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특허 특2002-0046948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7

C07D 303/36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특2002-0046948
2002년06월21일

(21) 출원번호 10-2001-0078050         
(22) 출원일자 2001년12월11일         

(30) 우선권주장 JP-P-2000-0037
7804
JP-P-2001-0005
1108

2000년12월12일
2001년02월26일

일본(JP)
일본(JP)

(71) 출원인 아지노모토 가부시키가이샤
에가시라 구니오
일본국 도쿄도 쥬오구 교바시 1죠메15반1고

(72) 발명자 스즈키유이치
일본가나가와켄가와사키시가와사키쿠스즈키초1반1고
히로세나오코
일본가나가와켄가와사키시가와사키쿠스즈키초1반1고
오니시도모유키
일본가나가와켄가와사키시가와사키쿠스즈키초1반1고
이자와구니스케
일본가나가와켄가와사키시가와사키쿠스즈키초1반1고

(74) 대리인 이병호

심사청구 : 없음

(54) 에폭사이드 결정의 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극성 용매 중의 (2R,3S)-3-3급-부톡시카보닐아미노-1,2-에폭시-4-페닐부탄[(2R,3S)-에폭사이드 
화합물] 또는 (2S,3R)-3-3급-부톡시카보닐아미노-1,2-에폭시-4-페닐부탄[(2S,3R)-에폭사이드 화합물]의 용
액에 물을 가하여 결정화시킴으로써, (2R,3S)-에폭사이드 화합물 또는 (2S,3R)-에폭사이드 화합물의 결정을, 극저
온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산업적 제조방법으로 고수율로 용이하게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색인어
에폭사이드 화합물, 극성 용매, 결정화 반응, 산업적 제조방법, 고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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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2R,3S)-3-3급-부톡시카보닐아미노-1,2-에폭시-4-페닐부탄 결정과 (2S,3R)-3-3급-부톡시카보닐
아미노-1,2-에폭시-4-페닐부탄 결정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화학식 1의 (2R,3S)-3-3급-부톡시카보닐아미노-1,2-에폭시-4-페닐부탄[이후에 간혹 (2R,3S)-에폭사이드 화
합물로 언급됨]과 화학식 2의 (2S,3R)-3-3급-부톡시카보닐아미노-1,2-에폭시-4-페닐부탄[이후에 간혹 (2S,3
R)-에폭사이드 화합물로 언급됨]은 HIV 프로테아제 억제제 등의 약제학적 화합물에 대한 중간체로서 유용하다[참조
: A. A. Malik, 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rganic Process Research & Development, Developme
nt of a Commercial Process for 2S,3S and 2R,3S-epoxides, 10-12th July 2000, Montreal, T. Archibald e
t al., Scientific Update Conference Manual, Chiral USA '99, Full Scale Chiral Separation Using SMB, 4th M
ay 1999, San Francisco, Scientific Update].
    

화학식 1

화학식 2

(2R,3S)-에폭사이드 화합물과 (2S,3R)-에폭사이드 화합물은 비교적 결정화하기가 어려우며, 이들 화합물의 결정을 
산업적 규모로 제조하는 방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 화합물의 제조방법은 일본 공개특허공보 제(평)6-2068
57호(EP 제0580402호), WO 제99/38855호, WO 제00/44736호 등에 기재되어 있으나, 당해 방법들이 결정을 산업
적으로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반드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일본 공개특허공보 제(평)6-206857호(EP 제0580402호)에는, (2R,3S)-3-3급-부톡시카보닐아미노-
1-클로로-2-하이드록시-4-페닐부탄을 에탄올 중의 KOH 수용액으로 처리하여 (2R,3S)-에폭사이드 화합물을 수
득하고, 알칼리 등을 추출에 의해 제거하고, 에틸 아세테이트에서 환류시켜 화합물을 용해시키고, 수득된 용액에 헥산
을 가하여 결정화시킴을 포함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WO 제99/38855호에는, (2R,3S)-3-3급-부톡시카보닐아
미노-2-하이드록시-4-페닐-1-부탄올과 유기 용매 중의 알킬설포닐 할라이드 화합물 또는 아릴설포닐 할라이드 화
합물을 설폰화를 위한 염기의 존재하에 반응시켜 (2R,3S)-3-3급-부톡시카보닐아미노-2-하이드록시-4-페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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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설포닐옥시부탄을 수득하고, 화합물을 염기로 처리하고, 수득된 (2R,3S)-에폭사이드 화합물을 지방족 탄화수소 
용매(예: 헥산 등)로부터 결정화시킴을 포함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방법에 따르면, (2R,3S)-에폭사이드 화합물을 제조한 후에 시스템에 잔류하는 알칼리 등을 제
거하기 위해서는 추출 등의 복잡한 단계가 필요하다. 또한, 사용된 빈용매(poor solvent)(예: 헥산 등)가 본 발명의 목
적 생성물을 어느 정도로 용해시키며, 결정화 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결정화 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결정화 반응을 -20℃[참조: WO 제99/38855호] 또는 -40℃[참조: 일본 공개특허공보 제(평)6-206857호]의 극저
온에서 수행해야 한다. 그 자체로, 이들 방법이 산업적 생산에 반드시 충분한 것은 아니다.
    

