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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1-[17β-아세틸옥시-3α-히드록시-2β-(4-모폴리닐)-5α-안드로스탄-16β-일]-1-(2-프로페닐)피롤리디늄

브로마이드(로큐로늄 브로마이드) 및 그 중간 생성물을 합성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기 화학식 I의 4차 암모늄 염, 로큐로늄 브로마이드의 제조 방법으로서,

(a) HPLC로 측정시 화합물 VI-a를 약 10 면적% ~ 약 40 면적%로 함유하는 출발 화합물 VI을 수혼화성 유기 용매와 배합

하여 현탁액을 수득하는 단계;

(b) 상기 현탁액을 약 55℃ ~ 약 80℃의 온도에서 교반하여 혼합물을 얻는 단계;

(c) 상기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는 단계;

(d) 상기 혼합물로부터 화합물 VI을 단리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단리된 화합물 VI은 HPLC로 측정시 화합물 VI-a를 약

10 면적% 미만으로 함유한다);

(e) 화합물 VI-a를 약 10% 미만으로 함유하는 화합물 VI과 경우에 따라 비수혼화성 유기 용매와 배합된 수혼화성 유기 용

매의 용액을 형성하는 단계;

(f) 약 -15℃ ~ 약 10℃의 온도에서 상기 용액에 하나 이상의 환원제를 첨가하여 혼합물을 얻는 단계;

(g) 약 20℃ ~ 약 24℃의 온도에서 상기 혼합물을 교반하는 단계;

(h) 상기 혼합물로부터 HPLC로 측정시 순도가 85 면적% 이상인 화합물 IV를 단리하는 단계;

(i) 화합물 IV, 모폴린, 및 하나 이상의 산 촉매의 현탁액을 형성하는 단계;

(j) 약 100℃ ~ 약 환류 온도에서 약 24시간 ~ 약 48시간 동안 상기 현탁액을 교반하는 단계;

(k) 상기 현탁액으로부터 화합물 VII을 단리하는 단계;

(l) 화합물 VII, 극성 유기 용매, 및 하나 이상의 아세틸화제를 하나 이상의 염기와 배합하여 혼합물을 얻는 단계;

(m) 상기 혼합물로부터 화합물 VIII을 단리하는 단계;

(n) 화합물 VIII, 극성 비양성자성 유기 용매, 알릴 브로마이드, 및 하나 이상의 무기 염기를 배합하여 혼합물을 얻는 단계;

및

(o) 상기 혼합물로부터 로큐로늄 브로마이드를 단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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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화학식의 단리된 2α,3α-에폭시-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17-온, 화합물 VI.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약 218.3, 69, 53.9, 52.2, 51.9, 50.8, 47.5, 46.9, 38.1, 36.2, 34.4, 33.8, 31.9, 30.6, 28.9, 28, 26.6,

23.2, 20, 13.9 및 12.9 ppm에서 탄소 화학적 이동을 나타내는 13C-NMR 스펙트럼; 실질적으로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은

13C-NMR 스펙트럼; 약 3.17-3.09, 2.92, 2.79, 2.64, 2.1, 1.95-0.66, 0.9 및 0.75 ppm에서 수소 화학적 이동을 나타내

는 1H-NMR 스펙트럼; 실질적으로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은 1H-NMR 스펙트럼; 약 358.2에서 MH+ 피크를 나타내는 질

량 스펙트럼(FAB(+), m/z); 실질적으로 도 7에서 도시된 바와 같은 질량 스펙트럼; 약 1736, 3452 및 1157 cm-1에서 피

크를 나타내는 IR 스펙트럼, 및 실질적으로 도 8에서 도시된 바와 같은 IR 스펙트럼으로부터 선택된 데이터를 특징으로 하

는 화합물.

청구항 4.

결정질 2α,3α-에폭시-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17-온, 화합물 VI.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10.3, 14.8, 17.5, 18.4 및 19 °2θ, ±0.1°2θ에서의 분말 X-선 회절 피크를 특징으로 하는 결정질

2α,3α-에폭시-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17-온.

청구항 6.

제4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약 10.9, 20.7, 22, 24.1, 25.9 및 27 °2θ, ±0.1°2θ에서의 분말 X-선 회절 피크; 실질적으로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분말 X-선 회절; TGA 분석에 의해 측정된 바와 같은 약 0.2 중량%의 중량 손실; 실질적으로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은 TGA 곡선; 약 35℃ ~ 약 122℃에서 제1 광폭 흡열 피크, 및 약 146℃에서 제2 흡열 피크를 나타내

는 DSC; 실질적으로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DSC 곡선; 및 약 155℃의 융점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데이터를

추가 특징으로 하는 결정질 2α,3α-에폭시-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17-온.

청구항 7.

화합물 VI 대 화합물 VI-a의 이성질체 비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서,

(a) HPLC로 측정시 화합물 VI-a를 약 10 면적% ~ 약 40 면적%로 함유하는 출발 화합물 VI을 수혼화성 유기 용매와 배합

하여 현탁액을 수득하는 단계;

(b) 약 60℃ ~ 약 80℃의 온도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상기 현탁액을 교반하여 용액을 얻는 단계;

(c) 상기 용액에 물을 첨가하여 현탁액을 형성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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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상기 혼합물로부터 화합물 VI을 단리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단리된 화합물 VI은 HPLC로 측정시 화합물 VI-a를 약 3

면적% 이하로 함유한다)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

제1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출발 화합물 VI은 HPLC로 측정시 화합물 VI-a를 약 15 면적% ~ 약 30 면적%로 함유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9.

제1항, 제7항 또는 제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출발 화합물 VI은 HPLC로 측정시 화합물 VI-a를 약 10 면적% ~ 약 20

면적%로 함유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0.

제1항 또는 제7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출발 화합물 VI은 HPLC로 측정시 화합물 VI-a를 약 12 면적% ~

약 18 면적%로 함유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1.

제1항 또는 제7항 내지 제1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단리된 화합물 VI은 HPLC로 측정시 화합물 VI-a를 약 1 면적%

~ 약 3 면적%로 함유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2.

제1항 또는 제7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단리된 화합물 VI은 HPLC로 측정시 화합물 VI-a를 2 면적% 미만

으로 함유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3.

제1항 또는 제7항 내지 제1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단리된 화합물 VI은 HPLC로 측정시 화합물 VI-a를 1 면적% 미만

으로 함유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4.

제1항 또는 제7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수혼화성 유기 용매는 C1-4 알코올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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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C1-4 알코올은 메탄올, 에탄올, 프로판올, 이소프로판올 또는 부탄올 및 이들의 혼합물인 방법.

청구항 16.

제14항 또는 제15항에 있어서, C1-4 알코올은 메탄올인 방법.

청구항 17.

제1항 또는 제7항 내지 제1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단계 (b)의 현탁액은 약 50℃ ~ 약 7O℃의 온도에서 교반하는 것

인 방법.

청구항 18.

제1항 또는 제7항 내지 제1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단계 (c)의 물은 혼합물에 적가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9.

제1항 또는 제7항 내지 제1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60℃ 이상의 온도에서 혼합물을 유지하면서 물을 첨가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20.

제1항 또는 제7항 내지 제1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물은 수혼화성 유기 용매 부피의 약 3배 ~ 약 4배 부피의 양으로

첨가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21.

제1항 또는 제7항 내지 제2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HPLC로 측정시 화합물 VI-a를 약 10 면적% 미만으로 함유하는

화학식 VI의 단리된 화합물을 로큐로늄 브로마이드로 전환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22.

하기 화합물 IV의 제조 방법으로서,

(a) 화합물 VI과 경우에 따라 비수혼화성 유기 용매와 배합된 수혼화성 유기 용매의 용액을 형성하는 단계;

(b) 약 -15℃ ~ 약 1O℃의 온도에서 상기 용액에 하나 이상의 환원제를 첨가하여 혼합물을 얻는 단계;

(c) 약 20℃ ~ 약 24℃의 온도에서 상기 혼합물을 교반하는 단계; 및

(d) 상기 혼합물로부터 HPLC로 측정시 순도가 85 면적% 이상인 화합물 IV를 단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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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3.

제1항 또는 제22항에 있어서, 수혼화성 유기 용매는 메탄올이고 비수혼화성 유기 용매는 염화메틸렌인 방법.

청구항 24.

제1항, 제22항 또는 제23항에 있어서, 유기 용매에 화합물 IV를 용해시키는 단계; 용액을 무기산으로 1회 이상 추출하는

단계; 상기 용액을 가열 환류하여 상기 용매의 약 2/3를 증류시키는 단계; 약 실온 이상의 온도에서 상기 용액에 물을 첨가

하여 현탁액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현탁액을 냉각시켜 고형물의 침전을 유도하는 단계; 상기 현탁액으로부터 상기 고형물

을 회수하는 단계; 및 상기 고형물을 건조시켜 화합물 IV를 수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공정에 의해 단리된 화합물 IV를 정

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1항 또는 제22항 내지 제2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단리된 화합물 IV는 하기 화합물 IV-a, 하기 화합물 IV-b, 하기

화합물 IV-c 및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불순물을 함유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화합물 IV-a는 HPLC로 측정시 약 2 면적% 미만의 양으로 존재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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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항 또는 제26항에 있어서, 화합물 IV-a는 HPLC로 측정시 약 1 면적% ~ 약 2 면적% 미만의 양으로 존재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28.

제25항 내지 제2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화합물 IV-b는 HPLC로 측정시 약 1 면적% 미만의 양으로 존재하는 것인 방

법.

청구항 29.

제25항 내지 제2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화합물 IV-c는 HPLC로 측정시 약 2 면적% 미만의 양으로 존재하는 것인 방

법.

청구항 30.

제1항 또는 제7항 내지 제2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출발 물질로서 사용된 화합물 VI은 HPLC로 측정시 화합물 VI-a

를 약 10 면적% 미만으로 함유하고, 수득된 화합물 IV는 HPLC로 측정시 화합물 VI-a를 약 2 면적% 미만, HPLC로 측정

시 화합물 IV-b를 약 1 면적% 미만으로 함유하며, HPLC로 측정시 화합물 VI-c를 약 2 면적% 미만으로 함유하는 것인 방

법.

청구항 31.

제1항 또는 제7항 내지 제3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수혼화성 유기 용매는 직쇄 또는 분지쇄 C1-5 알코올인 방법.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C1-5 알코올은 C1-3 알코올인 방법.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C1-3 알코올은 메탄올,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인 방법.

청구항 34.

제32항 또는 제33항에 있어서, C1-3 알코올은 메탄올인 방법.

청구항 35.

