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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신규 키랄 고분자 살렌 촉매 및 이를 이용하여 라세믹 에폭사이드로부터 키랄화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기존의 키랄 살렌 촉매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회수가 어려운 단점을 개선하여 반응에 사용한 후에도 전혀 
촉매 활성을 잃지 않고 촉매재생 처리없이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신규 키랄 고분자 살렌 촉매와, 상기한 신규 키랄 
고분자 살렌 촉매를 사용하여 라세믹 에폭사이드를 입체선택적으로 가수분해 반응하여 대량생산시에도 고광학활성 및 
고수율로 입체선택성이 우수한 키랄 에폭사이드 또는 키랄 1,2-디올과 같은 키랄화합물을 경제적으로 제조하는 방법
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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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2

색인어
키랄 고분자 살렌 촉매, 키랄 화합물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대표적 키랄 고분자 살렌 촉매와 종래의 초산기 함유 키랄 살렌 촉매의 반응시간에 따른 키랄 화합물
의 광학순도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대표적 키랄 고분자 살렌 촉매와 종래의 초산기 함유 키랄 살렌 촉매의 반응횟수에 따른 키랄 화합물
의 광학순도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대표적 키랄 고분자 살렌 촉매와 비교촉매로서 초산기 함유 키랄 살렌 촉매 및 브롬기 함유 키랄 살렌 
촉매 각각에 대한 반응시간에 따른 키랄 에폭사이드의 라세미화 정도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대표적 키랄 고분자 살렌 촉매의 제조에 사용되는 고분자 살렌 리간드의 평균분자량(GPC) 데이터이
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신규 키랄 고분자 살렌 촉매 및 이를 이용하여 라세믹 에폭사이드로부터 키랄화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기존의 키랄 살렌 촉매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회수가 어려운 단점을 개선하여 반응에 사용한 후에도 전혀 
촉매 활성을 잃지 않고 촉매재생 처리없이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신규 키랄 고분자 살렌 촉매와, 상기한 신규 키랄 
고분자 살렌 촉매를 사용하여 라세믹 에폭사이드를 입체선택적으로 가수분해 반응하여 대량생산시에도 고광학활성 및 
고수율로 입체선택성이 우수한 키랄 에폭사이드 또는 키랄 1,2-디올과 같은 키랄화합물을 경제적으로 제조하는 방법
에 관한 것이다.
    

키랄 에폭사이드 또는 키랄 1,2-디올은 광학활성을 가지는 의약품 및 농약품의 합성에 사용되는 주원료 물질이다[미국
특허 제5,071,868호;Tetrahedron Lett.,Vol. 28, No. 16, 1783, 1987;J. Org. Chem.,Vol. 64, 8741, 1999]. 이처
럼 고광학활성을 가지는 키랄 에폭사이드 또는 키랄 1,2-디올이 산업적으로 매우 유용한 화합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사용이 제한적인 것은 제조방법상의 난이성으로 인하여 공업적으로 저렴하게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키랄 에폭사이드의 한 종류로서 키랄 에피클로하이드린을 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방법이 공지되어 있다[유럽특허 
제431,970호; 일본 공개특허 공보 제90-257895호, 제94-211822호]. 그러나, 이 방법은 반응 규모에 비해 생산성
이 낮고 2 단계 이상의 다단계 공정으로 이루어지므로 경제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와 다른 방법으로서, 만니
톨 유도체로부터 얻어진 키랄 설포닐옥시할로알콜 유도체를 원료물질로하여 키랄 에피클로하이드린을 제조하는 방법[
미국특허 제4,408,063호;J. Org. Chem.Vol. 43, 4876, 1978], 그리고 키랄 3-클로로-1,2-프로판디올을 이용하여 
키랄 에피클로하이드린을 제조하는 방법[SynlettNo. 12, 1927, 1999] 등이 공지되어 있으나, 이 역시 다단계 반응으
로서 산업적으로 이용하기에는 경제성이 부족하다.

 - 2 -



등록특허 10-0342659

 
    
일반적으로 키랄 에폭사이드 제조반응에는 입체 선택성을 갖는 키랄 촉매가 사용되는 바, 이 방법에서는 광학이성체가 
50 : 50으로 혼합된 값싼 라세믹 에폭사이드를 키랄 촉매 존재하에 한쪽의 입체구조만을 선택적으로 가수분해하여 라
세믹 에폭사이드중 한가지 이성체의 에폭사이드만을 가수분해시키고 나머지 이성체는 반응하지 않은 채로 남게 하므로
써 높은 수율로 나머지 이성체의 에폭사이드 만을 얻는 방법이다. 상기 입체선택성 가수분해 반응에 사용되는 통상의 
키랄 촉매는 그 가격이 매우 비싸므로 재사용을 하지 않으면 산업적인 이용가치가 없다.
    

