -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카
복실산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표제 화합물은 실시예 32의 표제 화합물의 광학 이성체이고, 실시예 21에 기술된 방법과 유사하게 실시예 
55의 표제 화합물로부터 제조하였다.

융점 : 210-213℃.

분석치 : C, 64.21%, H, 7.24%, N, 4.68%,(1.5H2O),

실측치 : C, 64.32%, H, 7.33%, N, 4.89%.

[α]D
25
=-9.80°(c=1.00, EtOH).

[실시예 57]

(2R
*
, 4R

*
, 5R

*
, 6R

*
)-6-디페닐메틸-5-(5-이소프로필-2-메톡시벤질아미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2-

카복실산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표제 화합물은 실시예 15 및 21에 기술된 방법과 유사하게 제조하였다.

융점 : 138-141℃.

IR(KBr): 3420, 2970, 1740, 1510cm
-1
.

1
H  NMR(270MHz, CDCl3 ,  ppm,  유리염기):  7.41-7.14(m,  10H),  7.08(dd,  J=2.6,  8.4Hz,  1H),  6.66(d, 

J=8.4Hz, 1H), 6.60(d, J=2.6Hz, 1H), 4.68(d, J=12.1Hz, 1H), 4.32(dd, J=8.8 및 12.1Hz, 1H), 3.90-
3.78(m, 1H), 3.50(s, 3H), 3.42-3.33(m, 2H), 3.30-3.32(m, 2H), 2.90-2.72(m, 1H), 2.65-2.55(m, 1H), 
2.46-2.35(m,  1H),  2.23-2.14(m,  1H),  2.09-1.92(m,  1H),  1.73-1.56(m,  1H),  1.21(d,  J=7.0Hz,  3H), 
1.20(d, J=7.0Hz, 3H), 1.20(d, J=7.0Hz, 3H).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기 일반식(Ⅰ)의 화합물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

상기 식에서, W 는 Y 또는 X(CH2)n 이고 ; Y 는 비치환되거나 치환된 (C1-C6)알케닐 또는 비치환되거나 치

환된 (C1-C6) 사이클로알킬이고 ;  단, Y는 (i) 비치환된 직쇄 또는 측쇄 (C1-C8)알킬, (ⅱ) 비치환된 직쇄 

또는 측쇄 (C2-C6)알케닐, (ⅲ) 할로 또는 (C1-C4)알킬로 치환된 직쇄 또는 측쇄 (C1-C6)알킬, 또는 (ⅳ) 

할로 또는 (C1-C4)알킬로 치환된 직쇄 또는 측쇄 (C2-C6)알케닐일 수는 없으며 ; X 는 하이드록시, 비치환

되거나 치환된 (C1-C6) 알콕시, CONR
1
R
2
, CO

2
R
1
, CHR

1
OR

2
, CHR

1
NR

2
R
3
, COR1, CONR1OR2 또는 비치환되거나 치환

된 아릴이고, 여기에서 아릴은 페닐, 나프틸, 피리딜, 퀴놀릴, 티에닐, 푸릴, 페녹시페닐, 옥사졸릴, 테

트라졸릴, 티아졸릴, 이미다졸릴 및 피라졸릴로부터 선택되고 ; n 은 0 내지 6 의 정수이고 ; Ar
1
, Ar

2
 및 

Ar
3 
은 각각 독립적으로 비치환되거나 치환된 아릴이고, 여기에서, 아릴은 페닐, 나프틸, 피리딜, 퀴놀릴, 

티에닐, 푸릴, 페녹시페닐, 옥사졸릴, 테트라졸릴, 티아졸릴, 이미다졸릴 및 피라졸로부터 선택되고 ; R
1
, 

R
2
 및R

3
 은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C1-C  6)알킬, (C1-C6) 알콕시, (C3-C8) 사이클로알킬, 아릴(여기에서, 

아릴은 페닐, 나프틸, 피리딜, 퀴놀릴, 티에닐, 푸릴, 페녹시페닐, 옥사졸릴, 테트라졸릴, 티아졸릴, 이
미다졸릴 및 피라졸릴로부터 선택됨) 및 비치환되거나 치환된 (C1-C5) 복소환식 그룹(여기에서, 복소환식 