제1항 또는 제22항 내지 제3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환원제는 약 0℃ ~ 약 -5℃의 온도에서 첨가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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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22항 내지 제3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환원제는 금속 수소화물 착체인 방법.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수소화물 착체는 알칼리 금속 수소화물 착체인 방법.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알칼리 금속 수소화물 착체는 수소화붕소나트륨, 수소화붕소칼륨, 또는 수소화붕소나트륨 트리메

톡시인 방법.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알칼리 금속 수소화물 착체는 수소화붕소나트륨인 방법.

청구항 40.

제33항 내지 제3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HPLC로 측정시 순도가 85 면적% 이상인 화합물 IV를 로큐로늄 브로마이드

로 전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1.

하기 화합물 VII의 제조 방법으로서,

(a) 화합물 IV, 모폴린, 및 하나 이상의 산 촉매의 현탁액을 형성하는 단계;

(b) 약 100℃ ~ 약 환류 온도에서 약 24시간 ~ 약 48시간 동안 상기 현탁액을 교반하는 단계; 및

(c) 상기 현탁액으로부터 화합물 VII을 단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2.

제1항 또는 제41항에 있어서, 모폴린은 수용액 형태인 것인 방법.

청구항 43.

제1항, 제41항 또는 제42항에 있어서, 촉매는 무기산, 유기산 및 루이스 산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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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4.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산은 p-톨루엔 술폰산, 메탄 술폰산, 트리클로로아세트산, 또는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인 방

법.

청구항 45.

제43항 또는 제44항에 있어서, 무기산은 황산 또는 염산인 방법.

청구항 46.

제43항 내지 제4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루이스 산은 AlCl3, ZnCl2, BF3, SnCl4, TiCl4, AgClO4, Zn(OAc)2, 또는

FeCl3인 방법.

청구항 47.

제43항 내지 제4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루이스 산은 아세트산아연 또는 염화제2철인 방법.

청구항 48.

제1항 또는 제41항 내지 제4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촉매는 p-톨루엔 술폰산인 방법.

청구항 49.

제1항 또는 제41항 내지 제4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제1항의 단계 (j)의 현탁액, 및 제41항의 단계 (b)의 현탁액은 약

100℃ ~ 약 110℃의 온도에서 교반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50.

제41항 내지 제4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화합물 VII을 로큐로늄 브로마이드로 전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1.

하기 화합물 VIII의 제조 방법으로서,

(a) 화합물 VII, 극성 유기 용매, 및 하나 이상의 아세틸화제를 하나 이상의 염기와 혼합하여 혼합물을 얻는 단계; 및

(b) 상기 혼합물로부터 화합물 VIII을 단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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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2.

제1항 또는 제51항에 있어서, 단리된 화합물 VIII은 하기 화합물 VII, 하기 화합물 IX, 및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되는 군으로

부터 선택된 불순물을 함유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53.

제51항 또는 제52항에 있어서, 화합물 VII은 HPLC로 측정시 약 1.7 면적% 이하의 양으로 존재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54.

제51항 내지 제5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화합물 VII은 HPLC로 측정시 약 0.2 면적% ~ 약 1.24 면적%의 양으로 존재

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55.

제51항 내지 제5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화합물 IX는 HPLC로 측정시 약 7 면적% 이하의 양으로 존재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56.

제51항 내지 제5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화합물 IX는 HPLC로 측정시 약 1 면적% ~ 약 5.2 면적%의 양으로 존재하

는 것인 방법.

청구항 57.

제51항 내지 제5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화합물 VII은 제39항에 따른 방법에 의해 또는 임의의 다른 방법에 의해 수득

되는 것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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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8.

제1항 또는 제51항 내지 제5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극성 비양성자성 유기 용매는 케톤, 에스테르, 에테르, 아미드, 니

트로메탄 및 할로겐화 탄화수소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59.

제58항에 있어서, 상기 케톤은 C3-6 케톤인 방법.

청구항 60.

제59항에 있어서, 상기 C3-6 케톤은 아세톤 또는 메틸이소부틸케톤인 방법.

청구항 61.

제56항 내지 제5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에스테르는 C4-6 에스테르인 방법.

청구항 62.

제61항에 있어서, C4-6 에스테르는 아세트산에틸 또는 아세트산이소부틸인 방법.

청구항 63.

제58항 내지 제6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에테르는 C3-4 환형 에테르인 방법.

청구항 64.

제63항에 있어서, C3-4 환형 에테르는 테트라히드로푸란인 방법.

청구항 65.

제58항 내지 제6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아미드는 C3-4 아미드인 방법.

청구항 66.

제65항에 있어서, 상기 C3-4 아미드는 N,N-디메틸포름아미드인 방법.

청구항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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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항 내지 제6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할로겐화 탄화수소는 C1-2 할로겐화 탄화수소인 방법.

청구항 68.

제67항에 있어서, 상기 C1-2 할로겐화 탄화수소는 디클로로메탄 또는 디클로로에탄인 방법.

청구항 69.

제1항 또는 제51항 내지 제6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극성 비양성자성 유기 용매는 디클로로메탄인 방법.

청구항 70.

제1항 또는 제51항 내지 제6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아세틸화제는 할로겐화 아세틸, 할로겐화 에스테르, 무수물 및 에

스테르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71.

제70항에 있어서, 상기 할로겐화 아세틸은 염화아세틸인 방법.

청구항 72.

제70항 또는 제71항에 있어서, 할로겐화 에스테르는 AcOCH2CCl3, 또는 AcOCH2CF3인 방법.

청구항 73.

제70항 내지 제7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무수물은 혼합 무수물 또는 아세트산 무수물인 방법.

청구항 74.

제70항 내지 제7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에스테르는 아세트산이소프로페닐인 방법.

청구항 75.

제1항 또는 제51항 내지 제7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아세틸화제는 염화아세틸 또는 아세트산 무수물인 방법.

청구항 76.

제1항 또는 제51항 내지 제7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염기는 유기 염기인 방법.

청구항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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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 염기는 지방족 아민 및 방향족 아민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78.

제77항에 있어서, 상기 지방족 아민은 트리에틸아민, 디에틸이소프로필아민, 트리-n-프로필아민 또는 트리부틸아민인 방

법.

청구항 79.

제77항 또는 제78항에 있어서, 상기 방향족 아민은 4-디메틸아미노피리딘인 방법.

청구항 80.

제1항 또는 제51항 내지 제7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염기는 무기 염기인 방법.

청구항 81.

제80항에 있어서, 상기 무기 염기는 알칼리 염기 및 알루미늄 염기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82.

제81항에 있어서, 상기 알칼리 염기는 탄산나트륨 또는 중탄산나트륨인 방법.

청구항 83.

제81항 또는 제82항에 있어서, 알루미늄 염기는 산화알루미늄인 방법.

청구항 84.

제1항 또는 제51항 내지 제8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염기는 트리에틸아민, 피리딘 또는 탄산나트륨인 방법.

청구항 85.

제1항 또는 제51항 내지 제8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제1항의 단계 (l)의 혼합물, 및 제51항의 단계 (a)의 혼합물은 약

O℃ ~ 약 60℃의 온도에서 교반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86.

제1항 또는 제51항 내지 제8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제1항의 단계 (l)의 혼합물, 및 제51항의 단계 (a)의 혼합물은 약

12시간 ~ 약 22시간 동안 교반하는 것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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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7.

제1항 또는 제51항 내지 제8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화합물 VIII을 단리한 후, 습윤 아세토니트릴과 디클로로메탄의

혼합물로부터의 결정화에 의해 화합물 VIII을 정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8.

제87항에 있어서, 습윤 아세토니트릴은 물을 약 1 부피% ~ 약 5 부피%로 함유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89.

제87항 또는 제88항에 있어서, 습윤 아세토니트릴은 물을 약 1 부피% ~ 약 1.25 부피%로 함유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90.

제87항 내지 제8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화합물 VIII은 화합물 VII, 화합물 IX 및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

터 선택되는 불순물을 함유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91.

제90항에 있어서, 화합물 VII은 HPLC로 측정시 0.3 면적% 이하의 양으로 존재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92.

제90항 또는 제91항에 있어서, 화합물 VII은 HPLC로 측정시 화합물 VII을 0.1 면적% ~ 0.3 면적%의 양으로 존재하는 것

인 방법.

청구항 93.

제90항 내지 제9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화합물 IX는 HPLC로 측정시 1 면적% 이하의 양으로 존재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94.

제90항 내지 제9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화합물 IX는 HPLC로 측정시 화합물 IX를 약 0.5 면적%의 양으로 존재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95.

화합물 VIII로부터 로큐로늄 브로마이드를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a) 화합물 VIII, 극성 비양성자성 유기 용매, 알릴 브로마이드, 및 하나 이상의 무기 용매를 배합하여 혼합물을 얻는 단계;

및

(b) 상기 혼합물로부터 로큐로늄 브로마이드를 단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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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6.

제1항 또는 제95항에 있어서, 극성 비양성자성 유기 용매는 할로겐화 탄화수소, 에스테르 및 케톤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97.

제96항에 있어서, 상기 할로겐화 탄화수소는 C1-2 할로겐화 탄화수소인 방법.

청구항 98.

제97항에 있어서, C1-2 할로겐화 탄화수소는 디클로로메탄인 방법.

청구항 99.

제96항 내지 제9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에스테르는 아세트산에틸인 방법.

청구항 100.

제96항 내지 제9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케톤은 C3-4 케톤인 방법.

청구항 101.

제100항에 있어서, 상기 C3-4 케톤은 아세톤인 방법.

청구항 102.

제1항, 제95항 또는 제9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극성 비양성자성 유기 용매는 디클로로메탄인 방법.

청구항 103.

제1항 또는 제95항 내지 제10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알릴 브로마이드는 화합물 VIII 몰당 약 1.3 ~ 약 3 몰당량의 양

으로 존재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04.

제1항 또는 제95항 내지 제10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제1항의 단계 (n)에서 얻은 혼합물, 및 제95항의 단계 (a)에서

얻은 혼합물은 함수량이 칼 피셔법(Karl Fischer)으로 측정시 약 0.1% 미만인 것인 방법.

청구항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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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95항 내지 제10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무기 염기는 알칼리 염기 및 알루미늄 염기로 구성된 군으로부

터 선택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06.

제105항에 있어서, 상기 알칼리 염기는 탄산나트륨, 중탄산나트륨 또는 탄산칼륨인 방법.

청구항 107.

제105항 또는 제106항에 있어서, 알루미늄 염기는 산화알루미늄인 방법.

청구항 108.

제1항 또는 제95항 내지 제10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무기 염기는 탄산나트륨인 방법.

청구항 109.

제1항 또는 제95항 내지 제10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로큐로늄 브로마이드를 단리하기 전에, 제1항의 단계 (n)의 혼

합물, 및 제93항의 단계 (b)의 혼합물을 약 15℃ ~ 약 40℃의 온도에서 교반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10.

