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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N-포스포노메틸글리신의 제조방법

요약

내용 없음.

명세서

[발명의 명칭]

N-포스포노메틸글리신의 제조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N-포스포노메틸글리신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좀더  상세히는  과산화물을  이용하여 N-
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으로  부터,  N-포스포노메틸글리신으로  전환되는, N-포스포노메틸이미

노디아세트산-N-옥사이드를 제조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관용명이  글리포세이트인  N-포스포노메틸글리신은  광범위한  잡초의  제초에  상업적으로  중요하고도 
고도의  효과를  가지는  식물발육억제제이다.  이것은  광범위한  일년생  및  다년생  식물과  광엽식물의 
잎에  사용된다.  산업적으로는  도로,  수로,  수송라인,  저장지  및  그의  비농경지에  있는  잡초를 제초
한다.  일반적으로,  N-포스포노메틸글리신은  용액  특히  물내에  여러가지  염의  형태로서  제초조성물로 
제제된다. 

프란츠의  미국특허  3,950,402에는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  물  및  귀금속에서  선택된  금속 
촉매로된  혼합물을  형성하여  높은  온도(수득률을  높이기  위하여  70℃  이상)까지  가열한  후  자유 산
소-함유기체(free  oxygen-containing  gas)와  접촉시켜  N-포스포노메틸글리신을  생산하는  방법이 기
재되어 있다. 

프란츠의  미국특허  3,954,848에는  약  70℃  내지  100℃의  온도에서  강산이  존재하는  수성산성 매질내
에서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을  과산화수소와  같은  산화제와  반응시켜 N-포스포노메틸글리
신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이때,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  1몰당  적어도  2몰, 바
람직하게는 그 이상의 과산화수소를 사용해야만 한다. 

헝가리  특허출원  제187,347에는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을  은,  철,  주석,  납,  망간  또는 몰
리브덴등의  금속화합물을  촉매량  사용하여  과산화물로써  산화시켜  N-포스포노메틸글리신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바람직한  것을  몰리브덴산염이다.  80℃  이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오염된 생성
물이  얻어지므로  반응은  80℃  이상,  바람직하게는  100℃  이상에서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으로 실시되
며  이때  중간생성물  N-옥사이드는  생성되는  즉시  분해된다.  또한  이때,  1몰당량의 N-포스포노메틸이
미노디아세트산에 대하여 적어도 2몰당량의 과산화물이 사용되어야 한다. 

기술회보인  Interox에  출간된  "유기합성에서의  과산화  화합물"이라는  제목의  출판물에는,  소듐 몰리
브데이트나  텅스테이트  또는  적당한  산화물과  같은  전이금속  화합물은  비-라디칼  메카니즘으로 산화
반응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  과산화  컴플렉스는  또한  알킬  하이드로  퍼옥사이드로 올
레핀과 아세틸렌의 금속 촉매 산화에서 일시적인 역할을 한다. 

N-포스포노메틸글리신의  제조에  있어  상기  방법으로  훌륭한  결과가  얻어질지라도,  과량의 과산화물
사용,  높은  온도  및  압력에서의  반응과  같은  한가지  이상의  결점이  있다.  이제, N-포스포노메틸이미
노디아세트산을  바람직한  N-포스포노메틸글리신으로  산화시킴에  있어  적당한  온도  및  대기압에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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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양론적인 양의 과산화물로 고수율의 N-포스포노메틸글리신을 제공하는 방법을 기재하겠다.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N-옥사이드중간체를  형성하기  위해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
산을  산화시키고  이  중간체를  N-포스포노메틸글리신으로  전환시켜  N-포스포노메틸을  제조하는 방법
에  따른  여러가지  잇점은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N-옥사이드  중간체를  형성하기  위해 수용
성  텅스텐  화합물과  수용성  텅스텐  화합물  및  수용성  몰리브덴  화합물의  혼합물로  된  그룹에서 선택
된  효과적인  양의  촉매존재하에서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을  과산화물과  접촉반응시킨  후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N-옥사이드  중간체를  N-포스포노메틸글리신으로  전환시켜  얻어질 

수 있다. 

