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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보(Short Reports)

시타글립틴 유도체의 합성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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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ree sitagliptin analogs with propan-2-amine backbone carbon chain and 1,2,3-triazole were synthesized and
evaluated for their DPP-4 inhibitory activity against recombinant human DPP-4 enzyme. All the analogs exhibited
moderate to strong inhibitory activities.
Keywords Sitagliptin, DPP-4 enzyme, antidiabetic agent, fragment structure, backbone carbon chain

서 론(Introduction)

고 되었다(Fig. 1).2-4) 지난 수 년간 본 연구실에서도 sitagliptin의
부분구조(fragment structure) 변환을 통한 구조-활성연구를 수행

제2형 당뇨병은 만성적 대사성 질환으로 관상동맥질환 및 뇌

하여 1,2,3-트리아졸 헤테로환 치환기로 치환된 유효물질을 보고

졸증을 유발하며 말초 타겟 조직의 인슐린 저항성과 췌장 베타

하였다(Fig. 1).5) 이와 같은 일련의 선행 연구 논문을 고찰한 결

세포의 기능부전등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최근 새로운 기전의

과 sitagliptin의 1,2,4-트리아졸로 피페라진 부분구조의 변환은 약

제2형 당뇨치료제로 디펩타이드-4 분해효소(dipeptidyl peptidase:

효에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헤테로환으로 치환 가능한 부위로

DPP-4) 억제제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계열 약물의 작용기전은

서 선도물질의 최적화 연구에 중요한 위치임을 확인하였다.

체내 인크레틴 호르몬 GLP-1의 체내 대사반응을 억제하여 당-

본 논문에서는 지난 수 년간의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sitagliptin

의존적으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거나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

의 backbone carbon chain의 길이가 약효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

여 혈당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GLP-1의 작용을 간접적으

할 목적으로 선행연구 선도물질의 부탄-2-아민 backbone carbon

로 보조한다. GLP-1은 체내 디펩타이드-4 분해효소에 의해 급

chain 부분구조를 프로판-2-아민으로 전환시킨 유도체를 설계하

속히 분해되어 매우 짧은 반감기를 갖기 때문에 쉽게 불활성화

고(Fig. 2) 이들 유도체를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합성하는 경로를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디펩타이드-4 분해효소를 억제하면 간

개발하였다(Scheme 1). 확립된 경로를 통하여 선행연구에서 가

접적으로 인크레틴 GLP-1의 혈당 조절기능을 연장 시킬 뿐 아

장 좋은 활성을 보였던 1,2,3-트리아졸 4번위치에 tert-butyl, 3-

니라 고혈당을 억제하고 체중을 조절하는 기능을 동시에 발현

pyridyl 및 4-pyridyl 치환기가 도입된 화합물을 합성하여 디펩타

하기 때문에 매우 이상적인 제2형 당뇨치료제로 평가된다.1)

이드-4 분해효소에 대한 억제작용을 평가 할 목적으로 본 실험

Sitagliptin (Januvia , Merck)은 미국에 허가된 최초의 디펩타

에 착수하였다.

TM

이드-4 분해효소 억제제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Fig.

실험 방법(Experimental Methods)

1) 보다 개선된 약리학적 지표, 부작용 및 장시간 작용 약물의
개발을 위하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연구
의 일환으로 sitagliptin 부분구조인 1,2,4-트리아졸로피페라진을

본 실험에 사용한 시약은 시판품을 사용하였고, 추출 및 컬럼

대체하는 헤테로환(heterocycle) scaffolds의 개발연구가 다수 보

용 용매는 국내 시약사에서 구매한 특급용매를 별도의 정제 과

#

급 의 해당 용매를 구입 후 별도의 건조 및 증류과정을 거쳐 얻

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무수용매는 HPL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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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순수한 물질을 반응에 이용하였다. 1H-NMR (400 MHz)과
C-NMR (100 MHz)은 Bruker DPX 400 스펙트로메터를 사용하

13

여 측정하였으며 내부표준 물질로 tetramethylsilane (TMS)을 사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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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itagliptin and its analogs under research.

Fig. 2. Design of sitagliptin analogs with 1,2,3-triazole.

Scheme 1. Synthetic pathway for sitagliptin analogs with 1,2,3-triazole (3a-3c); reagents & conditions; (i) TsN3, AgNO3, K2S2O8, ACN,
H2O (1:1), 60oC (ii) alkynes, sodium ascorbate, tert-butanol, water (1:1), CuSO4, then TFA, DCM.

