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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a) 5-니트로-1,3-벤젠디카르복실산을 중성 또는 염기성 환경 중에서 촉매적 수소첨가 반응시켜 5-아미노-
1,3-벤젠디카르복실산 나트륨염의 수용액을 얻는 단계;

b) 단계 a)에서 얻은 5-아미노-1,3-벤젠디카르복실산 나트륨염 용액을 더 정제하지 않고서 이 용액에 미
리 HCl 및 H2SO4를 첨가한 후 HCl 중의 ICl 용액으로 직접 요오드화시키는 단계

로 이루어지는 5-아미노-2,4,6-트리요오도-1,3-벤젠디카르복실산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명세서

할로치환된 방향족 산의 제조 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화학식 I로 표시되는 5-아미노-2,4,6-트리요오도-1,3-벤젠디카르복실산의 신규한 합성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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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I]

화학식 I의 화합물은 요오드화 X-선 조영제, 특히 비이온성 요오드화 X-선 조영제의 제조를 위한 중간체
로서 유용하다.

상기 화합물은 문헌[참조 : Beilstein 및 Chemical Abstracts]에 인용되어 있고, 실온에서 염산 중에 과
량의  일염화요오드를  사용하여  이  화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이  미국  특허  제2820814호[참조  : 쉐링사
(Schering Corp.), 1955; CA 52 : 16305; GB-A-785670]에 최초로 개시되어 있다. 5-아미노-이소프탈산(또
는 5-아미노-1,3-벤젠디카르복실산)은 일-또는 이할로겐화 중간체 물질을 단리하고 이어서 더 요오드화함
으로써 단계적으로 요오드화시킬 수 있지만, 직접 삼요오드화시킬 수 있다. 얻어진 60%의 반응 수율이라
는 것은 공업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인데, 상기 특허의 실시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목탄으로 처리하고 진한 염산을 첨가하여 추가로 재침전시키는 정제 단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최종 수
율은 더 낮아지게 된다.

랑가나탄(Ranganathan)  등의 더 최근의 문헌(참조 :  J.  Org.  Chem,  59,  1344,  1994)에는 문헌[참조 : 
Larsen등, J. Am. Chem. Soc., 78, 3210, 1956]에 이미 공지된 방법에 따라 KIO3를 염산 존재하에 KI와 반

응시켜서 반응계내에서 생성한 KICl2를 사용하여 5-아미노-1,3-벤젠디카르복실산을 요오드화시키는 반응이 

개시되어 있다. 이 반응은 중성 pH 및 55∼60℃의 온도에서 수행하고, 항상 목탄으로 정제한 후 산성화에 
의해 재침전시키고 메탄올로 결정화시킨 후에야 74%의 수율이 얻어진다.

인용된 양 문헌에서는 최종 생성물 중에 미량의 일- 또는 이요오드화된 생성물 뿐만 아니라 착색된 부산
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제 단계를 필요로 한다. 인용된 양 방법은 매우 낮은 출발 물질 농도에서 수행된
다.

보다 최근에는 5-아미노-2,4,6-트리요오도-1,3-벤젠디카르복실산의 제조 및 정제 방법과 모액으로부터의 
요오드  회수  방법에  대한  몇몇  일본  특허  출원이  공개되었다(Mitsui  Toatsu  Chemical  Ltd., JP-A-
3197451, JP-A-1224203, JP-A-1224202, JP-A-1201002, JP-A-1201003, JP-A-1047746, JP-A-1047745, JP-A-
1047744).

최초의 특허 출원 JP-A-1047744호에는 쉐링 특허에 따른 요오드화 반응 조건하에 반응을 더 높은 온도(80
∼100℃)에서 수행하여 97.7%의 공표된 수율을 얻은, 반응 수율이 개선된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후속 특허 출원 JP-A-3197451호에 인용되어 있는 종래 기술로부터 추론한 바와 같이, 상기 방법의 생성물
의 순도는 충분하지 않고, 이 출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촉매로서 H2SO4 또는 H3PO4 존재

하에 5-아미노이소프탈산을 IC1로 처리하여 상기 화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을 기재하고 있다.

산 촉매는 산에 대하여 0.1∼20몰%, 바람직하게는 1∼10몰%의 양으로 첨가한다. 산의 농도는 1.0∼15중량
%, 바람직하게는 2.0∼10중량%이다. 일염화요오드는 전구체에 대해 3.0∼4.5몰당량, 바람직하게는 3.0∼
3.9몰당량으로 사용한다. 반응은 바람직하게는 50∼100℃에서 1∼5시간 동안 행한다. 최종 생성물은 높은 
순도(99.5%) 및 높은 수율(98.1%)로 얻어진다.

상기 출원이 극복하고자 한 것은 일-또는 이요오드화 반응의 중간체에 의해 생성물이 오염되는 문제이다. 
상기 목표는 황산 또는 인산을 사용한 촉매화에 의해, IC1에 대한 용매로서 염산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달
성할 수 있다. 이 특허 출원은 착색된 불순물-이전의 문헌에서도 언급된 바 있으며, 본 발명자들이 상기 
출원에 기재된 조건하에서 수득한 생성물에도 역시 존재-의 형성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제안하지 않고 있다.