그룹은 피롤리디노, 피페리디노, 모르폴리노, 피페라지닐 및 티아모르폴리노로부터 선택됨)으로부터 선택
되고 ;상기 치환된 알킬, 알케닐, 사이클로알킬 및 알콕시 그룹상의 치환체들은 할로, 니트로, 아미노, 
(C1-C4)알킬, (C1-C4)알콕시, 트리플루오로메틸 및 트리플루오로메톡시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 상기 

치환된 복소환식 그룹상의 치환체들은 고리상의 황 또는 질소 원자에 부착되어 있으며, 산소, 이(di) 산
소 및 (C1-C4) 알킬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 상기 치환된 Ar1 그룹상의 치환체들은 할로, 비치환되거

나 1 내지 3 개의 할로 그룹으로 치환된 (C1-C6)알킬, 비치환되거나 1 내지 3 개의 할로그룹으로 치환된 

(C1-C6) 알콕시, (C1-C6) 알킬설피닐, (C  2-C6) 알케닐, (C1-C6) 알킬티오, (C1-C6)알킬설포닐, (C1-C6) 알

킬설포닐아미노 및 디-(C1-C6)알킬아미노 여기에서, 알킬 그룹중 하나 또는 둘다는 (C1-C6)알킬설포닐 또는 

(C1-C6) 알킬설피닐 그룹으로 치환될 수 있음)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 상기 치환된 Ar
2
 및 Ar

3
 그룹

상의 치환체들은 (C1-C4)알킬, (C1-C4)알콕시, (C1-C  4) 알킬티오, (C1-C4)알킬설피닐, 디-(C1-C4)알킬아미

노, 트리플루오로메틸 및 트리플루오로메톡시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된다.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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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W가 X(CH2)n 인  화합물.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W가 Y 인  화합물.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Ar
1
이 치환된 아릴인 화합물.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하기 화합물들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화합물 :(3R, 4S, 5S, 6S)-N,N-디에틸
-5-(5-이소프로필-2-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카복스아미드;  (3R, 
4S,  5S, 6S)-N,N-디에틸-5-(2,5-디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카복
스아미드  ;  (3R,  4S,  5S, 6S)-5-(5-이소프로필-2-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
[2.2.2]옥탄-3-카복실산; (3R, 4S, 5S, 6S)-5-(2-메톡시-5-메틸티오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
이클로[2.2.2]옥탄-3-카복실산 ; (3R,  4S,  5S,  6S)-5-(2, 5-디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
사이클로[2.2.2]옥탄-3-카복실산; (3R, 4S, 5S, 6S)-5-(2-메톡시-5-메틸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
비사이클로[2.2.2]옥탄-3-카복실산; (3R, 4S, 5S, 6S)-5-(5-에틸-2-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
자비사이클로[2.2.2]옥탄-3-카복실산 ; (3R, 4S, 5S, 6S)-5-(2-메톡시-5-n-프로필벤질아미노)-6-디페닐메
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카복실산 ; (3R, 4S, 5S,6S)-5-(5-2급-부틸-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
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카복실산 ;  (3R,  4S,  5S, 6S)-5-(5-N-메틸메탄설포닐아미노-2-메
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카복실산 ; (3R, 4S, 5S, 6S)-5-(2-메톡시
-5-메틸설피닐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카복실산 ; (3R, 4S, 5S, 6S)-5-
(2-메톡시-5-트리플루오로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카복실산; 
(3R,  4S,  5S,  6S)-5-(2-메톡시-5-메틸설포닐벤질아미노 )-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
3-카복실산;  (3R,  4S,  5S, 6S)-5-(5-디메틸아미노-2-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
[2.2.2]옥탄-3-카복실산 ;  (2S,  4S,  5S, 6S)-5-(5-이소프로필-2-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
비사이클로[2.2.2]옥탄-2-카복실산; (2S, 4S, 5S, 6S)-5-(2-메톡시-5-메틸티오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
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2-카복실산 ; (2S, 4S, 5S, 6S)-5-(2, 5-디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
-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2-카복실산 ;  (2S,  4S,  5S, 6S)-5-(2-메톡시-5-메틸벤질아미노)-6-디페닐
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2-카복실산 ;  (2S,  4S,  5S, 6S)-5-(5-에틸-2-메톡시벤질아미노)-6-디
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2-카복실산 ;  (2S,  4S,  5S, 6S)-5-(2-메톡시-5-n-프로필벤질아미
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2-카복실산; (2S, 4S, 5S, 6S)-5-(5-2급-부틸-2-메톡시벤
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2-카복실산;  (2S,  4S,  5S, 6S)-5-(5-N-메틸메탄설
포닐아미노-2-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2-카복실산;  (2S,  4S,  5S, 
6S)-5-(2-메톡시-5-메틸설피닐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2-카복실산;  (2S, 
4S,  5S, 6S)-5-(2-메톡시-5-트리플루오로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
2-카복실산;  (2S,  4S,  5S, 6S)-5-(2-메톡시-5-메틸설포닐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
[2.2.2]옥탄-2-카복실산;  및  (2S,  4S,  5S, 6S)-5-(5-디메틸아미노-2-메톡시벤질아미노)-6-디페닐메틸-
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2-카복실산.