용하였으며 질량분석(LRMS)은 AB SCIEX API 3200을 사용하

용액에 현탁 후, 25oC에서 24시간 반응시켰다. 반응액을 초산 에

여 측정하였다. 녹는점은 Fisher-Johns 미량 녹는점 측정기를 사

틸과 포화 식염수를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분리된 유기층을 무

용하였으며 분석용 박층 크로마토그라피(TLC)는 Merck 제품인

수 황산마그네슘으로 건조하고 여과-농축하여 얻어진 조생성물

실리카젤 60F254를 사용하였고, 일반 컬럼 크로마토그라피는

을 얻었으며 별도의 정제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음 과정인 탈보

Merck 제품인 Kieselgel 60 (70-200 Mesh)를, 플래시 컬럼 크로

호 반응에 그대로 사용하였다. 농축된 조생성물을 디클로로메탄

마토그라피는 Merck 제품인 Kieselgel 60 (230- 400 Mesh)를 사

에 용해 후 삼불화초산(5 당량)을 가하고 25oC에서 3시간 교반

용하였다.

하였다. 반응 종료 후 용매를 감압-증류하여 제거 후 톨루엔을
가하여 감압농축(3회 반복) 하여 여분의 삼불화초산을 완전히

프로판-2-아민 backbone carbon chain의 sitagliptin 화합물

제거하였다. 조생성물을 포화 중탄산나트륨 수용액과 초산 에틸

합성(3a~3c)
50% 아세토니트릴 수용액에 출발물질(1), 과황산칼륨(2 당량),

된 유기층을 무수 황산마그네슘으로 건조하고 여과-농축하여 얻

로 추출 후 유기층을 포화식염수를 사용하여 세척하였다. 분리

토실아자이드(3 당량) 및 촉매량의 질산은을 가한 용액을 60oC

어진 조생성물을 실리카젤을 사용한 플래시 컬럼 크로마토그라

에서 6시간 가열-교반 후 초산 에틸을 사용하여 3회 추출하였

피를 수행하여(10% 메틸알콜 함유 클로르포름용액) 정제된 무

다. 분리된 유기층을 무수 황산마그네슘으로 건조하고 여과-농

색 고체상의 프로판-2-아민 골격의 sitagliptin 유도체 3a~3c를

축하여 얻어진 조생성물을 실리카젤을 사용한 컬럼 크로마토그

56~82% 수율로 합성하였다.

라피를 수행하여(10% 초산 에틸 함유 핵산용액) 정제된 무색 고
체상의 아자이드 중간체 화합물 2를 45% 수율로 얻었다.

(R)-tert-Butyl

1-azido-3-(2,4,5-trifluorophenyl)propan-2-yl

화합물 2, 알킨화합물(1.1 당량), 황산구리(0.1 당량) 및 아스

carbamate (2): 1H NMR (400 MHz, CDCl3): δ 7.21-6.98 (m,

콜빈산 나트륨염(0.05 당량)을 50% 2,2-디메틸프로필 알코올 수

1H), 6.97-6.85 (m, 1H), 4.75-4.62 (d, 1H, J=6.7 Hz),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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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PP-4 inhibitory activity of sitagliptin analogs (3a-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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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8.0 Hz), 1.40 (brs, 2H);

C NMR: (100 MHz, CDCl3) δ

13

157.7, 150.7, 149.5, 147.3, 145.9, 144.9, 133.3, 127.0, 124.1,
121.7, 121.1, 106.3, 56.6, 52.1, 34.7; 옅은 황색 고체; 82%;
M.P. 118-119oC; ESIMS: m/z 334 [M+H]+.

프로판-2-아민 기본골격 시타글립틴계 화합물(3a~3c)의 hDPP4
Compounds

R

n

DPP-4 IC50 (nM)

3a

tert-Butyl

0

155

3b

3-Pyridyl

0

54

3c

4-Pyridyl

0

22

Ref. 5

tert-Butyl

1

121

Ref. 5

3-Pyridyl

1

28

Ref. 5

4-Pyridyl

1

14

Sitagliptin

-

-

7.8

효소 억제작용 평가
3종의 농도(10, 100, and 1,000 nM)에서 시타그립틴계 화합물
(3a~3c)을 rh DPP-4 효소, Gly-Pro-AMC 50 mM과 함께 25oC의
완충용액에서(25 mM Tris/HCl, pH 8.0, 0.1% BSA)) 1시간 배양
하고 방출된 AMC의 형광 세기를 360 nm 및 465 nm에서 측정
하여 평가하였다(Table 1).

결과 및 고찰(Results and Discussion)
구조-활성 비교연구에 필요한 3종의 sitagliptin 유도체의 합성

3.94 (m, 1H), 3.51-3.39 (m, 2H), 2.98-2.82 (m, 2H), 1.23 (s,

에 필요한 효율적인 합성경로를 검토하였다. 시약으로 구매 가

9H); 무색고체; M.P. 148-149oC; ESIMS: m/z 353 [M+Na]+.

