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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디메틸아미노)메틸)-1-(3-메톡시페닐)사이클로헥산올 및 그의 염의 정제 방법

요약

본 발명은 트랜스 2-[(디메틸아미노)메틸]-1-(3-메톡시페닐)사이클로헥산올 염산염 이성체, 시스 2-[(디
메틸아미노)메틸]-1-(3-메톡시페닐)사이클로헥산올 염산염 이성체 및  그리나드 반응 부산물을 함유하는 
반응 혼합물을 중간 분자량의 알콜, 케톤, 에스테르 및 에테르 또는 방향족에테르중에서 선택된 유기 용
매의 존재하에 염화 수소 기체 또는 저분자량 알콜중의 염산 용액과 배합하여 트랜스 2-[(디메틸아미노)
메틸]-1-(3-메톡시페닐)사이클로헥산올 염산염을 선택적으로 침전시킴을 포함하는, 상기 혼합물로부터 트
랜스 2-[(디메틸아미노)메틸]-1-(3-메톡시페닐)사이클로헥산올 염산염을 정제 및 분리시키는 개선된 방법
에 관한 것이다.

명세서

[발명의 명칭]

2-[(디메틸아미노)메틸]-1-(3-메톡시페닐)사이클로헥산올 및 그의 염의 정제 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2-[(디메틸아미노)메틸]-1-(3-메톡시페닐)사이클로헥산올 및 그의 염의 정제방법에 관한 것이
다.

보다  특히,  본  발명은,  트랜스  2-[(디메틸아미노)메틸]-1-(3-메톡시페닐)사이클로헥산올(또한 트라마돌
(Tramadol)로서 공지됨)을, 무독성 매질중에서 그의 염산염의 선택적인 침전에 의해 그의 시스-이성체 및 
바람직하지 못한 부산물들로부터 정제 및 분리시키는 개선된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트리마돌은  그루에넨탈(Gruenenthal)  GmbH(독일)에  의해  발명되어  트라말(Tramal)  또는 크리스핀
(Crispin)이라는 상표명으로 시판되고 있는, 장기간 확립되어 온 비-중독성 진통제로 사용되는 약물이다.

트라마돌의 합성은 미합중국 특허 제 3,652,589 호 및 영국 특허 제 992,399 호에 개시되어 있다.

트라마돌의 구조는 하기 구조식(I)(트랜스-이성체)로 나타내며, 이는 주요 합성 생성물로서 수득된다. 시
스-이성체는 하기 구조식(Ⅱ)로 나타내며, 반응 혼합물의 수소 성분으로서 수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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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종래 특허들은 이성체 혼합물로부터의 순수한 트랜스 트라마돌의 단리법을 다음과 같이 개시한다: 
그리나드 반응으로부터 수득한 복합 혼합물을 고 진공하에서 증류시킨다. 트라마돌의 2개의 기하 이성체
들은 138℃ 내지 140℃(0.6mmHg) 부근에서 비등한다. 증류된 이성체 혼합물을 디에틸 에테르에 용해시키
고  염화  수소  기체로  처리하고;  시스  및  트랜스  트라마돌  염산염의  조질의  혼합물을  침전시키고 
여과한다. 상기 공정으로 비교적 고 함량의 시스-이성체를 갖는 이성체 혼합물이 수득된다.

이어서 이성체 혼합물을 5배 분량의 습윤 디옥산으로 환류시키고, 생성된 현탁액을 아직 고온일 때 여과
한다. 상기 케이크를 무수 디옥산으로 한본 더 비등시키고 여과한다; 수득된 잔사는 순수한 트랜스 트리
마돌 염산염으로 구성된다.

디옥산은  다수의  바람직하지  못한  성질을  갖는  용매이다.  이는,  최근에  OSHA(Kirk  ＆  Othmer,  3rd 
edition Vol. 9, page 386)에 의해 제 I 범주의 발암물질로서, CNS 침하 및 간과 신장의 괴사를 일으키는 
물질로 목록에 올랐다(상기 문헌, Vol. 13, page 267).

또한, 디옥산은 위험한 과산화물을 형성시킴으로써 안전성에 위협을 준다(Kird ＆ Othmer, 3rd edition, 
Vol. 17, page 48).

최근에, 약물중의 용매 잔사로서의 디옥산은 가능한 독성 성분으로서 면밀히 조사되었으며, 그의 함량에 
대한 제한 범위가 수 ppb 정도로 대단히 낮아졌다.

상기 이성체들을 효과적으로 분리시키는 대체 용매를 발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각종 용매 및 용매 혼합물, 및 분리조건들을 사용하여 실험한 후에, 놀랍게도 유기 용매 용액중에서 이성
체 혼합물을 염산으로 처리하고 상기 이성체 염산염의 선택적인 침전을 조심스럽게 모니터링함으로써 매
우 효과적인 이성체 분리가 수행됨이 밝혀졌다.