출발물질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은  기술분야의  당업자들에게  알려진  방법으로  제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물질은  황산의  존재하에서  포름알데하이드,  이미노디아세트산, 오로토포스포러
스산을  반응시켜  제조될  수  있다.  비록,  이  반응으로  생성된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 혼합
물이  본  발명의  방법에  직접  사용될  수  있기는  하나,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을  분리시킨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N-옥사이드의  제조시  기술분야의  당업자에게  알려진  어떠한  수의 
과산화물이라도 사용될 수 있다. 적당한 과산화물로는 과산화수소, 퍼포믹산, 퍼아세트산, 
퍼벤조산,  퍼옥시트리  플루오로아세트산,  벤조일퍼옥사이드,  벤젠퍼설폰산  등이  있다.  과산화수소가 
바람직하며 농축액의 형태로 약 30% 내지 60%의 과산화수소가 적당하다. 

본  발명의  과정에서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N-옥사이드는  수용성  텅스텐  화합물이나  또는 
수용성  텅스텐  화합물과  수용성  몰리브덴  화합물의  촉매량  존재할  때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
산과  과산화물을  접촉시켜  제조된다.  수용성  텅스텐  화합물과  수용성  몰리브덴  화합물의  혼합물이 
바람직하다.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N-옥사이드의  제조시  온도는  20℃  내지  70℃까지  변할  수  있다. 비
록  20℃  이하의  온도도  사용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온도는  냉각이  요구되는  온도이므로  잇점을  주지 
않는다.  70℃  보다  높으면  원하는  N-포스포노메틸글리신의  최종  수득률에  영향을  미치는 N-포스포노
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N-옥사이드의 분해가 생긴다. 약 20℃ 내지 65℃의 온도가 적당하다.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을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N-옥사이드로  산화시키는 촉매
로  유용한  텅스텐의  염은  기술분야의  당업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텅스텐  염은  반응  매질에 용해
되기만  하면  된다.  적당한  텅스텐  화합물로는  텅스텐산,  1,2-텅스토포스페이트,  바륨  텅스테이트가 
있다.  소듐  텅스테이트,  포타슘  텅스테이트  등과  같은  알칼리  금속  텅스테이트는  만족할  만한 결과
를 주며 알칼리 금속 텅스테이트가 바람직하다.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을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N-옥사이드로  산화시키는 촉매
로서의  수용성  텅스텐  화합물과의  혼합물에  유용한  몰리브덴의  염은  기술분야의  당업자들에게 알려
져  있다.  몰리브덴염은  반응매질에  용해되기만  하면  된다.  적당한  몰리브덴  화합물로는  몰리브데닐 
트리클로라이드와  같은  몰리브덴  할라이드,  소듐  몰리브데이트  같은  알칼리금속  몰리브덴  또는 암모
늄이나 알칼리금속 디몰리브데이트같은 착염이 있다. 소듐 및 암모늄 몰리브데이트가 적당하다.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을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N-옥사이드  중간체로 전환시키
기  위한  촉매의  양은  광범위하게  변화될  수  있다.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의  무게를 기준으
로  약  0.005-5wt%의  촉매농도일때  만족할  만한  결과가  얻어진다.  약  0.005wt%보다  촉매농도가 적으
면  반응이  느리고  약  5wt%보다  크면  비록  농도가  높은  것이  해가되지  않을지라도  특별한  잇점을 얻
을 수 없다.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의 무게를 기준으로 0.01wt%-약 1wt%가 적당하다.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N-옥사이드를  형성하기  위해  수용성  텅스텐  화합물과  수용성 몰리
브덴  화합물의  혼합물이  사용될  때,  몰리브덴  화합물에  대한  텅스텐  화합물의  비는  광범위하게 변화
할 수  있다.  몰리브덴 화합물에 대한 텅스텐 화합물의 비가 10  :  90-90  :  10일때  만족할 만한 결과
가 얻어졌다.  그러나 텅스텐 화합물 대 몰리브덴 화합물은 질량비로 약 25  :  75-75  :  25가 바람직하
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텅스텐 화합물 대 몰리브덴 화합물의 질량비로 약 60 : 40-40 : 60이다. 