능한

(R)-3-((tert-butoxycarbonyl)amino)-4-(2,4,5-trifluorophenyl)

butanoic acid (1)를 2당량의 과황산칼륨 존재 하에서 tosylazide
(R)-1-(4-tert-Butyl-1H-1,2,3-triazol-1-yl)-3-(2,4,5-trifluoro-

와 반응시켜 단일공정으로 탄소수가 1개 감소된 목적의 alkylazide

phenyl)propan-2-amine (3a): 1H NMR (400 MHz, CDCl3): δ

중간체 화합물(2)을 45% 수율로 합성하였다. 추정되는 반응기전

7.34 (s, 1H), 7.20-7.05 (m, 1H), 6.98-6.82 (m, 1H), 4.50-4.38

은 radical initiator로 사용한 과황산칼륨이 질산은 촉매의 도움

(dd, 1H, J=4.4 Hz), 4.23-4.15 (dd, 1H, J=7.7 Hz), 3.62-3.45

을 받아 출발물질 1의 카르복실산의 라디칼성 탈탄산 반응을 촉

(m, 1H), 2.83-2.75 dd, 1H, J=5.4 Hz), 2.64- 2.60 dd, 1H,

진하여 생성된 알킬라디칼이 토실아자이드와 라디칼반응을 통

J=7.8 Hz), 1.50 (brs, 2H), 1.30 (s, 9H);

C NMR: (100

하여 중간체 azide 화합물 2를 생성하는 것으로 사료된다.6) 아

MHz, CDCl3) δ 158.0, 155.3, 148.3, 145.8. 121.6, 120.0,

자이드 화합물 2를 alkynes과 ‘click reaction (3+2 cycloaddition)’

105.9, 56.2,52.1, 34.6, 31.0, 30.7; 옅은 황색 고체; 56%; M.P.
105-106oC; ESIMS: m/z 335 [M+Na]+.

조건에서 반응시켜 얻어지는 1,2,3-트리아졸 화합물 조생성물은

13

정제하지 않고 다음 단계의 Boc 탈보호 반응에 사용하여 구조
-활성 비교분석에 사용할 프로판-2-아민 backbone carbon chain

(R)-1-(4-(Pyridin-3-yl)-1H-1,2,3-triazol-1-yl)-3-(2,4,5-trifluorophenyl)propan-2-amine (3b): 1H NMR (400 MHz, CDCl3): δ

의 sitagliptin 유도체 3a~3c를 합성하였다(3단계, 전체 수율=
25~37%).

9.01 (d, 1H, J=1.7 Hz), 8.58-8.53 (dd, 1H, J=1.6 Hz), 8.21-

합성된 3종의 프로판-2-아민 backbone carbon chain 유도체

8.18 (dt, 1H, J=2 Hz), 8.02 (s, 1H), 7.39-7.32 (m, 1H), 7.19-

3a~3c에 대하여 rhDPP4 효소 억제작용을 평가한 결과 유도체의

7.10 (m, 1H), 6.99-6.90 (m, 1H), 4.52-4.47 (dd, 1H, J=4.1

효소억제력은 1,2,3-트리아졸에 동일한 치환기를 갖는 부탄-2-아

Hz), 4.32-4.25 (dd, 1H, J=7.7 Hz), 3.70-3.52 (m, 1H), 3.95-

민 backbone carbon chain 유도체에 비해 다소 감소한 효소억제

3.75 (dd, 1H, J=5.3 Hz), 2.70-2.62 (dd, 1H, J=8.0 Hz), 1.30

력을 나타내었다(Table 1).

(brs, 2H);

C NMR:(100 MHz, CDCl3) δ 157.7, 150.7, 149.5,

13

147.3, 145.9, 144.9, 133.3, 127.0, 124.1, 121.7, 121.1, 106.3,
56.6, 52.1, 34.7; 옅은 황색 고체; 78%; M.P. 109-110oC;
ESIMS: m/z 334 [M+H]+.

결 론(Conclusion)
Sitagliptin 유도체의 backbone carbone chain 길이를 1개 단축
시킨 유도체 3a~3c의 rhDPP4 효소 억제작용은 비교된 화합물

(R)-1-(4-(Pyridin-4-yl)-1H-1,2,3-triazol-1-yl)-3-(2,4,5-trifluoro-

의 활성에 비해 모두 저하되었다. 이와 같은 본 실험의 구조-활

phenyl)propan-2-amine (3c): 1H NMR (400 MHz, CDCl3): δ

성 상관관계 연구 결과는 backbone carbon chain의 길이가 효소

8.70-8.64 (dd, 2H, J=1.7 Hz), 8.05 (s, 1H), 7.73-7.01 (dd, 2H,

의 활성부위와 강력한 결합을 형성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J=1.5 Hz), 7.15-6.99 (m, 1H), 6.98-6.93 (m, 1H), 4.56-4.80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개선된 생리활성을 갖는

(dd, 1H, J=4.1 Hz), 4.28-4.19 (dd, 1H, J=7.7 Hz), 3.70-3.64

sitagliptin 유도체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sitagliptin의 구조 중

(m, 1H), 2.90-2.81 (dd, 1H, J=5.4 Hz), 2.71-2.65 (dd, 1H,

backbone carbon chain 길이 변화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J. Pharm. So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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