    
WO 제00/44736호에는, (2R,3S)-3-3급-부톡시카보닐아미노-1-클로로-2-하이드록시-4-페닐부탄을 아세톤 
중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으로 처리하여 (2R,3S)-에폭사이드 화합물을 수득하고, 수성 상을 분리하고, 수득한 (2R,
3S)-에폭사이드 화합물을 아세톤과 물의 혼합 용매 속에 용해시키고, 수득한 용액을 물에 가함을 포함하는 결정화 방
법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당해 방법에 따르면, 목적 생성물의 용액을 빈용매에 가하면 결정화 반응이 신속해진다. 
그 결과, 적가, 교반 등의 조건에 따라서 결정이 응집되거나 스케일 등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빈용매를 함유한 상이한 
용기에 목적 생성물의 용액을 가할 필요가 있으나, 이로 인해 당해 방법이 산업적 제조에 완전히 적합해지지는 않는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위에서 언급한 문제(예: 결정화 반응에 필요한 복잡한 처리, 극저온 등)가 없는, (2R,3S)-3-3급-
부톡시카보닐아미노-1-에폭시-4-페닐부탄 결정과 (2S,3R)-3-3급-부톡시카보닐아미노-1,2-에폭시-4-페닐부
탄 결정을 산업적 규모로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라, 극성 용매 중의 (2R,3S)-3-3급-부톡시카보닐아미노-1,2-에폭시-4-페닐부탄이나 이의 광학 이
성체 또는 (2S,3R)-3-3급-부톡시카보닐아미노-1,2-에폭시-4-페닐부탄의 용액에 물을 가하여 결정화시킴으로써, 
여과 특성 및 분리 특성이 탁월한 결정을, 극저온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고수율로 용이하게 수득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다음을 제공한다.

[1] 극성 용매 중의 (2R,3S)-3-3급-부톡시카보닐아미노-1,2-에폭시-4-페닐부탄[(2R,3S)-에폭사이드 화합물)
] 또는 (2S,3R)-3-3급-부톡시카보닐아미노-1,2-에폭시-4-페닐부탄[(2S,3R)-에폭사이드 화합물]의 용액에 물
을 가하여 결정화시킴을 포함하는, 화학식 1의 (2R,3S)-에폭사이드 화합물 결정 또는 화학식 2의 (2S,3R)-에폭사이
드 화합물 결정의 제조방법.

[2] 상기 [1]항에 있어서, 결정화 반응이 결정의 침전 반응을 개시하고 침전된 결정을 숙성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
법.

[3] 상기 [1]항에 있어서, 결정화 반응이 16℃ 이하의 온도에서 수행되는 방법.

[4] 상기 [1]항에 있어서, 극성 용매가 메탄올, 에탄올, 1-프로판올 및 2-프로판올로 이루어진 그룹(A)로부터 선택
된 하나 이상의 용매(들)이거나, 물과 그룹(A)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용매(들)와의 혼합 용매인 방법.