본  발명의  방법에서는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을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N-옥사이
드 중간체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화학양론적인 양의 과산화물만이 필요하다. 

당  기술분야  종사자들은  알  수  있듯이,  과산화물이  화학양론적인  양보다  적은양이  사용될  때는, 원
하는  N-포스포노메틸글리신의  수율이  더  낮아진다.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을  중간체로 정
량적으로  전환시키는데는  아주  약간  과량의  과산화물이  사용될  수  있지만,  아주  과량의  과산화물을 
사용하는  것은  이롭지  않으며,  황산  제1철,  할로겐화  제일철이나  알칼리금속 메타비설파이트화합물
과  같은  수용성  화합물들이  중간체를  N-포스포노메틸글리신으로  전환하는데  사용된다면,  과량의 과
산화물사용은 해로울 수도 있다.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N-옥사이드중간체가  금속철,  바나듐  화합물과  제일철염으로된 수용
성염  또는  수용성  황화물,  아황산염  또는  배설파이트화합물로  된  혼합물과  수용성  몰리브덴 화합물
로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물질  촉매량과  접촉반응을  하면,  중간체 N-포스포노메틸이미노
디아세트산-N-옥사이드를  원하는  N-포스포노메틸글리신으로  전환시킨다.  반응  혼합물내에서 용해되
는  적당한  바나듐화합물들은  바나듐펜톡사이드,  황산바나듐,  염화바나듐등을  포함한다.  본  발명법에 
사용될  수  있는  수용성  제일철화합물들은  황산제일철과  염화제일철,  브롬화제일철등과  같은 할로겐
화제일철을  포함한다.  또  소듐설파이드,  소듐설파이트,  소듐메타비설파이트,  포타슘메타비설파이트 
또는  암모늄  메타비설파이트등과  같은  황화물,  아황산염  또는  메타비설파이트  화합물들이  몰리브덴 
트리클로라이드,  소듐몰리브데이트,  암모늄몰리브데이트  등과  같은  수용성  몰리브덴  화합물과  함께 
혼합물내에서  사용되어  중간체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N-옥사이드를  요하는 N-포스포노메