청구항 6 

제 항에 있어서, 하기 일반식을 갖는  화합물.

상기 식에서, R은 할로, 비치환되거나 1 내지 3 개의 할로 그룹으로 치환된 (C1-C6)알킬, 비치환되거나 1 

내지 3 개의 할로 그룹으로 치환된(C1-C6)알콕시, (C2-C6)알케닐, (C1-C6)알킬티오, (C1-C6)알킬셜피닐 또는 

(C1-C6)알킬설포닐이고 ; n 은 0 내지 6 의 정수이고; X 는 비치환되거나 치환된 (C1-C6)알콕시, CONR
1
R
2
, 

CO
2
R
1
, CHR

1
OR

2
, CHR

1
NR

2
R
3,
 COR

1
, CONR

1
OR

2 
또는 비치환되거나 치환된 아릴이고 ;  여기에서, 아릴은 페닐, 

나프틸, 피리딜, 퀴놀릴, 티에닐, 푸릴, 페녹시페닐, 옥사졸릴, 테트라졸릴, 티아졸릴, 이미다졸릴 및 피

라졸릴로부터 선택되고 ;R
1
, R

2
 및 R

3
 는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비치환되거나 치환된 (C1-C6)알킬, 비치환

되거나 치환된(C1-C  6)알콕시, 비치환되거나 치환된(C3-C8)사이클로알킬, 비치환되거나 치환된 아릴(여기

에서, 아릴은 페닐, 나프틸, 피리딜, 퀴놀릴, 티에닐, 푸릴, 페녹시페닐, 옥사졸릴, 테트라졸릴, 티아졸
릴, 이미다졸릴 및 피라졸릴로부터 선택됨) 및 비치환되거나 치환된 (C1-C5)복소환식 그룹(여기에서, 복소

환식 그룹은 피롤리디노, 피페리디노, 모르폴리노, 피페라지닐 및 티아모르 폴리노로부터 선택됨)으로부
터 선택된다.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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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하기 일반식을 갖는 화합물 :

상기  식에서,  R  은  수소,  클로로,  메틸,  에틸,  n-프로필,  i-프로필,  2급-부틸,  t-부틸,  메톡시, 
메틸티오, N-메틸-N-메틸설포닐아미노, 메틸설피닐, 메틸설포닐, 트리플루오로메톡시 또는 디메틸아미노
이고; n 은 0 내지 2 의 정수이고 ; X 는 페닐, 디에틸카복스아미드, 카복스아미드, 모노에틸카복스아미

드, N-메톡시-N-메틸카복스아미드, 디에틸아미노메틸, 하이드록시메틸, 카복실, 메톡시카보닐 또는 -COR
4
 

이고 ; R
4
 는 구조식 및 을 갖는 그룹으로부터 선택

된다.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절대 배위가 (3R, 4S, 5S, 6S)이고,  n 이 0 이고,  X 가 카복실 그룹인 화합물.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절대 배위가 (3R, 4S, 5S, 6S)이고, n 이 0 이고, X 가 N, N-(3-옥사-1, 5-펜틸렌)아미
드 그룹인 화합물.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절대 배위가 (3R, 4S, 5S, 6S)이고,  n 이 0 이고,  X 가 카복스아미드 그룹인 화합물.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절대 배위가 (3R, 4S, 5S, 6S)이고, n 이 0 이고, X 가 디에틸카복스아미드 그룹인 화합
물.