[5] 상기 [1]항에 있어서, 극성 용매가 2-프로판올이거나 물과 2-프로판올과의 혼합 용매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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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학식 3의 (2R,3S)-3-3급-부톡시카보닐아미노-1-할로-2-하이드록시-4-페닐부탄 또는 화학식 4의 (2S,
3R)-3-3급-부톡시카보닐아미노-1-할로-2-하이드록시-4-페닐부탄을 극성 용매 중의 염기로 처리하여 극성 용
매 중의 (2R,3S)-에폭사이드 화합물 또는 (2S,3R)-에폭사이드 화합물의 용액을 수득하고, 수득한 용액에 물을 가하
여 결정화시킴을 포함하는, (2R,3S)-3-3급-부톡시카보닐아미노-1,2-에폭시-4-페닐부탄 결정 또는 (2S,3R)-3
-3급-부톡시카보닐아미노-1,2-에폭시-4-페닐부탄 결정의 제조방법.
    

화학식 3

화학식 4

위의 화학식 3 및 화학식 4에서,

X는 할로겐 원자이다.

[7] 상기 [6]항에 있어서, X가 염소원자인 방법.

[8] 상기 [6]항에 있어서, 결정화 반응이 결정의 침전 반응을 개시하고 침전된 결정을 숙성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
법.

[9] 상기 [6]항에 있어서, 결정화 반응이 16℃ 이하의 온도에서 수행되는 방법.

[10] 상기 [6]항에 있어서, 극성 용매가 메탄올, 에탄올, 1-프로판올 및 2-프로판올로 이루어진 그룹(A)로부터 선택
된 하나 이상의 용매(들)이거나, 물과 그룹(A)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용매(들)와의 혼합 용매인 방법.

[11] 상기 [6]항에 있어서, 극성 용매가 2-프로판올이거나 물과 2-프로판올과의 혼합 용매인 방법.

    
[12] (2R,3S)-3-3급-부톡시카보닐아미노-1-클로로-2-하이드록시-4-페닐부탄 또는 (2S,3R)-3-3급-부톡시
카보닐아미노-1-클로로-2-하이드록시-4-페닐부탄을 극성 용매 중의 염기로 처리하여 극성 용매 중의 (2R,3S)-
에폭사이드 화합물 또는 (2S,3R)-에폭사이드 화합물의 용액을 수득하고, 수득한 용액에 물을 가하여 결정화시킴을 포
함하는, (2R,3S)-3-3급-부톡시카보닐아미노-1,2-에폭시-4-페닐부탄 결정 또는 (2S,3R)-3-3급-부톡시카보
닐아미노-1,2-에폭시-4-페닐부탄 결정의 제조방법.
    

[13] 상기 [12]항에 있어서, 결정화 반응이 결정의 침전 반응을 개시하고 침전된 결정을 숙성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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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기 [12]항에 있어서, 결정화 반응이 16℃ 이하의 온도에서 수행되는 방법.

[15] 상기 [12]항에 있어서, 극성 용매가 메탄올, 에탄올, 1-프로판올 및 2-프로판올로 이루어진 그룹(A)로부터 선
택된 하나 이상의 용매(들)이거나, 물과 그룹(A)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용매(들)와의 혼합 용매인 방법.

[16] 상기 [12]항에 있어서, 극성 용매가 2-프로판올이거나 물과 2-프로판올과의 혼합 용매인 방법.

본 발명은 다음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본 명세서에서, (2R,3S)-에폭사이드 화합물 및/또는 (2S,3R)-에폭사이드 
화합물은 간혹 " 목적 생성물" 로서 언급될 수 있다.

(2R,3S)-에폭사이드 화합물 및 (2S,3R)-에폭사이드 화합물의 제조방법

(2R,3S)-에폭사이드 화합물은 공지된 화합물이며, 예를 들면, 화학식 3의 (2R,3S)-3-3급-부톡시카보닐아미노-1
-할로-2-하이드록시-4-페닐부탄을 염기로 처리하여 제조할 수 있다.

화학식 3

위의 화학식 3에서,

X는 할로겐 원자이다.

유사하게, (2S,3R)-에폭사이드 화합물은, 예를 들면, 화학식 4의 (2S,3R)-3-3급-부톡시카보닐아미노-1-할로-
2-하이드록시-4-페닐부탄을 염기로 처리하여 제조할 수 있다[참조: 일본 공개특허공보 제(평)6-206857호(EP 제
0580402호) 등].