틸글리신으로 전환시키는데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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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N-옥사이드를  N-포스포노메틸글리신으로  전환하기  위한  촉매의 양
은  사용된  촉매와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으로  부터  중간체를  만드는데  필요로하는 여분으
로  존재하는  과산화물의  양에  따른다.  금속철이  사용될  때는,  중간체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
산-N-옥사이드를  N-포스포노메틸글리신으로  전환하는  반응속도는  존재하는  금속철의  표면적에 따르
며,  이는  존재하는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N-옥사이드의  양을  기초로하여,  금속철 1wt%-
10wt%  사이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금속철이  아주  고도의  표면적을  제공할  수  있는 형
태인  예를  들면,  양털모양,  분말모양  또는  아주  잘게  세분된  알갱이  모양의  금속철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용성  화합물이  중간체를  N-포스포노메틸글리신으로  전환하는데  촉매로서  사용될  때는,  과량의 과
산화물은  수용성  화합물과  반응을  할  것이며,  과량의  과산화물과  반응하기에  필요한  화합물의  양 이
외에도,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N-옥사이드를  N-포스포노메틸글리신으로  만드는  반응을 촉
매화  반응하기  위한  충분한  양의  수용성  화합물도  있어야만  한다.  촉매로서  역할을  하는  과산화물과 
반응을  한후에  남아  있는  수용성  화합물의  양은,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N-옥사이드를 기
초로해서,  적어도  0.01wt%여야만  한다.  10%  정도,  또는  이보다  더  고농도인,  과량의  수용성 화합물
이  사용될  수  있지만,  이러한  고농도가  해롭지  않더라도  중간체를  N-포스포노메틸글리신으로 전환하
기  위해서  이보다  더  고농도를  사용하는  것은  이롭지  않다.  과량의  과산화물과  반응을  한  후에, N-
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N-옥사이드의  양을  기초로하여,  수용성  화합물을  0.01wt%와 1wt%사이
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간체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N-옥사이드를  원하는  N-포스포노메틸글리신으로  전환하는데 
필요로하는  온도는  광범위하게  변화할  수  있다.  활발한  기체발생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실온(약 
20℃)이나,  이  근처의  온도에서  촉매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
N-옥사이드의  N-포스포노메틸글리신으로의  전환(반응)은  발열반응이다.  반응용기를  냉각하거나  또는 
저촉매하전을  사용하여  반응온도를  약  8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  80℃  이상의 온도
는  N-포스포노메틸글리신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다소의  수율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출발물질로
서의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의 농도는 본 발명법에서는 광범위하게 변화될 수 있다. 

예를  들면,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의  농도가  약  50wt%에  이르는  수용성  현탁액이  사용될 
수  있다.  더욱더  고농도의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이  사용될  수  있지만,  두터운  슬러리를 
발생하기  때문에  공정상의  어려운점이  존재한다.  반면에,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  약 5wt%
를  포함하는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의  수용액도  사용될  수  있다.  더욱더  저농도도  사용될 
수  있지만,  본  발명법에서는  거대체적의  액체를  처리하는  공정이  필요하게  된다. N-포스포노메틸이
미노디아세트산을 약 20wt%-40wt%정도 포함하는 수용성 슬러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다음의 실시예들에 의하여 더욱더 상세히 설명되며, 이는 제한을 두고자하는 것은 
아니다.  전환율은  생성된  다른  화합물의  몰을  출발물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의  몰로 나누
고  100을  곱하여  주므로서  계산된다.  선택성은  생성된  N-포스포노메틸글리신의  몰을  전환된 N-포스
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의 몰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주므로서 계산된다. 

[실시예 1]

본  실시예는  수용성  텅스텐염을  사용하여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을  중간체 N-포스포노메틸
이미노디아세트산-N-옥사이드로  전환시키고  이어서  N-포스포노메틸글리신을  생성시키는  본  발명법을 
설명한다. 

(A)  100ml  환저플라스크에  물(25ml),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  (20g),  47% 과산화수소(7.1
g)과  텅스텐산나트륨(0.05g)을  가한다.  혼합물을  65℃로  가열하고,  N-옥사이드  생성을  알리는, 용액
이  얻어질때까지(약  58분)  이  온도로  유지한다.  그후에  용액을  약  55℃로  냉각하고,  부가하여 30분
동안 교반한다. 

(B)  실온으로  냉각을  한후에,  황산바나딜(0.05g,  29% H2 O)을  이  용액에  가한다.  5분간  교반을 한후

에,  용액의  색은  청색으로  부터  연한녹색으로  변화된다.  서서히  발열과  함께  기체발생이  시작된다. 
온도가  약  40℃에  도달했을때,  발열은  점차  가속화되어  65℃로  되며,  용액을  이  온도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냉각수가  사용된다.  반응혼합물을  실온으로  냉각시키고,  고체를  여과하고,  여액과  고체를 
HPLC로서  분석한다.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의  전환율은  96.7%이고, N-포스포노메틸글리신

으로의 선택성은 91.4%이다. 