키랄 에폭사이드의 입체선택성 가수분해 반응에 이용되는 키랄 촉매로서 키랄 살렌 촉매를 사용하는 방법이 최근에 발
표된 바 있다[Science,Vol. 277, 936, 1997; 미국특허 제5,665,890, 제5,929,232호; 국제특허공개WO00/09463호,
WO91/14694호]. 통상의 키랄 촉매에 비교하여 키랄 살렌 촉매를 사용하는 방법은 수율이 높으며 광학순도도 다른 방
법과 비교하여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특허공개WO00/09463호의 86∼87쪽에는 기존의 키랄 살렌 
촉매를 사용하여 라세믹 에폭사이드의 가수분해를 수행하게 되면 생성물인 키랄 에폭사이드가 시간이 흐를 수록 라세
미화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라세미화 현상은 대량생산시에 반응종료 후 원하는 물질을 증
류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얻어지는 키랄 에폭사이드의 광학순도가 떨
어지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키랄 에폭사이드의 대량생산에 기존의 키랄 살렌 촉매를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의 키랄 살렌 촉매는 일단 한 번 사용한 후에 재사용하게 되면 촉매활성도가 급격하게 떨어져 매번 재처리 공
정을 거쳐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재처리 공정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처음 사용하여 제조된 키랄 화합물의 광학순도
에 비하여 현저히 저하되므로 재사용 횟수에 제한적인 단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산업적으로 이용하는데 있어
서 키랄 에폭사이드의 제조경비를 높이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따라서, 키랄 에폭사이드 또는 키랄 1,2-디올 등의 키랄 화합물이 의·농약 제품들을 제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원료
물질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아직은 제조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경제적 제약이 있
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제조방법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기존의 초산기(OAc) 함유 키랄 살렌 촉매에 있어 촉매가 활성을 잃거나 키랄 생성물의 라세미화에 관여하는 것은 초산
기(OAc)와 같은 작용기가 이탈하는데 그 원인이 있는 바, 이에 본 발명자들은 촉매의 비활성화 및 촉매에 의한 키랄 
생성물의 라세미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심금속의 상대음이온으로 PF6

- 또는 BF4
- 가 도입되어 있어 키랄 에폭

사이드의 대량생산에 유용한 새로운 구조의 키랄 고분자 살렌 촉매를 개발하게 되었다. 다시말하면, 키랄 에폭사이드의 
입체선택성 가수분해 반응에 이용되는 키랄 살렌 촉매에 있어 중심금속에 결합하고 있는 상대음이온의 선택이 매우 중
요하다. 예를 들어 초산기(OAc)나 할로겐기와 같이 친핵성 작용을 가지는 상대음이온이 결합된 키랄 살렌 촉매는 키랄 
에폭사이드의 라세미화에 관여하여 광학순도를 저하시키게 되며, 또한 상대음이온이 중심금속과 강력한 결합을 형성하
지 못한 경우는 반응중에 상대음이온이 해리되어 결국은 촉매활성 감퇴가 일어나게 된다.

본 발명에 따른 키랄 고분자 살렌 촉매는 중심금속의 상대음이온으로 PF6
- 또는 BF4

- 가 결합되어 있어 반응 후에도 
전혀 활성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키랄 에폭사이드의 라세미화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신규 키랄 고분자 살렌 촉매는 라세믹 에폭사이드를 입체선택적으로 가수분해하는 반응에 이용하
게 되면, 키랄 살렌 촉매가 용매에 불용성인 고분자이어서 반응물로 사용된 라세믹 에폭사이드에 용해되지 않으면서 반
응에만 관여하게 되므로 반응 후 간단한 여과과정을 거치면 쉽게 키랄 고분자 살렌 촉매를 회수할 수 있어 공정의 단순
화를 꾀할 수 있으며 특히 매우 고가인 촉매를 재생처리 없이 높은 촉매 활성을 유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기존의 키랄 살렌 촉매의 단점을 개선하여 반응에 사용한 후에도 전혀 촉매 활성을 잃지 않으므로 별
도의 촉매재생 처리없이 간단한 여과과정만으로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신규 키랄 고분자 살렌 촉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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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라세믹 에폭사이드로부터 키랄 에폭사이드 또는 키랄 1,2-디올을 제조하는 반응에 상기한 신규 키랄 
고분자 살렌 촉매를 사용하여 생성된 키랄 에폭사이드의 라세미화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고광학활성 및 고수율의 키
랄 에폭사이드 또는 키랄 1,2-디올과 같은 키랄 화합물을 경제적으로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또다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라세믹 에폭사이드로부터 키랄 에폭사이드 또는 키랄 1,2-디올을 제조하는 반응에서의 촉매로서 유용한 다
음 화학식 1로 표시되는 키랄 고분자 살렌 촉매를 그 특징으로 한다.

화학식 1

상기 화학식 1에서 :

R1 ,R2 ,R3 ,X1 , X2 , X3 , X4 , X5 , X6 , Y1 및 Y2 는 각각 수소원자, C1 ∼C6 알킬기, C2 ∼C6 알켄기, C2 ∼C6 알킨기, 할로
겐원자, 히드록시기, 아미노기, 티올기, 니트로기, 아민기, 이민기, 아미드기, 카르보닐기, 카르복실기, 실릴기, 에테르
기, 티오에테르기, 셀레노에테르기, 키톤기, 알데히드기, 에스터기, 포스포릴기, 포스포네이트기, 포스핀기, 설포닐기, 
또는 (CH2 )k-R4 (이때, R4 는 페닐, 사이클로알킬, 사이클로알케닐, 헤테로사이클 또는 폴리사이클(polycycle)을 나
타내고, k는 0에서 8까지의 정수이다)이거나,또는 어느 두 개 이상의 치환기들이 고리를 이루어 4개 내지 10개의 원자
로 구성된 카보사이클(carbocycle) 혹은 헤테로사이클(heterocycle)를 형성할 수 있고; M은 Co, Cr, V, Fe, Mo, W 
및 Ru 중에서 선택된 금속원자를 나타내고; Z는 PF 6 및 BF4 중에서 선택된 상대음이온(counterion)을 나타내고; m은 
8에서 20까지의 정수이고; n은 1에서 6까지의 정수이다.