화학식 4

위의 화학식 4에서,

X는 할로겐 원자이다.

X에서의 할로겐 원자로서, 염소원자 및 브롬 원자가 바람직하며, 특히 염소원자가 바람직하다.

(2R,3S)-에폭사이드 화합물 및 (2S,3R)-에폭사이드 화합물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염기는 특별히 제한되지 않지만, 
예를 들면, 수산화칼륨, 수산화나트륨, 탄산칼륨, 탄산나트륨, 나트륨 메톡사이드, 나트륨 에톡사이드 및 칼륨 3급-부
톡사이드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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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R,3S)-에폭사이드 화합물 및 (2S,3R)-에폭사이드 화합물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극성 용매로서, 다음에 언급되
는 결정화 단계에 사용되는 것들이 예시된다.

    
위에서 언급한 (2R,3S)-3-3급-부톡시카보닐아미노-1-할로-2-하이드록시-4-페닐부탄은 또한 공지된 화합물이
며, 예를 들면, (3S)-3-3급-부톡시카보닐아미노-1-할로-4-페닐-2-부탄온을 환원시켜 제조할 수 있다. 유사하
게, (2S,3R)-3-3급-부톡시카보닐아미노-1-할로-2-하이드록시-4-페닐부탄은, 예를 들면, (3R)-3-3급-부톡
시카보닐아미노-1-할로-4-페닐-2-부탄온을 환원시켜 제조할 수 있다[참조: P. Raddatz et al., J. Med. Chem., 
34, 11, 3269 (1991), A. A. Malik, 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rganic Process Research & Deve
lopment, Development of a Commercial Process for 2S,3S and 2R,3S-epoxides, 10-12th July 2000, Mont
real, or T. Archibald et al., Scientific Update Conference Manual, Chiral USA '99, Full Scale Chiral Separ
ation Using SMB, 4th May 1999, San Francisco, Scientific Update].
    

(2R,3S)-에폭사이드 화합물 및 (2S,3R)-에폭사이드 화합물의 결정화 방법

결정화 방법은 예로서 (2R,3S)-에폭사이드 화합물을 참조하여 다음에 설명한다. 이의 광학 이성체로서, (2S,3R)-에
폭사이드 화합물이 또한 유사한 방법으로 결정화할 수 있다.

    
먼저, (2R,3S)-에폭사이드 화합물을 극성 용매 속에 용해시킨다. 목적 생성물에 우수한 용매이며 물과 용이하게 혼화
성인 한, 본 발명에서 극성 용매는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다. 극성 용매의 예로서는 수혼화성 유기 용매(예: 메탄올, 에
탄올, 1-프로판올, 2-프로판올, 아세톤, 2-부탄온, 아세토니트릴, 테트라하이드로푸란 등)가 있으며, 이들 중의 하나 
이상을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이들 유기 용매 중의 하나 이상과 물과의 혼합 용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바람직한 극성 
용매는, 예를 들어, 알콜(예: 메탄올, 에탄올, 1-프로판올, 2-프로판올 등) 및 이들 알콜과 물과의 혼합 용매일 수 있
으며, 특히 바람직하게는 2-프로판올 및 물과 2-프로판올과의 혼합 용매일 수 있다. 물은 목적 생성물에 대해 빈용매
로서 작용한다. 본 발명의 효과가 손상되지 않는 한, 상이한 용매가 존재할 수 있다.
    

유기 용매와 물과의 상기 혼합 용매가 극성 용매로서 사용되는 경우, 혼합 비는 목적 생성물의 함량, 결정화 온도 등에 
따라 다양하다. 적합한 비는 당해 기술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적절하게 결정될 수 있다. 바람직한 용적 비는, 유기 용매 
1에 대해 물이 10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5 이하인 값이다.

결정화 단계에 적용되는 목적 생성물을 함유하는 극성 용매 용액의 농도는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다. 바람직한 조건은 
사용되는 극성 용매의 종류, 결정화 온도 등을 고려하여 당해 기술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적절하게 결정될 수 있다. 바람
직한 농도는 5중량% 이상이다.