제1항 또는 제95항 내지 제10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로큐로늄 브로마이드를 단리하기 전에, 단계 (b)의 혼합물을 약

20시간 ~ 약 24시간 동안 유지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11.

제1항 또는 제95항 내지 제10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화학식 I의 미정제 Roc을,

a) 극성 비양성자성 유기 용매에 미정제 로큐로늄 브로마이드를 용해시켜 용액을 형성하는 단계;

b) 경우에 따라 염기와 배합된 탈색제를 상기 용액에 첨가하여 제1 현탁액을 형성하는 단계;

c) 제1 현탁액을 여과하는 단계;

d) 여과물을 역용매에 첨가하고 격렬히 교반하여 제2 현탁액을 수득하는 단계;

e) 상기 제2 현탁액으로부터 로큐로늄 브로마이드의 습윤 고형물을 회수하는 단계; 및

f) 약 35℃ 이하의 온도에서 습윤 로큐로늄 브로마이드를 건조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공정에 의해 정제하는 것인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관련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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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출원은 미국 가출원인 2005년 9월 13일에 출원된 제60/717,122호; 2005년 12월 19일에 출원된 제60/752,671호;

2005년 12월 20일에 출원된 제60/752,435호; 2006년 2월 23일에 출원된 제60/776,322호; 및 2006년 3월 21일에 출원

된 제60/784,746호의 우선권 주장 출원이며, 상기 출원들의 개시 내용은 본 명세서에서 참고로 인용한다.

본 발명의 기술 분야

본 발명은 1-[17β-아세틸옥시-3α-히드록시-2β-(4-모폴리닐)-5α-안드로스탄-16β-일]-1-(2-프로페닐)피롤리디늄

브로마이드(로큐로늄 브로마이드) 및 이들의 중간 생성물을 합성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배경기술

화학식 I의 1-[17β-(아세틸옥시)-3α-히드록시-2β-(4-모폴리닐)-5α-안드로스탄-16β-일]-1-(2-프로페닐)피롤리디

늄 브로마이드(로큐로늄 브로마이드)는 분자식이 C32H53BrN2O4이고 분자량이 609.70이며 하기 화학식 I로 표시된다:

로큐로늄 브로마이드는 비탈분극성 신경근 차단제로서 사용되며 복용량 및 중간 생성물의 지속시간에 따라 고속 내지 중

간 속도의 개시를 나타낸다. 이것은 운동 종판에서 콜린성 수용체에 대해 경쟁함으로써 작용한다. 이러한 작용은 아세틸콜

린에스테라제 억제제, 예컨대 네오스티그민 및 에드로포늄에 의해 길항된다.

화학식 I의 로큐로늄 브로마이드는 상표명 ZEMURON®으로 시판되며, 투명하고 무색 내지 황색/오렌지색인 무균의 비발

열성 등장 용액으로서 오직 정맥 주사용으로만 공급된다.

로큐로늄 브로마이드의 제조 방법은 미국 특허 제5,817,803호 및 제4,894,369호와, 미국 공개공보 제2005/0159398호

에서 기술하고 있다.

미국 특허 제4,894,369호("'369 특허")는 하기 화학식 II의 2α,3α-에폭시-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17β-올

을 통하여 로큐로늄 브로마이드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상기 식에서, R3은 C, N-CH3 또는 직접 C-C 결합이다. 수율은 중간 정도이다(약 60% w/w 수율). 상기 특허는 물의 존재

하에서 2α,3α-에폭시-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17β-올을 모폴린과 반응시켜 2β-(4-모폴리닐)-16β-(1-

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3α,17β-디올을 수득하는 것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상기 단계는 3일의 반응 시간 동안 수행

되며, 그 후 용매를 증발에 의해 제거하고 최종 생성물을 아세톤으로부터 결정화하며 그 후 추가로 메탄올로부터 재결정화

한다.

그 후, 2β-(4-모폴리닐)-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3α, 17β-디올을 아세틸화제와 반응시켜 2β-(4-모폴리

닐)-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3α-올, 17β-아세테이트를 수득한다. 칼럼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잔여 출발

물질 디올, 및 디아세테이트 부산물로부터 정제하고 그 후 디에틸 에테르와 n-헥산의 혼합물로부터 결정화하는 공정을 포

함하는 이러한 아세틸화 공정에서 생성물은 약 48%의 저수율로 수득된다. 문헌 ['369 특허, 컬럼. 5, l1. 31-50 (실시예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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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모노-4차 암모늄 화합물, 로큐로늄 브로마이드는 실온, 압력병에서 22시간 동안 모노아세테이트 유도체와 상

당히 과잉량의 알릴 브로마이드(8.7 당량)의 반응에 의해 제조된다. 문헌 [상기 특허 컬럼. 8, l1. 27-46 (실시예 23)] 참

조. 상기 생성물은 알루미나 상에서 칼럼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정제하고 그 후 합한 정제 분획은 디클로로메탄디에틸에

테르로부터 결정화하여 순수한 로큐로늄 브로마이드를 수득한다.

미국 공개공보 제2005/0159398호("'398 공개공보")는 비스-아세틸화 중간 생성물을 통한 로큐로늄 유도체의 제조에 관

해 기술하고 있다. 상기 비스-아세틸화 화합물은 선택적 탈아세틸화 반응을 수행하여 모노-아세테이트 생성물을 형성하

고, 이것은 2회의 결정화에 의해 추가 정제하여 수율이 약 52%인 원하는 생성물을 수득한다. 문헌 ['398 공개공보, p.8,

112-115] 참조.

정제 단계 각각은 수율을 감소시키고, 생산비를 증가시키며, 제조 시간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비용 및 제조 시간을 감소시

키는 한편, 동시에 생성물 수율 및 순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매우 바람직하다. 또한, 생산 공정을 간소화한 방법도 바람직

하다. 본 발명의 방법은 선행 기술의 이러한 단점을 해결한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는 하기 화학식의 단리된 화합물 VI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형태는 결정질 화합물 VI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형태는 HPLC로 측정시 화합물 VI-a를 약 10 면적% ~ 약 40 면적% 함유하는 출발 화합물 VI을 수

혼화성 유기 용매와 배합하여 현탁액을 수득하는 단계; 상기 현탁액을 약 60℃ ~ 약 80℃의 온도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교

반하여 용액을 얻는 단계; 상기 용액에 물을 첨가하여 현탁액을 형성하는 단계; 및 혼합물로부터 화합물 VI을 단리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화합물 VI 대 하기 화학식의 화합물 VI-a의 이성질체 비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포함하며, 여기서 단리된 화

합물 VI은 HPLC로 측정시 화합물 VI-a를 약 3 면적% 이하로 함유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는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 HPLC로 측정시 화합물 VI-a를 약 10 면적% 미만으로 함유하는 화합물

VI을 제조하고, 이를 로큐로늄 브로마이드로 전환함으로써 하기 화학식 I의 로큐로늄 브로마이드(이하 "Roc")를 제조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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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화합물 VI-a를 약 10% 미만으로 함유하는 화합물 VI과 경우에 따라 비수혼화성 유기 용매와 배합된 수혼

화성 유기 용매의 용액을 형성하는 단계; 약 -15℃ ~ 약 10℃의 온도에서 상기 용액에 하나 이상의 환원제를 첨가하여 혼

합물을 얻는 단계; 약 20℃ ~ 약 24℃의 온도에서 상기 혼합물을 교반하는 단계; 및 상기 혼합물로부터 HPLC로 측정시 순

도가 85 면적% 이상인 화합물 IV를 단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하기 화합물 IV를 제조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는 전술한 바와 같이 HPLC로 측정시 순도가 85 면적% 이상인 화합물 IV를 제조하고, 이를 화학식 I

의 Roc로 전환함으로써 화학식 I의 Roc를 제조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형태는 화합물 IV, 모폴린, 및 하나 이상의 산 촉매의 현탁액을 형성하는 단계; 약 100℃ ~ 약 환류

온도에서 약 24시간 ~ 약 48시간 동안 상기 현탁액을 교반하는 단계; 및 상기 현탁액으로부터 화합물 VII을 단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하기 화합물 VII을 제조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형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화합물 VII을 제조하고 이를 화학식 I의 Roc로 전환함으로써 화학식 I의

Roc를 제조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는 화합물 VII, 극성 유기 용매, 및 하나 이상의 아세틸화제를 하나 이상의 염기와 배합하여 혼합물

을 얻는 단계; 및 상기 혼합물로부터 화합물 VIII을 단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하기 화합물 VIII을 제조하는 방법을 포함한

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형태는 화합물 VIII, 극성 비양성자성 유기 용매, 알릴 브로마이드, 및 하나 이상의 무기 염기를 배

합하여 혼합물을 얻는 단계; 및 로큐로늄 브로마이드를 단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화합물 VIII로부터 로큐로늄 브로마이

드를 제조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로큐로늄 브로마이드의 제조 방법을 포함한다.

상기 단리된 로큐로늄 브로마이드는 하나 이상의 극성 비양성자성 유기 용매에 상기 단리된 로큐로늄 브로마이드를 용해

시켜 용액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용액에 경우에 따라 염기와 배합된 탈색제를 첨가하여 제1 현탁액을 형성하는 단계; 상

기 제1 현탁액을 여과하는 단계; 생성된 여과액을 역용매에 첨가하는 단계; 격렬히 교반하여 제2 현탁액을 수득하는 단계;

제2 현탁액으로부터 습윤 고형물인 로큐로늄 브로마이드를 회수하는 단계; 및 약 35℃ 이하의 온도에서 습윤 로큐로늄 브

로마이드를 건조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공정에 의해 정제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형태는 HPLC로 측정시 화합물 VI-a를 약 10 면적% ~ 약 40 면적%로 함유하는 출발 화합물 VI을

수혼화성 유기 용매와 배합하여 현탁액을 수득하는 단계; 상기 현탁액을 약 55℃ ~ 약 80℃의 온도에서 교반하여 용액을

얻는 단계; 상기 용액에 물을 첨가하여 현탁액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현탁액으로부터 화합물 VI을 단리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단리된 화합물 VI은 HPLC로 측정시 화합물 VI-a를 약 10 면적% 미만으로 함유한다); 화합물 VI-a를 약 1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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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함유하는 화합물 VI과 하나 이상의 수혼화성 유기 용매의 용액을 형성하는 단계; 약 -15℃ ~ 약 10℃의 온도에서 상

기 용액에 하나 이상의 환원제를 첨가하여 혼합물을 얻는 단계; 약 20℃ ~ 약 24℃의 온도에서 상기 혼합물을 교반하는 단

계; 상기 혼합물로부터 HPLC로 측정시 순도가 85 면적% 이상, 바람직하게는 90 면적% 이상인 화합물 IV를 단리하는 단

계; 화합물 IV, 모폴린, 및 하나 이상의 산 촉매의 현탁액을 형성하는 단계; 약 100℃ ~ 약 환류 온도에서 약 24시간 ~ 약

48시간 동안 상기 현탁액을 교반하는 단계; 상기 현탁액으로부터 화합물 VII을 단리하는 단계; 화합물 VII, 극성 유기 용매,

및 하나 이상의 아세틸화제를 하나 이상의 염기와 배합하여 혼합물을 얻는 단계; 상기 혼합물로부터 화합물 VIII을 단리하

는 단계; 화합물 VIII, 극성 비양성자성 유기 용매, 알릴 브로마이드, 및 하나 이상의 무기 염기를 배합하여 혼합물을 얻는

단계; 및 로큐로늄 브로마이드를 단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하기 화학식 I의 4차 암모늄 염, Roc를 제조하는 방법을 포함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하기 화학식의 단리된 화합물 VI을 포함한다.