또한, 본 발명은 라세믹 에폭사이드를 입체선택적으로 가수분해 반응하여 키랄 에폭사이드 또는 키랄 1,2-디올의 키랄 
화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반응 촉매로서 상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키랄 고분자 살렌 촉매를 사용하는 
키랄 화합물의 제조방법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촉매재생을 위한 후처리 공정없이 간단한 여과만으로도 회수가 가능하고, 또 전혀 활성을 잃지 않으므로 반
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신규 키랄 고분자 살렌 촉매와, 상기한 신규 촉매하에서 라세믹 에
폭사이드를 입체선택적으로 가수분해하여 고광학활성 및 고수율의 입체선택성을 가지는 키랄 에폭사이드 또는 키랄 1,
2-디올과 같은 키랄 화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상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신규 키랄 고분자 살렌 촉매의 제조방법은 예컨대 다음 반응식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음 화학식 2로 표시되는 페놀 유도체와 다음 화학식 3으로 표시되는 디아민 유도체를 반응시켜 생성되는 
다음 화학식 4로 표시되는 고분자 살렌 리간드에 중심금속 및 상대음이온을 도입하여 제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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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식 1

상기 반응식 1에서 : R1 ,R2 ,R3 ,X1 , X2 , X3 , X4 , X5 , X6 , Y1 ,Y2 ,M, Z, n 및 m은 각각 상기 화학식 1에서 정의한 바
와 같다.

상기 반응식 1에 따른 키랄 고분자 살렌 촉매의 제조방법에서 상기 화학식 4로 표시되는 고분자 살렌 리간드는 공지의 
방법[J. Am. Chem. Soc.,Vol. 79, 6000, 1957;Tetrahedron:Asymmetry,Vol. 8, No. 20, pp. 3481-3487, 199
7;Tetrahedron Letters,Vol. 41, pp. 10267∼10271, 2000]을 응용하여 쉽게 제조할 수 있다. 상기 화학식 2로 표
시되는 페놀 유도체와 상기 화학식 3으로 표시되는 디아민 유도체를 0 ℃ 내지 150 ℃에서 반응시킨다. 이때, 반응용
매로는 메탄올, 에탄올, 프로판올 등의 알콜류와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디클로로에탄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반응
시간은 2 시간 이상을 경과하여야 충분한 고분자화를 이룰수 있다. 생성된 상기 화학식 4로 표시되는 고분자 살렌 리간
드를 반응액으로부터 여과하고 물, 에탄올, 헥산의 순으로 세척하고 건조한다. 고분자 살렌 리간드를 20 ℃ 내지 150 
℃에서 중심금속원자(M) 함유 염과 반응용매로는 메탄올, 에탄올, 프로판올 등의 알콜류를 사용하여 중심금속을 도입
한다. 그리고, 0 ℃ 내지 200 ℃에서 상대음이온(Z) 함유 염 혹은 훼로세니움 유도체와 반응용매로는 메탄올, 에탄올, 
프로판올 등의 알콜류,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디클로로에탄, 아세토니트릴, 테트라하이드로퓨란, 테트라하이드로
피란, 1,4-디옥산 등의 유기용매를 사용하여 상대음이온을 도입하므로써 상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고분자 살렌 촉매
를 제조할 수 있다.

한편, 상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신규 키랄 고분자 살렌 촉매를 이용하여 라세믹 에폭사이드를 입체선택적으로 가수분
해 반응하여 키랄 에폭사이드 또는 키랄 1,2-디올과 같은 키랄 화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을 간략히 나타내면 다음 반응
식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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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식 2

상기 반응식 2에서 : R은 비치환 또는 할로겐원자로 치환된 C 1 ∼C10 의 알킬기, 비치환 또는 할로겐원자로 치환된 C3

∼C8 의 싸이크로알킬기, 또는 비치환 또는 할로겐원자로 치환된 페닐기를 나타내고; I-RR은 R 1 이 수소원자인 화학식 
1로 표시되는 키랄 고분자 살렌 촉매를 지칭한 것이고; I-SS은 R 2 가 수소원자인 화학식 1로 표시되는 키랄 고분자 살
렌 촉매를 지칭한 것이다.