    
(2R,3S)-3-3급-부톡시카보닐아미노-1-클로로-2-하이드록시-4-페닐부탄을 염기로 처리하여 (2R,3S)-에폭사
이드 화합물을 수득하고 상기 극성 용매를 반응 용매로서 사용하는 경우, 반응 혼합물은 그 자체로서 사용되거나 적당
하게 농축시킨 후에 결정화 단계에 직접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목적 생성물을 보다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
다. 이러한 경우, 반응 혼합물 속에 존재하는 염기 등을 특별히 제거할 필요는 없지만, 반응 혼합물은 바람직하게는 산
(예: 염산, 황산, 시트르산 등)으로 중화시킨 후에 결정화에 적용된다.
    

본 발명에 따라, 극성 용매 중의 목적 생성물의 용액에 물을 가하여 결정화시킨다. 목적 생성물을 함유하는 용액에 빈용
매인 물을 첨가하기 때문에, 결정을 비교적 온화한 조건하에 침전시킬 수 있고, 스케일링이 쉽게 생성되지 않는다.

한편, 예를 들어, 물을 가하지 않으면서 물과 극성 용매와의 혼합 용매에서 냉각시킴으로써 결정화 반응이 수행되는 경
우, 수득된 슬러리는 유동성이 불량하며, 수득된 결정은 여과 특성 및 분리 특성이 불량하여, 산업적 제조에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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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화 반응은 바람직하게는 16℃ 이하의 온도에서 수행되며, 당해 온도에서 용매는 고화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결정
화 반응은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16℃, 특히 바람직하게는 0 내지 10℃에서 수행된다. 결정화 반응이 16℃를 초과하
는 온도에서 수행되는 경우, 목적 생성물은 바람직하지 않게는 유성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

여과 특성 및 분리 특성이 탁월한 결정을 제조하고 본 발명에서 결정의 응집 및 스케일링을 억제하기 위해서, 바람직하
게는 물을 가하기 전에 결정화 반응을 개시하고 침전된 결정을 숙성시킨다.

침전 반응을 개시하는 방법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으며, 예를 들어, 물을 가하는 방법(i), 시드(seed) 결정을 가하는 방
법(ii), 용액 등을 냉각시키는 방법(iii) 등이 언급된다. 이들 방법은 임의로 병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위의 방법(i)과 
방법(ii)를 병행하는 경우, 시드 결정을 물과 동시에 가하거나 이후에 가할 수 있다.

방법(i)에서 첨가되는 물의 양은 목적 생성물 결정의 침전 반응을 개시하는 양일 수 있다. 방법(i)에서 첨가되는 물의 
온도는 특별히 제한되지 않으나, 바람직하게는 결정화 반응의 온도와 거의 동일하다.

방법(ii)에서 시드 결정의 첨가량은, 필요하다면, 확정된 값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바람직하게는 용액 속에 존재하는 
목적 생성물에 대해 약 0.01 내지 3%이다.

결정의 침전 반응을 개시한 후에 적용되는 숙성 반응은 바람직하게는 교반하에 수행되며, 당해 온도는 바람직하게는 결
정 침전 반응을 개시할 때의 온도로부터 저하된다. 숙성 시간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으며, 예를 들어, 약 10분 내지 24
시간, 바람직하게는 약 30분 내지 2시간이다.

물은 숙성 단계 이후에 첨가된다. 바람직하게는 극성 용매의 용액을 적당하게 교반하는 동안 물을 가함으로써, 결정의 
응집 또는 스케일링 등을 쉽게 유발시키지 않는다. 쉽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당해 기술분야의 전문가는 적
절하게 교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물은 숙성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첨가될 수 있다.