화학식 VI의 단리된 화합물은 약 218.3, 69, 53.9, 52.2, 51.9, 50.8, 47.5, 46.9, 38.1, 36.2, 34.4, 33.8, 31.9, 30.6,

28.9, 28, 26.6, 23.2, 20, 13.9 및 12.9 ppm에서 탄소 화학적 이동을 나타내는 13C-NMR 스펙트럼; 실질적으로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은 13C-NMR 스펙트럼; 약 3.17-3.09, 2.92, 2.79, 2.64, 2.1, 1.95-0.66, 0.9 및 0.75 ppm에서 수소 화학

적 이동을 나타내는 1H-NMR 스펙트럼; 실질적으로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은 1H-NMR 스펙트럼; 약 358.2에서 MH+ 피

크를 나타내는 질량 스펙트럼(FAB(+), m/z); 실질적으로 도 7에서 도시된 바와 같은 질량 스펙트럼; 약 1736, 3452 및

1157 cm-1에서 피크를 나타내는 IR 스펙트럼, 및 실질적으로 도 8에서 도시된 바와 같은 IR 스펙트럼으로부터 선택된 데

이터를 특징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결정질 화합물 VI을 포함한다. 상기 결정질 화합물 VI은 10.3, 14.8, 17.5, 18.4 및 19 °2θ, ±0.1 °2θ에서

의 분말 X-선 회절 피크를 특징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결정질 화합물 VI은 약 10.9, 20.7, 22, 24.1, 25.9 및 27 °2θ,

±0.1°2θ에서의 분말 X-선 회절 피크; 실질적으로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분말 X-선 회절; TGA 분석에 의해 측정된 바

와 같은 약 0.2 중량%의 중량 손실; 실질적으로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은 TGA 곡선; 약 146℃에서 흡열 피크를 나타내는

DSC; 실질적으로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DSC 곡선; 및 약 155℃의 융점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데이터를 특

징으로 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중간 생성물 및 최종 생성물의 불순물 프로파일을 감소시키면서 수율을 증가시키는 공정을 이용하는 로큐로늄

브로마이드의 합성 방법을 더 포함한다. 부분적으로, 2 몰당량의 피롤리딘을 하기에 정의된 화합물 V와 반응하도록 하는

경우, 불순물은 감소되어 중간 생성물 합성시 불필요한 정제 단계 및/또는 원치 않는 부산물의 생산을 방지한다. 또한, 생

성물의 회수로 소량의 부산물, 예컨대 하기 화학식 VI-a 및/또는 VI-c의 화합물만을 함유하는 생성물을 훨씬 더 손쉽게 얻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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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용어 "염기"는 화학 반응시 하나 이상의 양성자를 수용하는 물질을 의미한다. 용어 "강염

기"는 NaOH, NaHCO3, Na2CO3, KOH, KHCO3, 또는 K2CO3(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비롯하여 H+에 고친화도를 갖는 물

질을 의미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용어 "습윤 용매"는 용매의 총 부피 중 물을 약 1% ~ 약 7%의 부피로 함유하는 용매를

의미한다.

하기 화합물 VI의 제조 방법은 약 40℃ ~ 약 환류 온도의 온도에서 수혼화성 유기 용매 중에서 2α,3α-에폭시-5α-안드로

스탄-16β-올-17-온, 화합물 V와 피롤리딘을 배합하여 혼합물을 얻는 단계; 약 40℃ ~ 약 환류 온도의 온도에서 약 30분

~ 약 1시간 동안 상기 혼합물을 교반하여 화합물 VI을 수득하는 단계; 및 화합물 VI을 단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화합물 V는 약 40℃ ~ 약 환류 온도의 온도의 수혼화성 유기 용매 중에서 2α,3α,16α, 17α-비스에폭시-5α-안드로스탄-

17β-아세테이트(화합물 III)의 용액을 강염기 수용액과 반응시킴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 상기 수혼화성 유기 용매는 화합

물 VI의 합성과 관련하여 후술하는 용매 중 어느 것도 될 수 있다. 그러나, 수혼화성 유기 용매는 메탄올이 더 바람직하고

염기는 NaOH가 더 바람직하다.

대안으로, 화합물 V는 피롤리딘과 반응시키기 전에 계내(in situ)에서 제조될 수 있다. 따라서, 전술한 반응은 순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데, 2α,3α,16α,17α-비스에폭시-5α-안드로스탄-17β-아세테이트(화합물 III)를 강염기 수용액과 반응하도

록 하여 화합물 V를 수득하고, 그 후 이것을 피롤리딘과 반응하도록 하여 화합물 VI을 수득한다. 따라서, 화합물 V는 화합

물 VI의 합성 전에 중간 생성물을 단리하지 않고 제조된다.

화합물 III은, 예를 들면, 문헌 [Buckett, W.R., "Pancuronium bromide and other steroidal neuromuscular blocking

agents containing acetylcholine fragments," J. Med. Chem., 1973, 16(10), pp.1116-1124]에 기술된 공정에 따라 수

득할 수 있다.

상기 수혼화성 유기 용매는 하나 이상의 직쇄 또는 분지쇄 C1-C5 알코올이 바람직하다. 상기 C1-C5 알코올은 C1-C3 알코

올이 바람직하다. C1-C3 알코올은 메탄올, 에탄올 또는 2-프로판올이 바람직하다. C1-C3 알코올은 메탄올이 더 바람직하

다.

수혼화성 유기 용매 중에서의 2α,3α-에폭시-5α-안드로스탄-16β-올-17-온, 화합물 V와 피롤리딘의 배합은 약 40℃ ~

약 65℃, 더 바람직하게는 약 6O℃ ~ 약 65℃의 온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피롤리딘은 다량의 화합물 VI-c를 생성하지 않고 화합물 VI을 생성하도록 충분한 양으로 존재해야 한다. 상기 피롤

리딘은 화합물 III의 몰당량당 2 몰당량 이하의 양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혼합물은 약 4O℃ ~ 약 65℃, 더 바람직하게는 약 6O℃ ~ 약 65℃의 온도에서 교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혼합물은 약 30분 ~ 약 120분 동안 교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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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 VI은 당업자에게 공지된 임의의 방법에 의해 회수할 수 있다. 상기 방법으로는, 예를 들면, 상기 혼합물에 얼음물을

첨가하여 침전된 생성물을 여과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2α,3α-에폭시-5α-안드로스탄-16β-올-17-온, 화합물 V와 피롤리딘의 반응은 통상적으로 이성질체인 하기 화합물 VI

및 화합물 VI-a의 혼합물을 생성한다:

본 발명은 HPLC로 측정시 화합물 VI-a를 약 10 면적% ~ 약 40 면적%로 함유하는 출발 화합물 VI을 수혼화성 유기 용매

와 배합하여 현탁액을 수득하는 단계; 약 6O℃ ~ 약 8O℃의 온도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상기 현탁액을 교반하여 용액을

얻는 단계; 상기 용액에 물을 첨가하여 현탁액을 형성하는 단계; 및 혼합물로부터 화합물 VI을 단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화합물 VI-a에 대한 화합물 VI의 이성질체 비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더 포함하며, 여기서 단리된 화합물 VI은 HPLC로 측

정시 화합물 VI-a를 약 3 면적% 이하로 함유한다.

통상적으로, 출발 화합물 VI은 HPLC로 측정시 화합물 VI-a를 약 10 면적% ~ 약 40 면적%로 함유할 수 있다. 상기 출발

화합물 VI은 HPLC로 측정시 화합물 VI-a를 약 15 면적% ~ 약 30 면적%로 함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바람직하게는,

상기 출발 화합물 VI은 HPLC로 측정시 화합물 VI-a를 약 10 면적% ~ 약 20 면적%로 함유하고, 가장 바람직하게는, 단리

된 화학식 VI의 화합물은 HPLC로 측정시 화학식 VI-a의 화합물을 약 12 면적% ~ 약 18 면적%로 함유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단리된 화학물 VI은 HPLC로 측정시 화합물 VI-a를 3 면적% 미만으로 함유하고, 더 바람직하게는

HPLC로 측정시 약 2 면적% 미만, 가장 바람직하게는, HPLC로 측정시 약 1 면적% 미만으로 함유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수혼화성 유기 용매는 하나 이상의 C1-4 알코올, 더 바람직하게는, 메탄올, 에탄올, 프로판올, 이소프

로판올 또는 부탄올이다. C1-4 알코올은 메탄올이 바람직하다.

상기 현탁액은 약 50℃ ~ 약 7O℃의 온도에서 교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물은 적가하며, 더 바람직하게는, 약 90분 동안 적가한다.

상기 물은 상기 혼합물을 60℃ 이상의 온도로 유지하면서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물은 상기 수혼화성 유기 용매 부피의 약 3배 ~ 약 4배 부피의 양으로 첨가하며, 더 바람직하게는 상

기 수혼화성 유기 용매 부피의 약 3배 부피의 양으로 첨가한다.

바람직하게는, HPLC로 측정시 화합물 VI-a를 약 3 면적% 미만으로 함유하는 화합물 VI은 물을 첨가한 후에 형성된 상기

혼합물을 약 5℃ ~ 약 O℃의 온도로 냉각시킨 후 여과하고 건조하여 단리할 수 있다. 상기 혼합물은 약 40분 ~ 약 50분 동

안 냉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전술한 바와 같이 HPLC로 측정시 화합물 VI-a를 약 3 면적% 미만으로 함유하는 화합물 VI을 제조하고, 이를

로큐로늄 브로마이드로 전환함으로써 하기 화학식 I의 로큐로늄 브로마이드를 제조하는 방법을 더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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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또한 화합물 VI-a를 약 3% 미만으로 함유하는 화합물 VI과 경우에 따라 비수혼화성 유기 용매와 배합된 수혼화

성 유기 용매의 용액을 형성하는 단계; 약 -15℃ ~ 약 1O℃의 온도에서 상기 용액에 하나 이상의 환원제를 첨가하여 혼합

물을 얻는 단계; 약 2O℃ ~ 약 24℃의 온도에서 상기 혼합물을 교반하는 단계; 및 상기 혼합물로부터 HPLC로 측정시 순

도가 85 면적% 이상, 바람직하게는 HPLC로 측정시 순도가 90 면적% 이상인 화합물 IV를 단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하기

화합물 IV를 제조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경우에 따라, 화합물 IV는 상기 단리된 화합물 IV를 메탄올에서 용해시키고, 물을 첨가하여 결정화를 촉진시키며, 결정을

수거함으로써, HPLC로 측정시 순도 97 면적% 이상으로 수득될 수 있다.