상기 반응식 2에 따른 입체선택적 가수분해 반응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라세믹 에폭사이드에 0.4 ∼ 0.8 당량의 물과 함께 상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키랄 고분자 살렌 촉매를 0.001 몰
% 이상(바람직하게는 0.1 ∼ 5 몰%) 첨가하고, 반응온도 -10 ∼ 30 ℃(바람직하게는 4 ∼ 25 ℃)에서 반응시킨다. 
이때, 별도의 유기용매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바람직하게는 첨가하지 않는다. 반응이 완료되면 반응물을 여과하여 촉매
를 회수하고, 여과액을 감압하에서 분별 증류하여 원하는 키랄 에폭사이드 또는 키랄 1,2-디올을 분리해 낸다. 회수된 
촉매는 별도의 재생과정 없이 곧바로 재사용할 수 있다.
    

상기한 본 발명에 따른 입체선택적 가수분해 반응에 있어, 촉매로서 R1 이 수소원자인 상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키랄 
고분자 살렌 촉매(이하, 'I-RR'라 약칭함)를 사용하게 되면, 반응 생성물로서는 (R)-에폭사이드 또는 (S)-1,2-디올
이 생성된다. 반면에, 촉매로서 R2 가 수소원자인 상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키랄 고분자 살렌 촉매(이하, 'I-SS'라 약
칭함)를 사용하게 되면, 반응 생성물로서는 (S)-에폭사이드 또는 (R)-1,2-디올이 생성된다.

첨부도면 도 1 및 도 2에는 본 발명을 대표하는 신규 키랄 고분자 살렌 촉매(본 발명 촉매 1-RR-1, 본 발명 촉매 1-
SS-1)와 종래 사용된 초산기(OAc) 함유 키랄 살렌 촉매(비교촉매 1)의 반응속도 및 광학선택성을 비교하여 그래프
로 나타내었다.

[본 발명 촉매 1-RR-1]

[본 발명 촉매 1-S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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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촉매 1]

    
첨부도면 도 1 및 도 2에 따르면, 본 발명에 따른 신규 키랄 고분자 살렌 촉매를 사용하는 반응에서 보다 반응속도가 빠
르고 광학선택성(99 %ee 이상)이 높은 키랄 에폭사이드를 얻을 수 있으며, 반응에 사용된 뒤에도 촉매 활성을 잃지 않
고 반복하여 재생처리 없이 사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초산기(OAc) 함유 종래 키랄 살렌 촉매는 1회 사
용 후 활성을 잃으며 재차 초산으로 처리하여 산화시켜야만이 활성을 나타낼 수 있었고, 초산으로 재생처리 하더라도 
99 % 이상의 ee값(광학선택성)을 가지는 키랄 에폭사이드를 얻기 위해서는 처음에 사용했던 촉매보다 반응시간이 크
게 연장되는 단점이 있었다.
    

첨부도면 도 3은 본 발명을 대표하는 신규 키랄 고분자 살렌 촉매(본발명 촉매 I-RR-1)와, 초산기(OAc) 함유 키랄 
살렌 촉매(비교촉매 1) 및 브롬기(Br) 함유 키랄 살렌 촉매(비교촉매 2) 각각에 대한 키랄 에폭사이드의 라세미화 정
도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비교촉매 2]

    
도 3에 따르면, 본 발명에 따른 신규 키랄 고분자 살렌 촉매를 사용하는 반응에서는 시간이 경과하여도 라세미화 정도
가 없거나 거의 미미한 정도이지만, 초산기 함유 키랄 살렌 촉매(비교촉매 1) 또는 브롬기(Br) 함유 키랄 살렌 촉매(
비교촉매 2)와 같이 상대음이온이 친핵성 작용을 가진 것일 경우는 키랄 에폭사이드의 라세미화 정도가 커서 시간이 경
과할 수록 광학순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키랄 에폭사이드의 대량생산에서는 반응종
료 후에 원하는 물질을 증류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바, 본 발명의 신규 키랄 고분자 살렌 촉매는 라세미화의 
우려가 거의 없어 고광학활성을 가진 키랄 에폭사이드의 대량생산 과정에 사용될 수 있지만, 비교촉매 1 또는 2와 같은 
키랄 살렌 촉매를 사용하는 경우 증류과정중에 키랄 에폭사이드의 라세미화가 진행되어 얻어지는 에폭사이드의 광학순
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대량생산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다음의 실시예에 의거하여 더욱 상세히 설명하겠는 바,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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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N--N-(3-tt-부틸살리실리덴)-NN'-(3-tt-부틸-5-메틸렌살리실리덴)-1,2-싸이크로헥산디아민 폴리
머의 제조

    
21.6 g의 (S,S)-1,2-디암모니윰사이클로헥산 모노-(-)-타타레이트염과 22.6 g의 탄산칼륨을 110 mL의 물에 녹
이고 440 mL의 에탄올을 첨가하였다. 환류온도에서 250 mL의 에탄올에 녹인 30.1 g의 5,5'-메틸렌-디-3-t-부틸
살리실알데히드를 적가하였다. 12시간동안 가열 환류한 후 110 mL의 물을 첨가하였다. 5 ℃까지 천천히 온도를 내리
고 생성된 고체를 여과하였다. 220 mL의 물로 2번 세척하고 70 mL의 에탄올, 70 mL의 헥산으로 세척하였다. 고체를 
감압건조하여 상기 표제 화합물을 32.8 g 얻었다.
    