    
또한, 첨가되는 물의 양은 목적 생성물의 농도, 결정화 온도 등의 조건에 따라 다양하며,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다. 결정
화가 개시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극성 용매에 대한 용적 비로 약 50 내지 500%, 바람직하게는 약 100 내지 300
%이다. 물의 첨가 비율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으며, 물은 일반적으로 20분 내지 4시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첨가될 수 있
다. 첨가되는 물의 온도는 특별히 제한되지 않으나, 바람직하게는 결정화 온도와 거의 동일하다. 당해 기술분야의 전문
가는 다양한 조건에 따라 물의 바람직한 양 및 첨가 비율 등을 설정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조방법에 따라, 극성이 높은 불순물을 함유하는 경우, 이를 모액측으로 제거함으로써 목적 생성물이 극성
이 높은 불순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방법은 목적 생성물, 즉, (2R,3S)-에폭사이드 화합물 및 (2
S,3R)-에폭사이드 화합물의 정제방법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목적 생성물이 상기 공지된 방법 등에 의해 수득되는 경우, 목적 생성물은 반응 혼합물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채, 본 발
명의 방법에 적용된다. 그 결과, 반응 혼합물 속에 함유된 알칼리 및 염은 목적 생성물을 결정화시킴과 동시에 모액측으
로 제거된다. 결과적으로, 공지된 방법 등에 의해 수득된 목적 생성물은 특별히 추출 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결정
으로서 용이하게 분리될 수 있다. 그 자체로, 본 발명은 탁월한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결정화 단계에 사용되는 것
과 동일한 극성 용매가 목적 생성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반응 혼합물은 결정화 단계에 직접 사용됨으로써, 목적 생
성물을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
    

수득된 결정은, 필요하다면, 통상적인 방법, 예를 들어, 용매(예: 물)를 물과 알콜과의 혼합 용매 등으로 세척하는 방법, 
물 등을 가한 후에 슬러리를 세척하여 순도가 높은 결정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정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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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조방법에 따라, 결정으로서 용이하게 수득될 수 없는 (2R,3S)-에폭사이드 화합물 및 (2S,3R)-에폭사이
드 화합물을 용이하게 수득할 수 있으며, 수득된 결정의 입자 크기는 일정하고, 여과 특성 및 분리 특성이 탁월하다. 또
한, 본 발명의 방법은 비교적 온화한 조건하에, 목적 생성물을 함유하는 용액에 빈용매를 가함으로써 결정을 생성한다. 
따라서, 결정의 응집 및 스케일링의 조절이 용이하며, 방법이 편리하다. 수득된 슬러리는 유동성이 탁월하므로, 결정화 
캔으로부터 슬러리의 운반 동안에 도관의 폐색 등을 방지한다.
    

본 발명의 방법은 특정한 또는 과도한 용매 또는 조작, 설비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산업적 제조에 용이
하게 사용될 수 있는 탁월한 제조방법이다.

실시예

본 발명은 실시예에 의해 다음에 상세히 설명된다. 본 발명이 이들 실시예에 의해 제한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참조 실시예

(2R,3S)-에폭사이드 화합물의 제조

    
(2R,3S)-3-3급-부톡시카보닐아미노-1-클로로-2-하이드록시-4-페닐부탄(18.5g)을 500ml들이 환저 플라스크 
속에 넣고, 2-프로판올(101.05ml)과 물(33.75ml)을 가하여 용해시킨다. 당해 혼합물을 4℃로 냉각시킨다. 교반하기 
위해, 반원형 교반판(7.5cm)을 설치하고, 회전 속도를 250rpm으로 설정한다. NaOH 수용액(4mol/L, 25.3ml)을 당
해 용액에 가하고, 온도를 4℃에서 60분 동안 유지하면서 당해 혼합물을 교반한다. 이렇게 처리하여, (2R,3S)-에폭사
이드 화합물(15.24g)을 함유하는 반응액을 수득한다.
    

실시예 1

위에서 언급한 참조 실시예에서 수득한 (2R,3S)-에폭사이드 화합물을 함유하는 반응액을 4℃에서 유지하면서, 시트
르산(2.16g)과 물(21.8ml)을 가하여 반응 혼합물을 중화시킨다. 물(20.2ml)을 추가로 가한 다음, 시드 결정(20mg)
을 가하고, 침전 반응의 개시를 확인한다. 침전 반응을 개시한 후, 결정을 4℃에서 1시간 동안 교반하면서 숙성시킨다. 
반응 혼합물을 4℃에서 유지하면서, 여기에 물(101ml, 4℃)을 1시간에 걸쳐 교반하면서 적가한다.