하기 비교예 27에 예시된 바와 같이, 미국 특허 제4,894,369호에 기술된 화합물 IV를 제조하는 방법을 수행하는 경우, 극

성이 더 큰 2종의 주요 불순물이 형성된다. 이들 불순물은 카르보닐기의 환원 후, NMR, MS 및 XRD 분석에 의하면 화학식

IV의 원하는 모노에폭사이드의 이성질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화학식 IV-a의 이성질체 2α,3α-에폭시-16α-(1-피롤리

디닐)-17β-히드록시-5α-안드로스탄(화합물 IV-a로 명명)은 HPLC로 측정시 약 12 면적%로 수득되고, 화학식 IV-b의

제2 이성질체 2α,3α-에폭시-16α-(1-피롤리디닐)-17α-히드록시-5α-안드로스탄(화합물 IV-b로 명명)은 HPLC로 측정

시 약 5 면적%로 수득된다.

게다가, 불순물 IV-c(하기 화학식의 디피롤리디노 유사체)는 HPLC로 측정시 4 면적% 이하로 수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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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 특허 제4,894,369호에 기술된 방법은 약 57 중량%의 중간 정도의 수율로 생성물을 산출한다. 그러나, 본 발명

에 의하면 화합물 IV는 약 80%의 훨씬 더 높은 수율로 수득된다.

화합물 IV는 HPLC로 측정시 순도가 약 85 면적% ~ 약 100 면적%, 더 바람직하게는, HPLC로 측정시 약 90 면적% ~ 약

100 면적%, 가장 바람직하게는, HPLC로 측정시 약 97 면적% ~ 약 100 면적%로 상기 방법으로부터 수득된다.

또한, 상기 방법에 의해 제조된 화합물 IV는 화합물 IV-a, 화합물 IV-b, IV-c 및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

택된 불순물을 함유한다. 바람직하게는, 화합물 IV-a는 HPLC로 측정시 약 2 면적% 미만, 더 바람직하게는, HPLC로 측정

시 약 1 면적% ~ 약 2 면적%의 양으로 존재한다. 화합물 IV-b는 HPLC로 측정시 약 1 면적% 미만의 양으로 존재한다. 또

한, HPLC로 측정시 하기 화학식의 화합물 IV-c를 약 2 면적% 미만, 바람직하게는 약 0.5 면적% 미만으로 함유하는 화합

물 IV가 수득된다.

바람직하게는, 출발 물질로서 사용되는 화합물 VI은 HPLC로 측정시 화합물 VI-a를 약 3 면적% 미만으로 함유하고, 따라

서 수득된 화합물 IV는 HPLC로 측정시 화합물 IV-a를 약 2 면적% 미만, 더 바람직하게는 HPLC로 측정시 약 1 면적% ~

약 2 면적%로 함유하고, HPLC로 측정시 화합물 IV-b를 약 1 면적% 미만으로 함유하며, 화합물 VI-c를 약 2% 미만, 바

람직하게는 약 0.5% 미만으로 함유한다.

수혼화성 유기 용매는 하나 이상의 직쇄 또는 분지쇄 C1-5 알코올이 바람직하다. 상기 직쇄 또는 분지쇄 C1-5 알코올은

C1-3 알코올이 바람직하다. 상기 직쇄 또는 분지쇄 C1-3 알코올은 메탄올,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이 더 바람직하다.

C1-3 알코올은 메탄올이 가장 바람직하다. 수혼화성 유기 용매가 비수혼화성 유기 용매와 함께 사용될 경우, 수혼화성 유

기 용매는 메탄올이 바람직하고 비수혼화성 유기 용매는 염화메틸렌이 바람직하다.

상기 환원제는 약 O℃ ~ 약 -5℃의 온도에서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응에서 사용되는 환원제는 카르보닐을 환원시킬 수 있는 임의의 환원제이다. 상기 환원제는 바람직하게는, 금속 수소화

물 착체, 더 바람직하게는, 알칼리 금속 수소화물 착체, 가장 바람직하게는, 수소화붕소나트륨, 수소화붕소칼륨, 또는 수소

화붕소나트륨 트리메톡시이고, 가장 바람직하게는, 수소화붕소나트륨이다.

화합물 IV는 당업자에게 공지된 임의의 방법에 의해 단리할 수 있다. 상기 방법은 진공 하에 농축하고 경우에 따라 유기상

에 물을 첨가하는 방법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화합물 IV는 경우에 따라, 유기 용매에 화합물 IV를 용해시키는 단계; 용액을 적어도 한번 무기산으로 추출하는 단계; 상기

용액을 가열 환류하여 상기 용매의 약 2/3를 증류 제거하는 단계; 약 실온 이상의 온도에서 상기 용액에 물을 첨가하여 현

탁액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현탁액을 냉각시켜 고형물의 침전을 유도하는 단계; 상기 현탁액으로부터 상기 고형물을 회수

하는 단계; 및 상기 고형물을 건조시켜 화합물 IV를 수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에 의해 정제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전술한 바와 같이 HPLC로 측정시 순도가 90 면적% 이상, 바람직하게는 95 면적% 이상인 화합물 IV를 제조하

고, 이를 화학식 I의 Roc로 전환함으로써 화학식 I의 Roc를 제조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화합물 IV, 모폴린, 및 하나 이상의 산 촉매의 현탁액을 형성하는 단계; 약 100℃ ~ 약 환류 온도에서 약 24시간

~ 약 48시간 동안 상기 현탁액을 교반하는 단계; 및 상기 현탁액으로부터 화합물 VII을 단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하기

화합물 VII을 제조하는 방법을 더 포함한다.

공개특허 10-2007-0085703

- 24 -



미국 특허 제4,894,369호에 기술된 바와 같은 화합물 VII의 단리법은 매우 불편하고 시간 소모적인 모폴린의 증발 공정을

포함한다. 게다가, 화합물 VII의 상기 단리법은 결정화 및 재결정화 공정을 추가로 요구하며, 따라서 수율을 감소시키고 생

산 비용을 증가시킨다. 문헌 ['369 특허, 컬럼 4, l. 47 내지 컬럼 5, 1. 2(실시예 3 및 4)] 참조. 반대로, 본 발명의 미정제

화합물 VII은 후처리 단계를 생략하면서 상기 방법에 의해 바람직하게는 약 82% ~ 약 96%의 높은 몰 수율로 수득된다. 또

한,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 수득된 화합물 VII은 HPLC로 측정시 순도가 약 77 면적% ~ 약 98 면적%, 더 바람직하게는

HPLC로 측정시 약 94 면적% ~ 약 98 면적%이며, 따라서 추가적인 정제 없이 다음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모폴린은 수용액 형태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산 촉매는 반응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화합물이어야 한다. 통상적인 산 촉매는 무기산, 유기산 또는 루이스 산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유기산은 p-톨루엔 술폰산, 메탄 술폰산, 트리클로로아세트산, 또는 트리플루오로아세

트산이 바람직하다. 무기산은 황산 또는 염산이 바람직하다. 루이스 산은 AlCl3, ZnCl2, BF3, SnCl4, TiCl4, AgClO4, Zn

(OAc)2, 또는 FeCl3이 바람직하다. 루이스 산은 아세트산아연 또는 염화제2철이 더 바람직하다. 촉매는 p-톨루엔 술폰산

이 가장 바람직하다.

상기 현탁액은 약 100℃ ~ 약 11O℃의 온도에서 교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현탁액은 약 100℃ ~ 약 110℃의 온도에서 교반하여 용액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용액은 20 ~ 약 50시간 동안, 더 바람직하게는 교반하면서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우에 따라,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상기 현탁액은 가압 하에, 바람직하게는 용매 증기압 하에 유지할 수 있다. 상

기 압력은 약 0.5 ~ 약 1 Kgf/cm2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현탁액을 가압 하에 유지하는 경우, 반응 온도는 약 113℃ ~

약 117℃로 증가시킨다.

바람직하게는, 화합물 VII은 냉각된 묽은 염기성 수용액으로부터 침전시키고 진공 오븐에서 건조시켜 단리함으로써 미국

특허 제4,894,369호에 기술된 결정화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염기성 용액은 탄산나트륨, 중탄산나트륨, 탄산칼륨, 중탄산

칼륨, 수산화나트륨 및 수산화칼륨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알칼리 염기의 용액인 것이 바람직하다. 염기는 탄산

나트륨이 가장 바람직하다.

화합물 VII의 제조 방법, 더바람직하게는, 화합물 IV로부터의 화합물 VII의 제조 방법은 산업적 규모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전술한 바와 같이 화합물 VII을 제조하고, 이를 화학식 I의 Roc로 전환함으로써 화학식 I의 Roc를 제조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하기 비교예 26에 기재된 바와 같이, 미국 특허 제4,894,369호에 기술한 절차를 반복하면 HPLC로 측정

시 5.16 면적%의 양으로 출발 디올, 화합물 VII 및 HPLC로 측정시 11.93 면적%의 양으로 디아세테이트 불순물, 화합물

IX를 함유하는, HPLC로 측정시 순도가 81.56 면적%인 화합물 VIII이 수득된다.

그러나, 본 발명의 방법은 아세틸화제로서 소량의 염기 및 무수물을 사용하며, 따라서 정제 전 HPLC로 측정시 순도가 약

90 면적% ~ 약 99 면적%인 화합물 VIII을 더 높은 수율로 화학선택적으로 얻을 수 있다. 간단한 결정화에 의한 정제 후,

생성물은, 칼럼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정제를 수행할 필요 없이, 약 70%의 총 수율로, HPLC로 측정시 약 97 면적% ~

99 면적% 이상, 더 바람직하게는 HPLC로 측정시 99 면적% 이상의 순도로 수득된다.

본 발명은 화합물 VII, 극성 유기 용매, 및 하나 이상의 아세틸화제를 하나 이상의 염기와 혼합하여 혼합물을 얻는 단계; 및

상기 혼합물로부터 화합물 VIII을 단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하기 화합물 VIII을 제조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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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 VII은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 또는 임의의 다른 방법, 예컨대 본 명세서에서 참고로 인용한 미국 특허 제4,894,369

호에 기술된 방법에 의해 수득될 수 있다.