청구항 12 

제7항에 있어서, 절대 배위가 (3R, 4S, 5S, 6S)이고,  n 이 1 이고,  X 가 하이드록시 그룹인 화합물.

청구항 13 

하기 일반식을 갖는 화합물 :

상기 식에서, R은 할로, 비치환되거나 1 내지 3 개의 할로 그룹으로 치환된( C1-C6)알킬, 비치환되거나 1 

내지 3 개의 할로 그룹으로 치환된(C1-C6)알콕시, (C2-C6)알케닐, (C1-C6)알킬티오, (C1-C6)알킬설피닐 또는 

(C1-C6)알킬설포닐이고; n 은 0 내지 6 의 정수이고; X 는 비치환되거나 치환된 (C1-C6)알콕시, CONR
1
 R

2
, 

CO
2
R
1
, CHR

1
OR

2
, CHR

1
NR

2
R
3
, COR

1
, CONR

1
OR

2
 또는 비치환되거나 치환된 아릴이고, 여기에서, 아릴은 페닐, 나

프틸, 피리딜, 퀴놀릴, 티에닐, 푸릴, 페녹시페닐, 옥사졸릴, 테트라졸릴, 티아졸릴, 이미다졸릴 및 피라

졸릴로부터 선택되고 ; R1, R2 및 R3 는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비치환되거나 치환된 (C
1
-C

6
)알킬, 비치환

되거나 치환된(C
1
-C  

6
)알콕시, 비치환되거나 치환된(C

3
-C

8
)사이클로알킬, 비치환되거나 치환된 아릴(여기

에서, 아릴은 페닐, 나프틸, 피리딜, 퀴놀릴, 티에닐, 푸릴, 페녹시페닐, 옥사졸릴, 테트라졸릴, 티아졸

릴, 이미다졸릴 및 피라졸릴로부터 선택됨) 및 비치환되거나 치환된 (C
1
-C

5
)복소환식 그룹(여기에서, 복소

환식 그룹은 피롤리디노, 피페리디노, 모르폴리노, 피페라지닐 및 티아모르폴리노로부터 선택됨)으로부터 
선택된다.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R 이 수소, 클로로, 메틸, 에틸, n-프로필, i-프로필, 2급-부틸, t-부틸, 메톡시, 메
틸티오, N-메틸-N-메틸설포닐아미노, 메틸설피닐, 메틸설포닐, 트리플루오로메톡시 또는 디메틸아미노이
고; n 이 0 내지 2 의 정수이고; X 가 페닐, 디에틸카복스아미드, 카복스아미드, 모노에틸카복스아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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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메톡시-N-메틸카복스아미드,  디에틸아미노메틸,  하이드록시메틸,  카복실,  메톡시카보닐  또는 -COR
4
 

이고; R
4
 가 구조식 및 을 갖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화합물.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절대 배위가 (2S, 4S, 5S, 6S)이고,  n 이 0 이고, X 가 카복실 그룹인 화합물.

청구항 16 

제8항에 있어서, R 이 이소프로필 그룹인  화합물.

청구항 17 

제8항에 있어서, R 이 메톡시 그룹인 화합물.

청구항 18 

제8항에 있어서, R 이 메틸티오 그룹인  화합물.

청구항 19 

제7항에 있어서, 절대 배위가 (3S, 4S, 5S, 6S)이고, n 이 0 이고, R 이 이소프로필 그룹인  화합물.

청구항 20 

제3항에 있어서, Y가 치환될 수도 있는 C2 내지 C6 의 알케닐이고, Ar
2
 및 Ar

3
 모두가 페닐 그룹인 화합물.