양 출원의 실험에 대한 부분을 보면, 기질의 농도는 이전의 종래 기술 문헌에 비해서는 증가되었으나, 공
업적 생산성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낮은 것이다.

이들 문헌 모두에 있어서, 출발 물질은 해리되지 않은 형태의 단리된 
5-아미노-1,3-벤젠디카르복실산이다.

본 발명의 방법은 5-니트로-1,3-벤젠디카르복실산을 중성 또는 염기성 환경중에서 촉매적 수소첨가 반응
시켜서 얻은 5-아미노-1,3-벤젠디카르복실산 나트륨염을,  HCl 및 H2SO4를 미리 첨가한 후, HCl중의 IC1용

액으로 직접 요오드화 반응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특히 바람직한 요오드화 조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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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l 및 H2SO4로부터 유래된 산의 총 당량 대 5-니트로-1,3-벤젠디카르복실산의 몰비는 2.5 : 1 내지 3.5 

: 1이고;

-HCl 당량 대 5-니트로-1,3-벤젠디카르복실산 몰비는 0 : 1 내지 2 : 1, 바람직하게는 0.5 : 1 내지 1.5 
: 1이며;

-H2SO4 당량 대 5-니트로-1,3-벤젠디카르복실산 몰수의 비율은 0.5 : 1 내지 3.5 : 1범위, 바람직하게는 

2.0 : 1이고;

-ICl 및 5-니트로-1,3-벤젠디카르복실산의 몰비는 3.0 : 1 내지 3.5 : 1이며;

-HCl 중의 ICl 용액에서 HCl 대 ICl의 몰비는 0.4 : 1 내지 1.2 : 1이고;

-요오드화 반응의 온도는 75 내지 110℃, 바람직하게는 70 내지 95℃이다.

최초로, 상술한 양으로 존재하는 산으로 인해, 목적 생성물을 추가의 정제 공정없이도 우수한 수율과 높
은 순도로 짙은 색의 화합물을 함유하지 않는 백색(수화물 형태) 또는 황색(무수물 형태) 결정으로서 수
득할 수 있게 되었다.

상술한 양의 황산이 존재함으로 인한 또다른 현저한 잇점은, 공업적 생산성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으
로, 황산을 사용하지 않는 통상의 표준보다 더 높은 기질 농도의 조건 하에 동일한 수율로 요오드화 반응
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험에 관한 설명 부분에는, 황산을 첨가하지 않고 염산 3당량을 첨가한 실시예와, 황산만을 첨가한 실시
예를 기재하였다. 전자의 경우에는 뚜렷하게 낮은 수율이 달성되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수율은 만족스
럽지만 최종 생성물이 짙은 갈색이어서 후속의 정제 단계를 필요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를 위한 하기 실시예들은 예시를 위한 것이고 어떠한 방식으로도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
지 않는다.

[실시예]

[실시예 1]

5-아미노-2,4,6-트리요오도-1,3-벤젠디카르복실산

A) 5-아미노-1,3-벤젠디카르복실산

5-니트로-1,3-벤젠디카르복실산(시판 제품) 325g을 물 2.8ℓ와 함께 반응기에 넣었다. 이것을 60∼70℃까
지 가열하고, 30% NaOH 410g을 첨가하여 출발 물질을 용해시켰다. 이어서, 목탄 10g을 첨가하고, 슬러리
를 여과하고 여과기를 물 200ml로 세척하였다.

이후, 5% Pd/C(시판 제품) 8g을 넣고, 대략 0.01m
3
의 질소로 조절하였다. 수소 0.1m

3
를 30kPa의 압력하에 

첨가하였다. 온도는 자발적으로 50℃에 도달하였고 냉각에 의해 유지되도록 하였다. 수소의 소모가 멈췄

을 때, 용액을 가압하에 1시간 동안 유지시킨 후, 질소 0.02m
3
로 세척하여 잔류 수소를 제거하였다. 현탁

액을 여과하고 여과기를 물 100ml로 세척하여, 5-아미노-1,3-벤젠디카르복실산 나트륨염을 함유하는 용액
을 대략 3.85kg 수득하였다.

B) 5-아미노-2,4,6-트리요오도-1,3-벤젠디카르복실산

물 2.75ℓ를 넣은 반응기에 HCl(34%w/w) 0.08kg, 상기 반응에서 얻은 5-아미노-1,3-벤젠디카르복실산 나
트륨염의 용액 3.85kg 및 H2SO4(1 : 1수용액)375g을 순차적으로 첨가하였다. 내용물을 70℃까지 가열하고, 

3시간 동안 HCl 중의 ICl 용액(요오드 44.5%, ICl : HCl의 몰비=1 : 1)(시판 제품) 1.35kg을 첨가하였다. 
첨가를 마쳤을 때 용액을 90℃까지 가열하고 온도를 6시간 동안 유지시켰다. 내용물을 60℃로 
냉각시키고, 다른 반응기로 옮겨서 30℃까지 냉각시켰다. 중아황나트륨 45g을 교반하에 첨가하여 슬러리
를 탈색시킨 후, 원심분리하고, 생성물을 물 0.3kg으로 세척하여 목적하는 습윤 생성물 935g을 수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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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조시킨 후, 목적 생성물 830g을 수득하였다.