수득된 슬러리 중의 결정의 입자 크기 분포를 FBRM, M-500L[공급원: 라센테크(Lasentec)]로 측정한다. 그 결과, 
평균 입자 크기는 100μm이며, 이는 슬러리가 벌크성 응집물을 함유하지 않으며, 입자 크기 분포가 균일하고, 유동성 
및 미세 배출성이 탁월함을 가리킨다.

당해 슬러리를 기리야마(Kiriyama) 여과지 5A를 통해 여과시킨다. 당해 슬러리는 미세 여과 특성 및 분리 특성을 나
타낸다[습식 결정 중의 (2R,3S)-에폭사이드 화합물: 수득량 15.0g, 수율 98.4%].

수득된 습식 결정을 진공하에 35℃에서 함수량이 0.1% 이하로 될 때까지 건조시켜 (2R,3S)-에폭사이드 화합물의 결
정을 수득한다.

실시예 2

위에서 언급한 참조 실시예에서 수득한 (2R,3S)-에폭사이드 화합물을 함유하는 반응액을 4℃에서 유지하면서, 시트
르산(2.16g)과 물(21.8ml)을 가하여 반응 혼합물을 중화시킨다. 물(20.2ml)을 추가로 가한 다음, 시드 결정(20mg)
을 가하고, 침전 반응의 개시를 확인한다. 침전 반응을 개시한 후, 결정을 4℃에서 1시간 동안 교반하면서 숙성시킨다. 
반응 혼합물을 4℃에서 유지하면서, 여기에 물(101ml, 4℃)을 1시간에 걸쳐 교반하면서 적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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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득된 슬러리 중의 결정의 입자 크기 분포를 FBRM, M-500L[공급원: 라센테크]로 측정한다. 그 결과, 평균 입자 크
기는 100μm이며, 이는 슬러리가 벌크성 응집물을 함유하지 않으며, 입자 크기 분포가 균일하고, 유동성 및 미세 배출
성이 탁월함을 가리킨다.

당해 슬러리를 기리야마 여과지 5A를 통해 여과시킨다. 슬러리는 미세 여과 특성 및 분리 특성을 나타낸다.

수득된 습식 결정에 물(202ml)을 가하고, 슬러리를 세척하고 여과시킨다. 수득된 습식 결정을 물(202ml)로 세척하고, 
진공하에 35℃에서 함수량이 0.1% 이하로 될 때까지 건조시켜 (2R,3S)-에폭사이드 화합물의 결정을 수득한다. 수율 
93.4%(14.23g)

실시예 3

    
(2R,3S)-3-3급-부톡시카보닐아미노-1-클로로-2-하이드록시-4-페닐부탄(5.50g)을 2-프로판올(13.2ml)과 
물(5.0ml)과의 혼합 용매 속에 용해시키고, 당해 용액을 4℃로 냉각시킨다. 29% 수산화나트륨 수용액(2.92ml)을 가
하고, 혼합물을 4℃에서 2.5시간 동안 교반한다. 27.7% 시트르산 수용액(2.1g)을 가하여 당해 반응을 중지시킨 후, 
물(4.2ml)을 10분에 걸쳐 교반하면서 적가하여, 시딩(seeding)을 완료한다. 물(17.2ml)을 약 30분 내지 4시간에 걸
쳐 교반하면서 추가로 적가하고, 혼합물을 밤새 4℃에서 교반하여 (2R,3S)-에폭사이드 화합물을 결정화한다. 수득된 
슬러리를 기리야마 여과지 5A를 통해 여과시키고, 물(44ml)로 세척하고, 밤새 실온에서 감압하에 건조시켜 (2R,3S)
-에폭사이드 화합물의 목적 결정을 수득한다(4.76g, 수율 98.6%).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라, 여과 특성 및 분리 특성이 탁월한 (2R,3S)-에폭사이드 화합물 결정과 (2S,3R)-에폭사이드 화합물 
결정을, 극저온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산업적 제조방법으로 고수율로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다.