또한, 본 발명에 개시된 방법에서는 이성체들을 단리시키기 전에 반드시 고진공 증류시킬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라,  트랜스  2-[(디메틸아미노)메틸]-1-(3-메톡시페닐)사이클로헥산올  염산염 
이성체, 그의 시스 이성체 및 그리나드 반응 부산물을 함유하는 반응 혼합물을, 중간 분자량의 알콜, 케
톤, 에스테르 및 에테르 또는 방향족 에테르중에서 선택된 유기용매의 존재하에, 염화수소 기체로 또는 
저분자량 알콜중의 염산의 용액으로 처리하여, 트랜스 2-[(디메틸아미노)메틸]-1-(3-메톡시페닐)사이클로
헥산올 염산염을 선택적으로 침전시킴을 포함하는, 상기 반응혼합물로부터의 트랜스 2-[(디메틸아미노)메
틸]-1-(3-메톡시페닐)사이클로헥산올 염산염의 개선된 정제 및 분리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태양으로, 상기 유기용매를 C3-C8  다가 알콜, C3-C  8 케톤, C4-C7 에스테르 또는 

이들의 혼합물중에서 선택한다.

바람직하게, 알콜은 침전 조건하에서 비반응성인 것을 사용한다.

C4 내지 C7 알콜과 같은 알콜이 가장 효과적이며, 본 특허의 바람직한 실시태양으로서 C5 및 C6 이성체 알콜

을 사용한다.

이제 본 발명을 그의 태양이 보다 완전히 이해되고 인지될 수 있도록 하기 실시예들중의 몇몇 바람직한 
실시태양과 관련하여 개시하지만, 이들 특정 실시태양으로 본 발명을 제한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이와 대
조적으로,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한정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범위내에 포함되는 모든 대체물, 변
형물 및 등가물들을 포괄하고자 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실시태양을 포함하는 하기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실시를 예시할 것이며, 예시된 사항들은 실시예에 의한 것이고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태양의 예시적인 
논의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제조과정 뿐 아니라 본 발명의 원리 및 개념적인 태양이 가장 유용하고 쉽
개 이해되는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서 나타냄은 물론이다.

하기 실시에들은 본 발명을 보다 충분히 예시한다:

[실시예 A]

조질의 염기를 하기와 같이 그리나드 반응을 통해 제조한다:

마그네슘 부스러기 0.1 몰을 무수 THF 10㎖과 혼합한다. THF 500㎖ 중의 3-브로모아니솔 0.1㎖ 용액을 온
화한 환류가 유지되는 속도로 적가한다. 반응 혼합물을 빙욕중에서 냉각시키고 THF 20㎖ 중의 2-디메틸아
미노 메틸 사이클로헥사논 0.1㎖ 용액을 3시간동안 적가한다.

반응물을 포화 염화 암모늄 용액 100㎖로 급냉시킨다. 유기 용액을 분리시키고 증발시킨다. 조질의 염기
성 용액을 그 자체로서 이성체 분리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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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

논문[R. Flick, E. Frankus and E. Friederichs, Arzneim. Forsch. 28,107(1978)]에 개시된 바와 같이 필
수적으로 제조된, 3-메톡시페닐 마그네슘 브로마이드와 2-디메틸아미노-메틸사이클로헥사논 사이의 그리
나드 반응으로부터 수득된 조 혼합물(대략 60%의 트랜스 트라마돌-기재 및 10%의 시스 이성체 함유)(실시
예 A 참조) 175g을 2-프로판올 350㎖에 용해시킨다.

이소프로판올중 HCl 100㎖(25% w/w)을 1시간 동안 상기에 도입시킨다. 혼합물을 교반하고 추가로 3시간 
동안 20°로 냉각시킨다. 주로 트랜스 이성체로 이루랜스 트리마돌과 2.2%의 시스 이성체를 함유하는 혼
합물을 수득한다.

[실시예 2 내지 11]

2-프로판올 대신에 하기 표 1에 개시된 용매들을 사용하여 실시예 1에 개시된 방법을 반복한다.

[표 1]

본 발명은 상술한 예시적인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들로 제한되지 않고,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으로부터 
이탈됨이 없이 다른 특정한 형태로 포함될 수도 있음은 당해분야의 숙련가들에게 자명할 것이며,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태양 및 실시예들을 모든 면에서 예시적이지만 비제한적인 것으로서 간주하고, 상술한 명
세서 보다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를 참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특허청구범위와 등가의 의미 
및 범위내에 있는 모든 변화들을 본 발명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트랜스  2-[(디메틸아미노)메틸]-1-(3-메톡시페닐)사이클로헥산올  염산염  이성체,  시스 2-[(디메틸아미
노)메틸]-1-(3-메톡시페닐)사이클로헥산올 염산염 이성체 및 그리나드 반응 부산불을 함유하는 반응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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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탄소수 3 내지 8의 알콜, 케톤, 에스테르 및 에테르 또는 방향족 에테르중에서 선택된 유기 용매의 
존재하에, 염화 수소 기체로 또는 탄소수 3 이하의 알콜중의 염산의 용액으로 처리하여, 트랜스 2-[(디메
틸아미노)메틸]-1-(3-메톡시페닐)사이클로헥산올 염산염을 선택적으로 침전시킴을 포함하는, 상기 반응혼
합물로부터 트랜스 2-[(디메틸아미노)메틸]-1-(3-메톡시페닐)사이클로헥산올 염산염을 정제 및 분리시키
는 개선된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용매로서의 알콜이 펜탄올 또는 헥산올인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선택적인 정제를 증류과정 없이 조질의 반응 혼합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염산이 용액으로서 도입되는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염산이 이소프로판올중의 용액으로서 도입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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