[실시예 2]

본  실시예는  수용성  텅스텐염과  수용성  몰리브덴염으로  된  혼합물을  사용하여 N-포스포노메틸이미노
디아세트산을  중간체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N-옥사이드로  전환시키고,  이어서 N-포스포노

메틸글리신을 생성하는 본 발명법을 설명한다. 

(A) 100ml 환저플라스크에 물(25ml),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 (20g), 47% 과산화수소
(7.1g),  텅스텐산나트륨(0.05g)과  몰리브덴산나트륨(0.05g)을  가한다.  혼합물을  65℃로  가열하고, 
N-옥사이드생성을  알리는,  용액이  얻어질때까지(약  52분)  이  온도로  유지한다.  그후,  용액을  약 55
℃로 냉각하고, 부가적으로 1시간 45분동안 교반한다. 

(B)  실온으로  냉각을  한후에,  소듐  메타비설파이트(0.45g)을  이용액에  가한다.  5분간  교반한  후에, 
서서히  발열과  함께  기체발생이  관찰된다.  온도가  약  40℃에  도달했을때,  발열은  점차적으로 가속화
되어  65℃로  되며,  이  용액을  이  온도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냉각수가  이용된다.  반응혼합물을 실
온으로  냉각시키고,  고체를  여과하고,  여액과  고체를  HPLC로서  분석한다.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
세트산의 전환율은 91.8%이고, N-포스포노메틸글리신으로의 선택성은 96.3%이다. 

발명이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된 구체예에 따라서 설명되었지만, 이는 단지 예시를 위한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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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며,  또  다른  구체예와  작동기술은  이들  발표내용에  따라서  당업자들에게  분명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상술한 발명의 정신을 벗어나지 않고도 변형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을  산화하여  중간체인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N-옥사이드
를  만들고,  이  중간체를  N-포스포노메틸글리신으로  전환시키는  N-포스포노메틸글리신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수용성  텅스텐  화합물과  수용성  턴스텐  화합물  및  수용성  몰리브덴  화합물의  혼합물로서 이
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효과량의  촉매존재하에서  과산화물과  함께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
트산을  접촉반응시켜,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N-옥사이드를  만들고,  이후에 N-포스포노메
틸이미노디아세트산-N-옥사이드를  N-포스포노메틸글리신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포스
포노메틸글리신의 제조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촉매의  양은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의  질량을  기초로하여,  0.005wt%와 
5wt% 사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N-포스포노메틸글리신의 제조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촉매의  양은  0.01wt%와  1wt%의  사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N-포스포노메틸글리신의 
제조방법.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촉매는  수용성  텅스텐  화합물과  수용성  몰리브덴  화합물로서  된  혼합물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N-포스포노메틸글리신의 제조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텅스텐  화합물  대  몰리브덴  화합물의  중량비는  10  :  90으로부터  90  :  10에  이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포스포노메틸글리신의 제조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텅스텐 화합물 대 몰리브덴 화합물의 중량비는 25  :  75로부터 75  :  25에  이르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N-포스포노메틸글리신의 제조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텅스텐  화합물  대  몰리브덴  화합물의  중량비는  40  :  60으로부터  60  :  40에  이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포스포노메틸글리신의 제조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촉매는 텅스텐 화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N-포스포노메틸글리신의 제조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텅스텐  화합물은  알칼리금속  텅스텐산염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포스포노메틸글리신의 제조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텅스텐  화합물은  텅스텐산  나트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N-포스포노메틸글리신의 
제조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과산화물은 과산화수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N-포스포노메틸글리신의 제조방법.

청구항 12 

제5항에  있어서,  텅스텐  화합물은  알칼리금속의  텅스텐산염이고,  몰리브  덴화합물은  알칼리금속의 
몰리브덴산염이거나  또는  암모늄  몰리브데이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N-포스포노메틸글리신의 제조
방법.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N-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N-옥사이드를  만들기  위한  온도는  20℃와  70℃ 사
이의 온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N-포스포노메틸글리신의 제조방법.

4-4

특1994-0005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