본원은 일본에서 출원된 일본 특허원 제2000-377804호 및 제2001-051108호를 기본으로 하며, 이의 내용은 본원
에 참조로 인용되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극성 용매 중의 (2R,3S)-3-3급-부톡시카보닐아미노-1,2-에폭시-4-페닐부탄 또는 (2S,3R)-3-3급-부톡시카
보닐아미노-1,2-에폭시-4-페닐부탄의 용액에 물을 가하여 결정화시킴을 포함하는, 화학식 1의 (2R,3S)-3-3급-
부톡시카보닐아미노-1,2-에폭시-4-페닐부탄 결정 또는 화학식 2의 (2S,3R)-3-3급-부톡시카보닐아미노-1,2-
에폭시-4-페닐부탄 결정의 제조방법.

화학식 1

화학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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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결정화 반응이 결정의 침전 반응을 개시하고 침전된 결정을 숙성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결정화 반응이 16℃ 이하의 온도에서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극성 용매가 메탄올, 에탄올, 1-프로판올 및 2-프로판올로 이루어진 그룹(A)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
상의 용매(들)이거나, 물과 그룹(A)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용매(들)와의 혼합 용매인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극성 용매가 2-프로판올이거나 물과 2-프로판올과의 혼합 용매인 방법.

청구항 6.

    
화학식 3의 (2R,3S)-3-3급-부톡시카보닐아미노-1-할로-2-하이드록시-4-페닐부탄 또는 화학식 4의 (2S,3R)
-3-3급-부톡시카보닐아미노-1-할로-2-하이드록시-4-페닐부탄을 극성 용매 중의 염기로 처리하여 극성 용매 중
의 (2R,3S)-3-3급-부톡시카보닐아미노-1,2-에폭시-4-페닐부탄 또는 (2S,3R)-3-3급-부톡시카보닐아미노-
1,2-에폭시-4-페닐부탄의 용액을 수득하고, 수득한 용액에 물을 가하여 결정화시킴을 포함하는, 화학식 1의 (2R,3
S)-3-3급-부톡시카보닐아미노-1,2-에폭시-4-페닐부탄 결정 또는 화학식 2의 (2S,3R)-3-3급-부톡시카보닐아
미노-1,2-에폭시-4-페닐부탄 결정의 제조방법.
    

화학식 1

화학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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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3

화학식 4

위의 화학식 3 및 화학식 4에서,

X는 할로겐 원자이다.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X가 염소원자인 방법.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결정화 반응이 결정의 침전 반응을 개시하고 침전된 결정을 숙성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결정화 반응이 16℃ 이하의 온도에서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극성 용매가 메탄올, 에탄올, 1-프로판올 및 2-프로판올로 이루어진 그룹(A)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
상의 용매(들)이거나, 물과 그룹(A)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용매(들)와의 혼합 용매인 방법.

청구항 11.

제6항에 있어서, 극성 용매가 2-프로판올이거나 물과 2-프로판올과의 혼합 용매인 방법.

청구항 12.

    
(2R,3S)-3-3급-부톡시카보닐아미노-1-클로로-2-하이드록시-4-페닐부탄 또는 (2S,3R)-3-3급-부톡시카보
닐아미노-1-클로로-2-하이드록시-4-페닐부탄을 극성 용매 중의 염기로 처리하여 극성 용매 중의 (2R,3S)-3-3
급-부톡시카보닐아미노-1,2-에폭시-4-페닐부탄 또는 (2S,3R)-3-3급-부톡시카보닐아미노-1,2-에폭시-4-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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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부탄의 용액을 수득하고, 수득한 용액에 물을 가하여 결정화시킴을 포함하는, 화학식 1의 (2R,3S)-3-3급-부톡시
카보닐아미노-1,2-에폭시-4-페닐부탄 결정 또는 화학식 2의 (2S,3R)-3-3급-부톡시카보닐아미노-1,2-에폭시
-4-페닐부탄 결정의 제조방법.
    

화학식 1

화학식 2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결정화 반응이 결정의 침전 반응을 개시하고 침전된 결정을 숙성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결정화 반응이 16℃ 이하의 온도에서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극성 용매가 메탄올, 에탄올, 1-프로판올 및 2-프로판올로 이루어진 그룹(A)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용매(들)이거나, 물과 그룹(A)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용매(들)와의 혼합 용매인 방법.

청구항 16.

제12항에 있어서, 극성 용매가 2-프로판올이거나 물과 2-프로판올과의 혼합 용매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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