상기 극성 비양성자성 유기 용매는 케톤, 에스테르, 에테르, 아미드, 니트로메탄, 또는 할로겐화 탄화수소를 포함하나, 이

에 한정되지 않는다. 케톤은 C3-6 케톤이 바람직하다. C3-6 케톤은 아세톤 또는 메틸이소부틸케톤이 바람직하다. 에스테르

는 C4-6 에스테르가 바람직하다. C4-6 에스테르는 아세트산에틸 또는 아세트산이소부틸이 바람직하다. 에테르는 C3-4 환

형 에테르가 바람직하고, 테트라히드로푸란(THF)이 가장 바람직하다. 아미드는 C3-4 아미드가 바람직하고, N,N-디메틸

포름아미드가 더 바람직하다. 할로겐화 탄화수소는 C1-2 할로겐화 탄화수소가 바람직하다. C1-2 할로겐화 탄화수소는 디

클로로메탄 또는 디클로로에탄이 바람직하다. 극성 비양성자성 유기 용매는 디클로로메탄이 더 바람직하다.

상기 아세틸화제는 할로겐화아세틸, 할로겐화 에스테르, 무수물, 또는 에스테르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할로

겐화 아세틸은 염화아세틸이 바람직하다. 할로겐화 에스테르는 AcOCH2CCl3, 또는 AcOCH2CF3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

게는, 무수물은 혼합 무수물 또는 아세트산무수물일 수 있다. 에스테르는 아세트산이소프로페닐이 바람직하다. 아세틸화

제는 염화아세틸 또는 아세트산무수물이 더 바람직하다.

통상적으로, 상기 염기는 유기 염기 또는 무기 염기를 포함한다. 유기 염기는 지방족 아민과 방향족 아민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상기 지방족 아민은 트리에틸아민, 디에틸이소프로필아민, 트리-n-프로필아민 또는 트리부틸아민이 바

람직하다. 상기 방향족 아민은 4-디메틸아미노피리딘이 바람직하다. 무기 염기는 알칼리성 및 알루미늄 염기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알칼리 염기는 탄산나트륨 또는 중탄산나트륨이 바람직하다. 알루미늄 염기는 산화알루미늄이 바

람직하다.

염기는 트리에틸아민, 피리딘 또는 탄산나트륨이 더 바람직하다.

상기 혼합물은 약 O℃ ~ 약 60℃의 온도에서, 더 바람직하게는, 약 20℃ ~ 약 24℃의 온도에서 상기 혼합물을 교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혼합물은 약 12시간 ~ 약 48시간 동안 교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혼합물은 약 12시간 ~ 약

22시간 동안 교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화합물 VIII은 당업자에게 공지된 임의의 방법에 의해 단리할 수 있다. 상기 방법은 염기성 수용액을 첨가함으로써 상기 혼

합물을 중화시키고, 유기상과 수성상을 분리하고, 유기상을 물로 세척하고, 유기상을 여과하고, 유기상을 진공 하에 농축

시키는 방법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상기 단리된 화합물 VIII은 하기 화합물 VII, 하기 화합물 IX 및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불순물을 포

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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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는, 화합물 VII은 미정제 화합물 VIII 중에 HPLC로 측정시 약 1.7 면적% 이하의 양으로, 더 바람직하게는,

HPLC로 측정시 약 0.2 면적% ~ 약 1.24 면적%의 양으로 존재한다. 바람직하게는, 화합물 IX는 HPLC로 측정시 약 7 면

적% 이하의 양으로, 더 바람직하게는, 약 1 면적% ~ 약 5.2 면적%의 양으로 존재한다.

경우에 따라, 상기 단리된 화합물 VIII은 습윤 아세토니트릴 및 디클로로메탄의 혼합물로부터의 결정화에 의해 정제하여,

HPLC로 측정시 순도가 약 90 면적% ~ 약 99.9 면적%인 화합물 VIII을 수득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화합물 VIII 중 화합물 VII의 수준은 상기 결정화 공정에 의해 유의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 상기 결정화 공정

에 의해 수득된 화합물 VIII은 화합물 VII, 화합물 IX 및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불순물을 함유한다.

바람직하게는, 화합물 VII은 HPLC로 측정시 0.3 면적% 이하, 더 바람직하게는, HPLC로 측정시 약 0.1 면적% ~ 0.3 면

적%의 양으로 존재한다. 바람직하게는, 화합물 IX는 HPLC로 측정시 1 면적% 이하, 더 바람직하게는, HPLC로 측정시 약

0.5 면적% 이하의 양으로 존재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2차 결정화를 수행하게 되면, 화합물 VII, 화합물 IX 및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불순물을 함유하는 화합물 VIII이 얻어진다. 바람직하게는, 화합물 VII은 HPLC로 측정시 0.3 면적% 이하, 더 바람직하게

는, HPLC로 측정시 약 0.2 면적% 이하의 양으로 존재한다. 바람직하게는, 화합물 IX는 HPLC로 측정시 0.3 면적% 이하,

더 바람직하게는, HPLC로 측정시 약 0.1 면적% ~ 0.3 면적%의 양으로 존재한다.

바람직하게는, 습윤 아세토니트릴은 물을 약 1 부피% ~ 약 5 부피%, 더 바람직하게는, 물을 약 1 부피% ~ 약 1.25 부피%

로 함유한다.

화합물 VIII의 제조 방법, 더 바람직하게는 화합물 VII로부터의 화합물 VIII의 제조 방법은 산업적 규모로 수행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로큐로늄 브로마이드(화합물 I)의 합성 방법을 포함하며, 여기서 부산물의 양은 최소화된다. 부산물은 상당히 과

잉량의 알릴 브로마이드가 사용되는 경우에 얻어지는, 예컨대

와 같은 화합물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방법은 디클로로메탄과 디에틸에테르의 혼합물로부터 침전에 의해 수득되는 로큐로늄 브로마이드의 몰 수율이

약 95%이다. 상기 침전은 복잡하거나 시간 소모적인 정제 단계를 생략할 수 있게 한다.

로큐로늄 브로마이드를 제조하는 방법은 화합물 VIII, 극성 비양성자성 유기 용매, 알릴 브로마이드, 및 하나 이상의 무기

염기를 배합하여 혼합물을 얻는 단계; 및 로큐로늄 브로마이드를 단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방법에 의해 수득된 Roc는 HPLC로 측정시 순도가 약 94 면적% 이상, 바람직하게는 HPLC로 측정시 순도가 약 99

면적% ~ 약 100 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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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극성 비양성자성 유기 용매는 할로겐화 탄화수소, 에스테르, 또는 케톤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바람직한

할로겐화 탄화수소는 C1-2 할로겐화 탄화수소, 더 바람직하게는 디클로로메탄이다. 바람직한 에스테르는 C3-4 에스테르,

더 바람직하게는 아세트산에틸이다. 바람직하게는, 케톤은 C3-4 케톤, 더 바람직하게는 아세톤이다. 극성 비양성자성 유기

용매는 디클로로메탄이 더 바람직하다.

알릴 브로마이드의 양은 다량의 원치 않는 부산물을 형성하지 않고 원하는 생성물을 생성하도록 충분해야 한다. 바람직하

게는, 상기 알릴 브로마이드는 미국 특허 제4,894,369호에 기술된 방법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은 8 몰당량 대신에 화합물

VIII 몰당 약 1.3 ~ 약 3 몰당량의 양으로, 더 바람직하게는, 화합물 VIII 몰당 약 2 몰당량의 양으로 존재한다.

바람직하게는, 화합물 VIII, 극성 비양성자성 유기 용매 및 알릴 브로마이드의 혼합물은 함수량이 적으며, 더 바람직하게

는, 칼 피셔법(Karl Fischer)에 의해 측정시 함수량이 약 0.1% 미만이고, 좀 더 바람직하게는, 함수량이 0.05% 미만이며,

가장 바람직하게는 함수량이 약 0.03% 미만이다.

무기 염기의 존재는 원치 않는 부산물, 예컨대

을 제공하는 경쟁적 반응을 억제한다.

그 밖의 부산물은 하기의 것들을 포함한다:

무기 염기의 존재는 더 온화한 조건 하에서 전환 속도를 더 빠르게 하여 화학식 A ~ E(상기 도식 참조)와 같은 부산물을

생성하는 경쟁적 반응의 속도를 늦춘다. 화학식 C는 Roc-1의 양성자화된 형태이고 이것의 존재는 전위차계 분석에 영향

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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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화합물 VII, 알릴 브로마이드 및 극성 비양성자성 유기 용매는 이들을 배합하기 전에, 무기 염기로 각각 처리

할 수 있다. 상기 무기 염기는 알칼리 및 알루미늄 염기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더 바람직하게는, 상기 알칼리

염기는 탄산나트륨, 중탄산나트륨 또는 탄산칼륨이다. 알루미늄 염기는 산화알루미늄이 더 바람직하다. 무기 염기는 탄산

나트륨이 가장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혼합물은 약 15℃ ~ 약 4O℃의 온도에서, 더 바람직하게는, 약 35℃ ~ 약 4O℃의 온도에서 교반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혼합물은 약 20시간 ~ 약 24시간, 더 바람직하게는, 약 22시간 ~ 약 24시간 동안 유지된다.

미정제 로큐로늄 브로마이드는 당업자에게 공지된 임의의 방법에 의해 단리할 수 있다. 상기 방법은 생성된 반응 혼합물을

농축하고, 잔류물을 디클로로메탄으로 용해시키고 탄산나트륨과 같은 반응에서 사용되는 염을 여과 제거하는 방법을 포함

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상기 방법에 의해 수득한 화학식 I의 미정제 Roc는 하나 이상의 극성 비양성자성 유기 용매에 미정제 로큐로늄 브로마이드

를 용해하여 용액을 형성하는 단계; 경우에 따라 염기와 배합된 탈색제를 상기 용액에 첨가하여 제1 현탁액을 형성하는 단

계; 상기 제1 현탁액을 여과하는 단계; 그 생성된 여과물을 역용매에 첨가하는 단계; 격렬히 교반하여 제2 현탁액을 수득하

는 단계; 상기 제2 현탁액으로부터 습윤 고형물인 로큐로늄 브로마이드를 회수하는 단계; 및 약 35℃ 이하의 온도에서 상

기 습윤 로큐로늄 브로마이드를 건조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에 의해 추가 정제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탈색제를 사용하기 전에, 과잉량의 알릴 브로마이드를 미정제 로큐로늄 브로마이드로부터 제거한다.