IR(KBr, cm -1 ) : 778, 800, 860, 1160, 1265, 1440, 1594, 1628, 2860, 2960

평균분자량(GPC) : 5856(분산도 = 1.06)

실시예 2:

(R,R)-N--N-(3-tt-부틸살리실리덴)-NN'-(3-tt-부틸-5-메틸렌살리실리덴)-1,2-싸이크로헥산디아민 폴리
머의 제조

상기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되, 다만 (S,S)-1,2-디암모니윰사이클로헥산 모노-(-)-타타레이트염을 
대신하여 (R,R)-1,2-디암모니윰사이클로헥산 모노-(+)-타타레이트염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상기 표제 화합물
을 32.7 g 얻었다.

IR(KBr, cm -1 ) : 778, 800, 860, 1160, 1265, 1440, 1594, 1628, 2860, 2960

평균분자량(GPC, 도 4) : 5856(분산도 = 1.06)

실시예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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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N--N-(3-tt-부틸살리실리덴)-NN'-(3-tt-부틸-5-메틸렌살리실리덴)-1,2-싸이크로헥산디아미노코
발트(Ⅲ) 헥사플루오로포스페이트 폴리머의 제조

1 당량의 (S,S)-N-(3-t-부틸살리실리덴)-N'-(3-t-부틸-5-메틸렌살리실리덴)-1,2-싸이크로헥산디아민 폴
리머와 1.2 당량의 코발트(Ⅱ)아세테이트·4H2 O을 에탄올에 혼합하여 3 시간동안 가열 환류하고 실온에서 여과하였
다. 여과된 고체에 훼로세니움 헥사플루오로포스페이트 1 당량과 아세토니트릴을 혼합하고 1 시간 가열 환류시킨 후 아
세토니트릴을 감압증류 제거하였다. 생성된 고체를 헥산으로 세척하고 고체를 감압건조하면 상기 표제 화합물을 정량적
으로 얻었다.

IR(cm-1 ) : 849, 1032, 1165, 1231, 1335, 1387, 1437, 1538, 1572, 2864, 2948, 3481

실시예 4 :

(R,R)-N--N-(3-tt-부틸살리실리덴)-NN'-(3-tt-부틸-5-메틸렌살리실리덴)-1,2-싸이크로헥산디아미노코
발트(Ⅲ) 헥사플루오로포스페이트 폴리머의 제조

상기 실시예 3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되, 다만 (S,S)-N-(3-t-부틸살리실리덴)-N'-(3-t-부틸-5-메틸렌살
리실리덴)-1,2-싸이크로헥산디아민 폴리머을 대신하여 (R,R)-N-(3-t-부틸살리실리덴)-N'-(3-t-부틸-5-메
틸렌살리실리덴)-1,2-싸이크로헥산디아민 폴리머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상기 표제 화합물을 정량적으로 얻었다.

IR(cm-1 ) : 849, 1032, 1165, 1231, 1335, 1387, 1437, 1538, 1572, 2864, 2948, 3481

실시예 5 :

(S,S)-N--N-(3-tt-부틸살리실리덴)-NN'-(3-tt-부틸-5-메틸렌살리실리덴)-1,2-싸이크로헥산디아미노코
발트(Ⅲ) 테트라플루오로보레이트 폴리머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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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량의 (S,S)-N-(3-t-부틸살리실리덴)-N'-(3-t-부틸-5-메틸렌살리실리덴)-1,2-싸이크로헥산디아민 폴
리머와 1.2 당량의 코발트(Ⅱ)아세테이트·4H2 O을 에탄올에 혼합하여 3 시간동안 가열 환류하고 실온에서 여과하였
다. 여과된 고체에 훼로세니움 테트라플루오로보레이트 1 당량과 아세토니트릴을 혼합하고 1 시간 가열 환류시킨 후 아
세토니트릴을 감압증류 제거하였다. 생성된 고체를 헥산으로 세척하고 고체를 감압건조하면 상기 표제 화합물을 정량적
으로 얻었다.

IR(cm-1 ) : 841, 1031, 1164, 1229, 1336, 1383, 1438, 1544, 1571, 2862, 2954, 3484

실시예 6 :

(R,R)-N--N-(3-tt-부틸살리실리덴)-NN'-(3-tt-부틸-5-메틸렌살리실리덴)-1,2-싸이크로헥산디아미노코
발트(Ⅲ) 테트라플루오로보레이트 폴리머의 제조

상기 실시예 5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되, 다만 (S,S)-N-(3-t-부틸살리실리덴)-N'-(3-t-부틸-5-메틸렌살
리실리덴)-1,2-싸이크로헥산디아민 폴리머을 대신하여 (R,R)-N-(3-t-부틸살리실리덴)-N'-(3-t-부틸-5-메
틸렌살리실리덴)-1,2-싸이크로헥산디아민 폴리머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상기 표제 화합물을 정량적으로 얻었다.