2 단계의 총 수율(무수 생성물에 대하여) :      95.0%

함수율 :                                                      2%

전위차 분석 :                                             99.3%

1
H-NMR, 

13
C-NMR, IR 및 MS 스펙트럼은 이 구조에 일치한다.

[실시예 2]

비교예 : HCl 3 당량 존재하에서의 5-아미노-2,4,6-트리요오도-1,3-벤젠디카르복실산의 제조

실시예 1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5-아미노-1,3-벤젠디카르복실산 나트륨염의 용액 3.85kg을 HCl(34% w/w) 
0.48kg 존재하에 ICl과 반응시켰다. 

2 단계의 무수 생성물의 총 수율 :               82.0%

화학적-물리적 특성은 상술한 것과 일치하였다.

[실시예 3]

비교예 : H2SO4 3 당량 존재하에서의 5-아미노-2,4,6-트리요오도-1,3-벤젠디카르복실산의 제조

실시예 1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5-아미노-1,3-벤젠디카르복실산 나트륨염의 용액 3.85kg을 H2SO4(1 : 1수

용액) 450g 존재하에 ICl과 반응시켰다.

2 단계의 무수 생성물의 총 수율 :              91.0%

화학적-물리적 특성은 상술한 것과 일치하였으나 생성물은 짙은 갈색이었다.

[실시예 4]

비교예 : JP-A-3197451호의 실시예 1에 기재된 방법에 따른 5-아미노-2,4,6-트리요오도-1,3-벤젠디카르복
실산의 제조(3배의 규모)

교반기가 장착된 재킷 반응기에 5-아미노-1,3-벤젠디카르복실산 57.2g(함수율 5%, 역가 95%, 0.3몰과 동
일함), 물 1440g 및 황산 1.47g을 넣었다. 이것을 70℃까지 가열하고, 35% HCl 중의 50중량% ICl 용액 
306.9g(0.945mol)을 1시간 동안 적가하였다. 70℃에서 교반하에 4시간 동안 유지시켜 반응을 완결시켰다. 
이것을 10℃까지 냉각시키고, 침전물을 여과하고, 감압하에 농축시켰다. 물 0.8%(w/w)  및 불완전한 요오
드화 반응에 의해 생긴 불순물 1%를 함유하는 5-아미노-2,4,6-트리요오도-1,3-벤젠디카르복실산으로 이루
어진 갈색 결정질 고체 144g(86%)을 수득하였다.

[실시예 5]

비교예 : JP-A-3197451호의 실시예 1에 기재된 방법에 따르되, 5-아미노-2,4,6-트리요오도-1,3-벤젠디카
르복실산의 단리를 행하지 않은 5-아미노-2,4,6-트리요오도-1,3-벤젠디카르복실산의 제조

단리된 5-아미노-1,3-벤젠디카르복실산 대신에, 수소첨가 반응의 말기에 얻은 5-아미노-1,3-벤젠디카르복
실산 나트륨염을 함유하는 용액을 동량(580g)으로 넣은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4의 방법을 반복하였다. 
반응이 완결되었을 때 흑색 현탁액을 얻었고, 이것을 여과하여, 아마도 산화 반응으로 인한 불순물에 의
하여 심하게 오염된 5-아미노-트리요오도-1,3-벤젠디카르복실산으로 이루어진 적당량(70g)의 흑색 고체를 
수득하였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5-니트로-1,3-벤젠디카르복실산을 중성 또는 염기성 환경 중에서 촉매적 수소첨가 반응시켜 5-아미노-
1,3-벤젠디카르복실산 나트륨염의 수용액을 얻는 단계;

b) 이 염 수용액에 HCl 및 H2SO4를 첨가하는 단계;

c) 단계 b)에서 얻은 용액을 더 정제하지 않고서 HCl 중의 ICl 용액으로 직접 요오드화시키는 단계[여기
서, HCl 및 H2SO4에 의해 제공되는 산의 총 당량 대 5-니트로-1,3-벤젠디카르복실산의 몰비가 2.5 : 1 내

지 3.5 : 1이고, H2SO4의 당량 대 5-니트로-1,3-벤젠디카르복실산의 몰비가 0.5 : 1 내지 3.5 : 1이며, 

ICl 대 5-니트로-1,3-벤젠디카르복실산의 몰비가 3.0 : 1 내지 3.5 : 1임)

를 포함하는 이루어지는 5-아미노-2,4,6-트리요오도-1,3-벤젠디카르복실산의 제조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H2SO4의 당량 대 5-니트로-1,3-벤젠디카르복실산의 몰비가 2.0 : 1인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HCl 중의 ICl 용액에서 HCl 대 IC1의 몰비가 0.4 : 1 내지 1.2 : 1인 방법.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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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단계 c)의 온도가 75 내지 110℃인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단계 c)의 온도가 70 내지 95℃의 범위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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