청구항 21 

일반식을 갖는 화합물 :

상기 식에서, X' 는 펜에틸 또는 -COR
4
 이고; R

4
 는 하이드록시, -N-모르폴린, -N-4-티아모르폴린 또는 

-NR
5
R
6
 이고, 퀴누클리딘 환상의 4-, 5- 또는 6-위치에서 치환되며; R

5
 및 R

6
 은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C

1
 

내지 C
4 
의 알킬 또는 C

1 
내지 C

4
 의 알콕시이고; Z 는 산소, 에틸렌디옥시, 아미노 또는 NHCHO 이고 ; 

는 Z 가 산소 또는 에틸렌디옥시일 때는 이중결합을 나타내고, Z 가 아미노 또는 NHCHO 일 때는 

단일결합을 나타내며; Q 는 벤질리덴 또는 벤즈히드릴이다.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4-알릴-2-벤질리덴-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온, 4-알릴-2-디페닐메틸-1-아자비
사이클로[2.2.2]-옥탄-3-온,  4-알릴-2-디페닐메틸-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아민,   및 4-알릴-
2-디페닐메틸 -1-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3-아미노알데하이드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화
합물.

청구항 23 

포유동물에서 염증성 질환, 불안증, 대장염, 우울증 또는 기본 변조증, 정신병, 동통, 알레르기, 만성 폐
색성 기도 질환, 과민성 질병, 혈관 경련 질환, 섬유화 및 콜라겐 질환, 반사성 교감신경성 이영양증, 탐
닉 질병, 스트레스 관련된 신체 질병, 말초 신경병증, 신경통, 신경 병리학적 질병, 면역 증강 또는 억제
와 관련된 질병 및 류마티스성 질환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데 효
과적인 양의 제 1 항에 따른 화합물 및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를 포함하는, 상기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한 약학 조성물.

청구항 24 

인간을 제외한 포유동물에서 염증성 질환, 불안증, 대장염, 우울증 또는 기분 변조증, 정신병, 동통, 알
레르기, 만성 폐색성 기도 질환, 과민성 질병, 혈관 경련 질환, 섬유화 및 콜라겐 질환, 반사성 교감신경
성 이영양증, 탐닉 질병, 스트레스 관련된 신체 질병, 말초 신경병증, 신경통, 신경 병리학적 질병, 면역 
증감 또는 억제와 관련된 질병 및 류마티스성 질환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양의 제 1 항에 따른 화합물을 상기 치료 또는 예방을 필요로 하는 상기 포유동물에
게 투여함을 포함하는, 상기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법.

청구항 25 

물질 P 길항 작용 효과량의 제1항에 따른 화합물 및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를 함유하는, 포유동물에
서 물질 P 의 작용을 길항시키기 위한 약학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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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6 

인간을 제외한 포유동물에게 물질 P 길항 작용 효과량의 제1항에 따른 화합물을 투여함을 포함하는, 상기 
포유동물에게 물질 P 의 작용을 길항시키는 방법.

청구항 27 

물질 P의 수용체 부위에서 물질 P의 작용을 길항시키는데 효과적인 양의 제1항에 따른 화합물 및 약제학
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를 함유하는, 물질 P 매개된 신경전달의 감소에 의해 수행되거나 촉진되는, 포유동
물의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한 약학 조성물.

청구항 28 

물질 P의 수용체 부위에서 물질 P의 작용을 길항시키는데 효과적인 양의 제 1 항에 따른 화합물 또는 약
제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을 인간을 제외한 포유동물에게 투여함을 포함하는, 물질 P 매개된 신경전달
의 감소에 의해 수행되거나 촉진되는, 상기 포유동물의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법.

청구항 29 

포유 동물의 물질 P 매개된 신경전달의 감소에 의해 수행되거나 촉진되는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양의 제1항에 따른 화합물 또는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 및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
체를 함유하는, 포유동물의 상기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한 약학 조성물.

청구항 30 

인간을 제외한 포유 동물에게 물질 P 매개된 신경전달의 감소에 의해 수행되거나 촉진되는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양의 제1항에 따른 화합물을 투여함을 포함하는, 상기 포유동물의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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