IR(cm-1 ) : 841, 1031, 1164, 1229, 1336, 1383, 1438, 1544, 1571, 2862, 2954, 3484

실시예 7 :

(S,S)-N--N-(3-tt-부틸살리실리덴)-NN'-(3-tt-부틸-5-메틸렌살리실리덴)-1,2-싸이크로헥산디아미노코
발트(Ⅲ) 브로마이드 폴리머의 제조

1 당량의 (S,S)-N-(3-t-부틸살리실리덴)-N'-(3-t-부틸-5-메틸렌살리실리덴)-1,2-싸이크로헥산디아민 폴
리머와 1.2 당량의 코발트(Ⅱ)아세테이트·4H2 O을 에탄올에 혼합하여 3 시간동안 가열 환류하고 실온에서 여과하였
다. 여과된 고체에 브로민 0.5 당량과 디클로로메탄을 혼합하고 실온에서 1 시간 교반시킨 후 디클로로메탄을 감압증류 
제거하였다. 생성된 고체를 감압건조하면 상기 표제 화합물을 정량적으로 얻었다.

실시예 8 :

(R,R)-N--N-(3-tt-부틸살리실리덴)-NN'-(3-tt-부틸-5-메틸렌살리실리덴)-1,2-싸이크로헥산디아미노코
발트(Ⅲ) 브로마이드 폴리머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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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실시예 7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되, 다만 (S,S)-N-(3-t-부틸살리실리덴)-N'-(3-t-부틸-5-메틸렌살
리실리덴)-1,2-싸이크로헥산디아민 폴리머을 대신하여 (R,R)-N-(3-t-부틸살리실리덴)-N'-(3-t-부틸-5-메
틸렌살리실리덴)-1,2-싸이크로헥산디아민 폴리머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상기 표제 화합물을 정량적으로 얻었다.

실시예 9 :

(S,S)-N--N-(3-tt-부틸살리실리덴)-NN'-(3-tt-부틸-5-메틸렌살리실리덴)-1,2-싸이크로헥산디아미노코
발트(Ⅲ) 클로라이드 폴리머의 제조

1 당량의 (S,S)-N-(3-t-부틸살리실리덴)-N'-(3-t-부틸-5-메틸렌살리실리덴)-1,2-싸이크로헥산디아민 폴
리머와 1.2 당량의 코발트(Ⅱ)아세테이트·4H2 O을 에탄올에 혼합하여 3 시간동안 가열 환류하고 실온에서 여과한다. 
여과된 고체를클로린 0.5 당량이상이 혼합된 디클로로메탄에 첨가하고 실온에서 1 시간 교반시킨 후 디클로로메탄을 
감압증류 제거하였다. 생성된 고체를 감압건조하면 상기 표제 화합물을 정량적으로 얻었다.

실시예 10 :

(R,R)-N--N-(3-tt-부틸살리실리덴)-NN'-(3-tt-부틸-5-메틸렌살리실리덴)-1,2-싸이크로헥산디아미노코
발트(Ⅲ) 클로라이드 폴리머의 제조

상기 실시예 9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되, 다만 (S,S)-N-(3-t-부틸살리실리덴)-N'-(3-t-부틸-5-메틸렌살
리실리덴)-1,2-싸이크로헥산디아민 폴리머을 대신하여 (R,R)-N-(3-t-부틸살리실리덴)-N'-(3-t-부틸-5-메
틸렌살리실리덴)-1,2-싸이크로헥산디아민 폴리머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상기 표제 화합물을 정량적으로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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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예 1: (S)-에피클로하이드린 또는 (R)-에피클로하이드린의 제조

    
100 g의 라세믹 에피클로하이드린에 다음 표 1과 같이 상기 실시예 3 ∼ 10에서 제조한 촉매 0.25 몰%를 각각 혼합하
고 5 ℃까지 냉각하였다. 여기에 13.6 g의 물을 천천히 적가한 후 20 ℃에서 4 시간동안 교반하였다. 반응물을 여과하
여 촉매를 회수하고 여과액을 감압하에서 분별증류하면 (S)[또는 (R)]-에피클로하이드린을 1차로 분류하였다. 회수
된 촉매에 같은 양의 새로운 라세믹 에피클로하이드린과 물을 넣고 같은 반응을 계속 반복하면 (S)[혹은 (R)]-에피클
로하이드린을 반복하여 99 %ee 이상의 순도로 얻었다.
    

비교실험예 1: (S)-에피클로하이드린의 제조

기존의 초산기 함유 키랄 살렌 촉매(비교촉매 1)를 이용하여 상기 실험예 1과 같이 반응하여 (S)-에피클로하이드린을 
얻고 사용한 촉매를 초산처리 없이 재반응을 시켜 17 %ee의 (S)-에피클로하이드린을 얻었다. 두 번째 반응 후 촉매
를 재생하기 위하여 공지된 방법[Science,Vol. 277, 936, 1997]으로 톨루엔과 2 몰비의 초산을 넣고 공기중에서 교
반하였다. 상온에서 1 시간 교반 후 용매를 감압증류 제거하여 재생처리 된 촉매를 얻었다. 이 촉매를 이용하여 같은 조
건에서 반응을 했을 때 반응완료 시간이 첫 번째 반응의 4 시간에서 7 ∼ 8 시간으로 길어졌으며 (S)-에피클로하이드
린의 광학순도는 99 %ee 이하로 저하됨을 보였다. 그 결과를 다음 표 1에서 비교하였다.