상기 과잉량의 알릴 브로마이드는 하나 이상의 극성 비양성자성 유기 용매에 상기 로큐로늄 브로마이드를 용해시키고, 상

기 용매를, 바람직하게는 증발에 의해 제거하여 유성 잔류물을 얻음으로써 상기 미정제 로큐로늄 브로마이드로부터 제거

할 수 있다. 상기 용매의 용해 및 제거는 과잉량의 알릴 브로마이드를 제거하기 위해 요구되는 만큼 여러 차례 반복할 수

있다.

극성 비양성자성 유기 용매는 할로겐화 탄화수소, 에스테르, 또는 케톤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상기 할로겐화

탄화수소는 디클로로메탄이 바람직하다. 에스테르는 아세트산에틸이 바람직하다. 상기 케톤은 아세톤이 바람직하다. 상기

극성 비양성자성 유기 용매는 디클로로메탄이 더 바람직하다.

상기 탈색제는 산화알루미늄, 활성탄, 또는 실리카겔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상기 탈색제가 염기성이 아닌 경

우, 염기를 탈색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상기 탈색제는 산화알루미늄이 바람직하다. 상기 염기는 중탄산나트륨이 바람

직하다.

여과물과 역용매의 혼합은 격렬히 교반하면서 수행한다. "격렬히" 교반하는 조건은 반응 용기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소

규모, 예를 들어 100 ml 플라스크의 경우, 800 ~ 1,000 rpm이 "격렬한" 교반에 해당한다. 대규모, 예를 들어 1000 L 플라

스크의 경우, 배플(baffle)의 존재 하에 250 rpm의 임펠러/교반기(impeller/stirrer)를 "격렬한" 교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

격렬히 교반하면, 잔류 용매 함량이 적도록 건조될 수 있는 생성물을 수득할 수 있다.

상기 역용매는 에테르, 에스테르 및 방향족 탄화수소 및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는, 에테르는 디에틸 에테르 또는 디이소프로필 에테르가 바람직하다. 에스테르는 아세트산에틸이 바람직하다.

방향족 탄화수소는 톨루엔이 바람직하다. 상기 여과물내의 용매는 디클로로메탄, 역용매는 디에틸 에테르가 바람직하다.

통상적으로, 상기 용매가 디클로로메탄이고 역용매가 디에틸 에테르인 경우, 상기 반응은 로큐로늄 브로마이드를 약

112% ~ 118% w/w로 산출한다.

로큐로늄 브로마이드는 약 35℃ 이하의 온도에서 적어도 5일 동안 진공 하에 건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학식 I의 Roc의 제조 방법, 더 바람직하게는 화합물 VIII로부터의 화학식 I의 Roc의 제조 방법은 산업적 규모로 수행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HPLC로 측정시 화합물 VI-a를 약 10 면적% ~ 약 40 면적%로 함유하는 출발 화합물 VI을 수혼화성 유기

용매와 배합하여 현탁액을 수득하는 단계; 약 55℃ ~ 약 80℃의 온도에서 상기 현탁액을 교반하여 혼합물을 얻는 단계; 상

기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는 단계; 상기 혼합물로부터 화합물 VI을 단리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단리된 화합물 VI은 HPLC

로 측정시 화합물 VI-a를 약 10 면적% 미만으로 함유한다); 화합물 VI-a를 약 10% 미만으로 함유하는 화합물 VI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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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비수혼화성 유기 용매와 배합된 수혼화성 유기 용매의 용액을 형성하는 단계; 약 -15℃ ~ 약 10℃의 온도에서 상

기 용액에 하나 이상의 환원제를 첨가하여 혼합물을 얻는 단계; 약 20℃ ~ 약 24℃의 온도에서 상기 혼합물을 교반하는 단

계; 상기 혼합물로부터 HPLC로 측정시 순도가 85 면적% 이상인 화합물 IV를 단리하는 단계; 화합물 IV, 모폴린, 및 하나

이상의 산 촉매의 현탁액을 형성하는 단계; 약 100℃ ~ 약 환류 온도의 온도에서 약 24시간 ~ 약 48시간 동안 상기 현탁액

을 교반하는 단계; 상기 현탁액으로부터 화합물 VII을 단리하는 단계; 화합물 VII, 극성 유기 용매, 및 하나 이상의 아세틸

화제를 하나 이상의 염기와 배합하여 혼합물을 얻는 단계; 상기 혼합물로부터 화합물 VIII을 단리하는 단계; 화합물 VIII,

극성 비양성자성 유기 용매, 알릴 브로마이드, 및 하나 이상의 무기 염기를 배합하여 혼합물을 얻는 단계; 및 로큐로늄 브

로마이드를 단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하기 화학식 I의 4차 암모늄 염, Roc를 제조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지금까지 본 발명은 특정 실시예 및 바람직한 실시형태와 관련하여 기술하였으나, 본 발명은 이들 실시예 및 실시형태에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 범위에서 청구된, 본 발명은, 당업자에게 명백한 바와 같이, 본 명세

서에 기재된 특정 실시예 및 바람직한 실시형태로부터의 변형예를 포함한다.

실시예

2α,3α-에폭시-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17-온, 화합물 VI의 X-선 회절 분석

분말 X-선 회절(PXRD)을 펠티어 냉각기(Peltier cooling)와 함께 ARL X-선 분말 회절계 모델 X'TRA-030, θ-θ측각기,

Cu-튜브, 고상 검출기로 수행하였다. 샘플 홀더는 25(직경) × 0.5 mm(깊이)의 공동을 갖는 제로 백그라운드의 원형 석영

판을 구비한 둥근 표준 알루미늄 샘플 홀더였다. 주사 파라미터: 범위: 2-40°2θ; 주사 방식: 연속식 주사; 및 주사 속도:

3°/min.

시차 주사 열량 측정(DSC)

시차 주사 열량 측정은 샘플 중량을 3 ~ 5 mg으로 하여 DSC 822e/700, 메틀러 톨레도(Mettler Toledo)로 수행하였다.

가열 속도는 10℃/min.이고, 도가니의 구멍 수는 3개였다. N2 스트림 유량은 40 ml/min이고 주사 범위는 30 ~ 250℃였

다.

열 중량 측정 분석(TGA)

열 중량 측정 분석은 TGA/SDTA 851e, 메틀러 톨레도로 수행하였고, 샘플 중량은 7 ~ 15 mg이었다. 가열 속도는 10℃/

min이고, N2 스트림 유량은 50 ml/min이었다. 주사 범위는 25 ~ 250℃였다.

실시예 1: 2α,3α-에폭시-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17-온, 화합물 VI와 2α,3α-에폭시-16α-(1-피롤리디

닐)-5α-안드로스탄-17-온, 화합물 VI-a의 혼합물 제조

20 ~ 24℃ 및 질소 대기 하에서, 메탄올(500 mL) 중 2α,3α,16α,17α-비스에폭시-5α-안드로스탄-17β-올 아세테이트 III

(50 g, 144.32 mmol) 용액에 4 N 수산화나트륨 용액(40 mL, 9.525, 158.75 mmol)을 첨가하였다. 상기 혼합물을 환류 온

도(60 ~ 65℃)로 30분 동안 가열한 후, 40℃로 냉각시키고 피롤리딘(24 mL, 288.64 mmol)을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환류 온도(60 ~ 65℃)로 30 ~ 45분 동안 가열한 후, 실온으로 냉각시키고 그 다음 빙수(500 mL)를 첨가하여 현탁액을 수

득하였다. 상기 현탁액을 5℃에서 30분 동안 교반한 후 고형물을 여과 회수하고 냉수(2 × 200 mL)로 세척하였다. 습윤 고

형물을 진공 하에 건조시켜 VI-a : VI의 비가 18:82인 연황색 분말로서 47 g의 화합물 VI을 수득하였다.

실시예 2: 2α,3α-에폭시-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17-온, 화합물 VI을 수득하기 위한 평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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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의 건조 화합물(47 g)을 메탄올(235 mL) 중에 현탁시켜서 20 ~ 30분 동안 환류하였다(60 ~ 65℃). 20분 동안 물

(715 mL)을 첨가하였고, 생성된 혼합물을 65 ~ 70℃에서 30분 동안 가열하였다. 생성된 현탁액을 0 ~ 5℃에서 30 ~ 40

분 동안 냉각시켰고 이 온도에서 20분 동안 상기 현탁액을 추가 교반하였다. 상기 현탁액을 여과하고 물(188 mL)로 세척

하였다. 습윤 고형물을 진공 하에 건조시켜 VI-a : VI의 비가 1.8:98.2인 백색 고체로서 43 g(120.26 mmol, 83% 수율,

HPLC로 측정시 순도 93%, 융점 146℃)의 화합물 VI을 수득하였다. [α]D
20 +101.1°(c = CHCl3 중 1.0).

실시예 3: 2α,3α-에폭시-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17β-올, 화합물 IV의 제조

메탄올(20 mL) 중 1 g(2.8 mmol)의 화합물 VI의 현탁액을 -10℃로 냉각한 후, 질소 대기 하에서 수소화붕소나트륨(200

mg, 5.04 mmol)을 주의깊게 일부씩 첨가하였다. 생성된 불균질 반응 혼합물을 20 ~ 24℃에 도달하도록 하고 적어도 3시

간 동안 교반하였다. 상기 반응 혼합물을 CH2Cl2로 희석한 후, 20 ~ 22℃에서 정제수를 첨가하였다. 상기 용액을 10분 동

안 교반하고, 그 다음 상을 분리하였다. 유기상을 정제수로 세척하고 상기 용액을 진공 하에 농축시켜 원하는 미정제 화합

물 IV를 수득하였다. 생성물을 40℃의 진공 오븐에서 적어도 16시간 동안 건조시켜 HPLC로 측정시 생성물 IV 98.5 면

적% 및 이성질체 IV-a 1.1 면적%를 함유하는 백색 고체(99.3% 수율)로 1 g(0.00278 mole)을 수득하였다. m.p. 171℃;

[α]D
20 +34.0°(c = CHCl3 중 1.0). 구조는 분광분석법으로 확인하였다.

2α,3α-에폭시-16α-(피롤리딘-1-일)-17β-히드록시-5α-안드로스탄, 화합물 IV-a의 특징 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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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α,3α-에폭시-16α-(피롤리딘-1-일)-17α-히드록실-5α-안드로스탄, 화합물 IV-b의 특징 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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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4: 2α,3α-에폭시-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17β-올, 화합물 IV의 제조

용매로서 에탄올을 사용하고 실시예 3의 절차에 따라 고체로서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m.p. 154.5℃; [α]D
20 +29.4°

(c = CHCl3 중 1.0).

실시예 5: 2α,3α-에폭시-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17β-올, 화합물 IV의 제조

용매로서 이소프로판올을 사용하고 실시예 3의 절차에 따라 고체로서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m.p. 158℃; [α]D
20

+33.6°(c = CHCl3 중 1.0).