[표 1]
촉매 반응 횟수 광학순도(%ee) 평균 수율* 반응시간
종래 촉매(비교촉매 1) 1차 99.8 80% 4 시간
2차(미재생처리) 17 - 8 시간
3차(재생처리) < 99 80% 8 시간
I-RR-1(또는 I-SS-1) 1차 99.8 81% 4 시간
2차 99.8 5 시간
4차 99.8 5 시간
8차 99.5 8 시간
I-RR-2(또는 I-SS-2) 1차 99.8 80% 4 시간
2차 99.8 4 시간
4차 99.7 6 시간
6차 99.4 8 시간
I-RR-3(또는 I-SS-3) 1차 99.8 80% 2 시간
2차 99.7 3 시간
4차 99.6 4 시간
5차 99.4 6 시간
I-RR-4(또는 I-SS-4) 1차 99.8 78% 2 시간
2차 99.8 3 시간
4차 99.5 4 시간
5차 99.1 6 시간
* 평균 수율: 이론치 최대 수율 50% 감안

비교실험예 2: (S)-에피클로하이드린의 광학순도 변화 비교

각각의 라세믹 에피클로하이드린 100 g에 상기 실시예 4에서 제조한 촉매(I-RR-1), 기존의 초산기 함유 키랄 살렌 
촉매(비교촉매 1), 브롬 함유 키랄 살렌 촉매(비교촉매 2)를 각각 0.4 몰%씩 혼합하고 5 ℃까지 냉각하였다. 여기에 
10.7 g의 물을 천천히 적가한 후 20 ℃에서 교반하면서 시간에 따른 광학순도의 변화를 관찰하여 도 3에 나타내었다.

실험예 2 : (R)-에피브로모하이드린 또는 (S)-에피브로모하이드린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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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g의 라세믹 에피브로모하이드린에 상기 실시예 3 또는 실시예 4에서 제조한 촉매(I-SS-1 또는 I-RR-1) 2.8 
g을 혼합하고 5 ℃까지 냉각하였다. 여기에 10.7 g의 물을 천천히 적가한 후 20℃에서 7 시간동안 교반하고 반응물을 
여과하여 촉매를 회수하고 여과액을 감압하에서 분별증류하면 (R)[또는 (S)]-에피브로모하이드린을 1차로 얻었다. 
회수된 촉매에 같은 양의 새로운 라세믹 에피브로모하이드린과 물을 넣고 같은 반응을 계속 반복하면 (R)[혹은 (S)]
-에피브로모하이드린을 반복하여 99 %ee 이상의 순도로 얻었다.
    

실험예 3 : (S)-1,2-에폭시부탄 또는 (R)-1,2-에폭시부탄의 제조

    
78 g의 라세믹 1,2-에폭시부탄에 상기 실시예 3 또는 실시예 4에서 제조한 촉매(I-SS-1 또는 I-RR-1) 2.8g을 혼
합하고 5 ℃까지 냉각하였다. 여기에 10.7 g의 물을 천천히 적가한 후 20℃에서 7 시간동안 교반하고 반응물을 여과하
여 촉매를 회수하고 여과액을 감압하에서 분별증류하면 (S)[또는 (R)]-1,2-에폭시부탄을 1차로 얻었다. 회수된 촉
매에 같은 양의 새로운 라세믹 1,2-에폭시부탄과 물을 넣고 같은 반응을 계속 반복하면 (S)[혹은 (R)]-1,2-에폭시
부탄을 반복하여 99 %ee 이상의 순도로 얻었다.
    

실험예 4 : (S)-1,2-에폭시헥산 또는 (R)-1,2-에폭시헥산의 제조

상기 실험예 3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되, 다만 라세믹 1,2-에폭시부탄을 대신하여 라세믹 1,2-에폭시부탄 108 g
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상기 표제 화합물을 99 %ee 이상의 순도로 얻었다.

실험예 5: (S)-스타일렌 옥사이드 또는 (R)-스타일렌 옥사이드의 제조

    
130 g의 라세믹 스타일렌 옥사이드에 상기 실시예 3 또는 실시예 4에서 제조한 촉매(I-SS-1 또는 I-RR-1) 5 g을 
혼합하고 5 ℃까지 냉각하였다. 여기에 13.6 g의 물을 천천히 적가한 후 20 ℃에서 15 시간동안 교반하고 반응물을 여
과하여 촉매를 회수하고 여과액을 감압하에서 분별증류하면 (S)[혹은 (R)]-스타일렌 옥사이드를 1차로 얻었다. 회수
된 촉매에 같은 양의 새로운 라세믹 스타일렌 옥사이드와 물을 넣고 같은 반응을 계속 반복하면 (S)[혹은 (R)]-스타
일렌 옥사이드를반복하여 99 %ee 이상의 순도로 얻었다.
    

실험예 6: (S)-1,2-부탄디올 또는 (R)-1,2-부탄디올의 제조

    
78 g의 라세믹 1,2-에폭시부탄에 상기 실시예 3 또는 실시예 4에서 제조한 촉매(I-SS-1 또는 I-RR-1) 2.8g을 혼
합하고 5 ℃까지 냉각하였다. 여기에 8.8 g의 물을 천천히 적가한 후 20 ℃에서 3 시간동안 교반하고 반응물을 여과하
여 촉매를 회수한다. 여과액을 감압하에서 분별증류하여 (S)[또는 (R)]-1,2-부탄디올을 1차로 얻었다. 회수된 촉매
에 같은 양의 새로운 라세믹 1,2-부탄디올과 물을 넣고 같은 반응을 계속 반복하면 (S)[혹은 (R)]-1,2-부탄디올을 
반복하여 98 %ee 이상의 순도, 평균수율 80 %로 얻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입증하였듯이, 본 발명에 따른 신규 키랄 고분자 살렌 촉매는 기존의 키랄 살렌 촉매가 고가
임에도 불구하고 회수가 어려운 단점을 개선하여 반응에 사용한 후에도 간단한 여과과정만으로 회수가 가능하며 회수
된 촉매는 전혀 촉매 활성을 잃지 않고 촉매재생 처리없이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또한 라세믹 에폭사이드로부터 
고광학활성 및 고수율의 입체선택성을 가지는 키랄 에폭사이드 또는 키랄 1,2-디올을 대량으로 제조하는 입체선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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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분해 반응에서 촉매로서 유용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음 화학식 1로 표시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키랄 고분자 살렌 촉매.

화학식 1

상기 화학식 1에서 :

R1 ,R2 및R3 는 고리를 이루어 4개 내지 10개의 원자로 구성된 카보사이클(carbocycle) 혹은 헤테로사이클(heterocy
cle)을 나타내고; X 1 , X2 , X3 , X4 , X5 , X6 는 각각 수소원자 또는 t-부틸기를 나타내고; Y 1 및 Y2 는 각각 수소원자이
고; M은 Co, Cr, V, Fe, Mo, W 및 Ru 중에서 선택된 금속원자를 나타내고; Z는 PF 6 및 BF4 중에서 선택된 상대음이온
(counterion)을 나타내고; m은 8에서 20까지의 정수이고; n은 1에서 6까지의 정수이다.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M은 Co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랄 고분자 살렌 촉매.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n은 1인 정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랄 고분자 살렌 촉매.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m은 10에서 20까지의 정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랄 고분자 살렌 촉매.

청구항 6.

다음 화학식 2로 표시되는 페놀 유도체와 다음 화학식 3으로 표시되는 디아민 유도체를 반응시켜 다음 화학식 4로 표시
되는 고분자 살렌 리간드를 제조하고, 제조한 하기 화학식 4로 표시되는 고분자 살렌 리간드에 중심금속(M) 및 상대음
이온(Z)을 도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음 화학식 1로 표시되는 키랄 고분자 살렌 촉매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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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

R1 ,R2 및R3 는 고리를 이루어 4개 내지 10개의 원자로 구성된 카보사이클(carbocycle) 혹은 헤테로사이클(heterocy
cle)을 나타내고; X 1 , X2 , X3 , X4 , X5 , X6 는 각각 수소원자 또는 t-부틸기를 나타내고; Y 1 및 Y2 는 각각 수소원자이
고; M은 Co, Cr, V, Fe, Mo, W 및 Ru 중에서 선택된 금속원자를 나타내고; Z는 PF 6 및 BF4 중에서 선택된 상대음이온
(counterion)을 나타내고; m은 8에서 20까지의 정수이고; n은 1에서 6까지의 정수이다.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M은 Co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랄 고분자 살렌 촉매의 제조방법.

청구항 9.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n은 1인 정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랄 고분자 살렌 촉매의 제조방법.

청구항 10.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m은 10에서 20까지의 정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랄 고분자 살렌 촉매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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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라세믹 에폭사이드를 입체선택적으로 가수분해 반응하여 키랄 에폭사이드 또는 키랄 1,2-디올의 키랄 화합물을 제조
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반응 촉매로는 다음 화학식 1로 표시되는 키랄 고분자 살렌 촉매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랄 화합물의 
제조방법.

화학식 1

상기 화학식 1에서 :

R1 ,R2 및R3 는 고리를 이루어 4개 내지 10개의 원자로 구성된 카보사이클(carbocycle) 혹은 헤테로사이클(heterocy
cle)을 나타내고; X 1 , X2 , X3 , X4 , X5 , X6 는 각각 수소원자 또는 t-부틸기를 나타내고; Y 1 및 Y2 는 각각 수소원자이
고; M은 Co, Cr, V, Fe, Mo, W 및 Ru 중에서 선택된 금속원자를 나타내고; Z는 PF 6 및 BF4 중에서 선택된 상대음이온
(counterion)을 나타내고; m은 8에서 20까지의 정수이고; n은 1에서 6까지의 정수이다.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M은 Co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랄 고분자 살렌 촉매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랄 
에폭사이드 또는 키랄 1,2-디올의 키랄 화합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14.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n은 1인 정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랄 고분자 살렌 촉매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랄 에폭사이드 또는 키랄 1,2-디올의 키랄 화합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15.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m은 10에서 20까지의 정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랄 고분자 살렌 촉매를 사용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키랄 에폭사이드 또는 키랄 1,2-디올의 키랄 화합물의 제조방법.

 - 16 -



등록특허 10-0342659

 
도면

도면 1

도면 2

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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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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