실시예 6: 2β-(4-모폴리닐)-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3α,17-β디올, 화합물 VII의 제조

모폴린(11.44 L)과 정제수(1.144 L)의 혼합물 중 2α,3α-에폭시-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17β-올(1.80 Kg,

5.006 mol)의 현탁액을 20 ~ 24℃, N2 대기 하에서 제조하였다. 20 ~ 24℃, N2 대기 하에서 상기 현탁액에 p-톨루엔술폰

산(1.24 Kg, 6.508 mol)을 첨가하였다. 암실에서 상기 현탁액을 교반하고 환류 온도(100 ~ 110℃)로 40시간 동안 가열하

였다. 40시간 후 반응 혼합물을 20 ~ 24℃로 냉각시키고, 격렬히 교반하면서, 약 4℃로 유지되고 2% 탄산나트륨 용액

(128 L)을 함유하는 제2 용기로 투입하였다. 생성된 현탁액을 약 4℃에서 1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얻어진 고형물을 진공

하에 여과 회수하고, 찬 정제수(100 L)로 세척하며, 약 4O℃의 진공 오븐에서 적어도 48시간 동안 건조시켜 백색 고체

2.07 Kg(4.49 mol)을 수득하였다(89.7% 몰 수율, HPLC로 측정시 순도 94.12 면적%). m.p. 225℃; [α]D
20 +82.0°

(CHCl3 중 c = 1.02). 생성물은 추가적인 정제 없이 다음 단계에서 이용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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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득한 생성물을 메탄올로부터 추가로 결정화하였고 그 후 생성물의 입체화학 구조를 확인하는 단일 결정 X-선 결정

학 분석법을 실시하였다.

HPLC로 측정시 미지의 불순물 5.16 면적%. HPLC로 측정시 미확인 불순물 0.29 면적%.

실시예 7: 2β-(4-모폴리닐)-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3α,17β-디올, 화합물 VII의 제조

촉매로서 메탄술폰산을 사용하고 실시예 6의 절차에 따라 고체로서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m.p. 230℃.

실시예 8: 2β-(4-모폴리닐)-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3α,17β-디올, 화합물 VII의 제조

촉매로서 황산을 사용하고 실시예 6의 절차에 따라 고체로서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m.p. 230℃; [α]D
20 +83.8°

(CHCl3 중 c = 1.02). HPLC로 측정시 미정제 생성물의 순도는 97.36 면적%였다. 상기 미정제 생성물은 하기 불순물을 함

유하였다:

실시예 9: 2β-(4-모폴리닐)-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3α,17β-디올, 화합물 VII의 제조

촉매로서 염산을 사용하고 실시예 6의 절차에 따라 고체로서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m.p. 226℃; [α]D
20 +81.3°

(CHCl3 중 c = 1.02). HPLC로 측정시 미정제 생성물의 순도는 94.23 면적%였다. 상기 미정제 생성물은 하기 불순물을 함

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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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0: 2β-(4-모폴리닐)-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3α,17β-디올, 화합물 VII의 제조

촉매로서 아세트산아연을 사용하고 실시예 6의 절차에 따라 고체로서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m.p. 218℃. HPLC로

측정시 미정제 생성물의 순도는 77.42 면적%였다. 상기 미정제 생성물은 하기 불순물과 HPLC로 측정시 0.82 면적%의 출

발 물질을 함유하였다:

실시예 11: 2β-(4-모폴리닐)-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3α,17β-디올, 화합물 VII의 제조

촉매로서 염화제2철을 사용하고 실시예 6의 절차에 따라 고체로서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m.p. 216℃. HPLC로 측정

시 미정제 생성물의 순도는 89.0 면적%였다. 상기 미정제 생성물은 하기 불순물과 HPLC로 측정시 0.76 면적%의 출발 물

질을 함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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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2: 2β-(4-모폴리닐)-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3α,17β-디올, 화합물 VII의 제조

후처리시 표준 조건 및 NaOH를 사용하고 실시예 6의 절차에 따라 고체로서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m.p. 229℃; [α]

D
20 +83.5°(CHCl3 중 c = 1.02). HPLC로 측정시 미정제 생성물의 순도는 97.17 면적%였다. 상기 미정제 생성물은 하기

불순물을 함유하였다:

실시예 13: 2β-(4-모폴리닐)-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3α,17β-디올, 화합물 VII의 제조

촉매 없이 표준 조건을 사용하고 실시예 6의 절차에 따라 고체로서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m.p. 225℃; [α]D
20

+8l.3°(CHCl3 중 c = 1.02). HPLC로 측정시 미정제 생성물의 순도는 94.45 면적%였다. 상기 미정제 생성물은 하기 불순

물과 HPLC로 측정시 1.01 면적%의 출발 물질을 함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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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4: 2β-(4-모폴리닐)-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3α,17β-디올 17-아세테이트, 화합물 VIII의 제조

20 ~ 22℃에서 디클로로메탄(103.35 L) 중 2β-(4-모폴리닐)-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3α,17β-디올

(2.067 Kg, 4.628 mol)의 현탁액에 N2 대기 하에서 트리에틸아민(1.935 L, 13.883 mol)을 첨가하였다. 완전히 용해될 때

까지 상기 혼합물을 교반하였다. 연속적 교반 하에 아세트산 무수물(0.873 L, 9.255 mol)을 천천히 투입한 후 생성된 반응

혼합물을 20 ~ 22℃의 온도에서 22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그 후 5% Na2CO3 용액(41.34 L)을 첨가하고 상기 혼합물을 5

~ 10분 동안 교반하였다. 상을 분리하고 15℃에서 유기상을 물(2 x 41 L)로 세척하였으며, 무수 Na2SO4(10 Kg)로 건조

시키고, 진공 하에 여과시켜 염을 분리하였으며, 이것을 디클로로메탄(10 L)으로 세척하였다. 최종 부피가 12 L가 될 때까

지 2O℃ 미만의 온도에서 진공 하에 상기 용매를 제거하였다. 최대 20℃의 온도에서 농축된 교반 용액에 습윤 아세토니트

릴(40 L)을 첨가하고, 그 후 15℃ 미만의 온도에서 진공 하에 농축시킴으로써 총 부피가 40 L인 현탁액을 수득하였다. 생

성된 현탁액을 0 ~ 5℃로 냉각하고, 1시간 동안 교반하며, 진공 하에 여과 회수하고 아세토니트릴(3 L)으로 세척하였다.

20 ~ 22℃에서 디클로로메탄(9.5 L) 중에 원하는 습윤 생성물을 용해시키고, 그 후 아세토니트릴(38 L)을 첨가하였다.

15℃ 미만의 온도에서 진공 하에 부피를 총 부피 39 L로 감소시켜 현탁액을 수득하였다. 생성된 현탁액을 0 ~ 5℃로 냉각

하고, 1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수득된 고형물을 진공 하에 여과 회수하였으며 생성물을 아세토니트릴(3 L)로 세척하였다.

순수한 생성물을 40℃의 진공 오븐에서 적어도 15시간 동안 건조시켜 백색 고체 1.51 Kg을 수득하였다(68.8% 몰 수율 및

HPLC 측정시 순도 99.9%); M.P. 160℃; [α]D
20 +55.5°(CHCl3 중 c = 1.0).

실시예 15: 2β-(4-모폴리닐)-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3α,17β-디올 17-아세테이트, 화합물 VIII의 제조

염화아세틸과 트리에틸아민을 사용하고 실시예 14의 절차에 따라 고체로서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m.p. 155℃; [α]

D
20 +54.3 (CHCl3 중 c = 1.0). HPLC로 측정시 불순물(HPLC로 측정시 VII 1.24 면적% 및 HPLC로 측정시 IX 1.05 면

적%)을 함유하는 정제된 생성물의 순도는 97.48 면적%였다.

실시예 16: 2β-(4-모폴리닐)-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3α,17β-디올 17-아세테이트, 화합물 VIII의 제조

아세트산 무수물과 피리딘을 사용하고 실시예 14의 절차에 따라 고체로서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m.p. 147.5℃; [α]

D
20 +50.7°(CHCl3 중 c = 1.0). HPLC로 측정시 불순물(HPLC로 측정시 VII 0.88 면적% 및 HPLC로 측정시 IX 5.19 면

적%)을 함유하는 정제된 생성물의 순도는 93.92 면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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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7: 2β-(4-모폴리닐)-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3α,17β-디올 17-아세테이트, 화합물 VIII의 제조

아세트산 무수물과 탄산나트륨을 사용하고 실시예 14의 절차에 따라 고체로서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m.p. 153.5℃;

[α]D
20 +50.9°(c = CHCl3 중 1.0). HPLC로 측정시 불순물을 함유하는 정제된 생성물의 순도는 97.11 면적%였다: HPLC

로 측정시 VII은 0.23 면적%이고 HPLC로 측정시 IX는 2.64 면적%였다.

실시예 18: 2β-(4-모폴리닐)-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3α,17β-디올 17-아세테이트, 화합물 VIII의 제조

용매로서 아세트산에틸을 사용하고 실시예 13의 절차를 반복하였다. HPLC로 측정시 수득된 잔류물은 원하는 화합물 VIII

이 25.37%, 화합물 IX가 4.4% 및 화합물 VII이 49.26%인 혼합물이었다.

실시예 19: 2β-(4-모폴리닐)-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3α,17β-디올 17-아세테이트, 화합물 VIII의 제조

용매로서 아세트산이소부틸을 사용하고 실시예 13의 절차를 반복하였다. HPLC로 측정시 수득된 잔류물은 원하는 화합물

VIII이 23.74%, 화합물 IX가 11.52% 및 화합물 VII이 17.34%인 혼합물이었다.

실시예 20: 2β-(4-모폴리닐)-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3α,17β-디올 17-아세테이트, 화합물 VIII의 제조

용매로서 메틸이소부틸케톤을 사용하고 실시예 13의 절차를 반복하였다. HPLC로 측정시 수득된 잔류물은 원하는 화합물

VIII이 35.0%, 화합물 IX가 6.9% 및 화합물 VII이 17.0%인 혼합물이었다.

실시예 21: 2β-(4-모폴리닐)-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3α,17β-디올 17-아세테이트, 화합물 VIII의 제조

A. 용매로서 디클로로메탄 및 의도적으로 첨가한 물 0.1% w/w를 사용하여 실시예 13의 절차를 반복하였다. 반응 시간 22

시간 후, 수득된 잔류물은 HPLC로 측정시 원하는 화합물 VIII이 90.54%, 화합물 IX가 3.70% 및 화합물 VII이 3.99%인 혼

합물이었다.

B. 용매로서 디클로로메탄 및 의도적으로 첨가한 물 0.5% w/w를 사용하여 실시예 13의 절차를 반복하였다. 반응 시간 22

시간 후, 수득된 잔류물은 HPLC로 측정시 원하는 화합물 VIII이 87.41%, 화합물 IX가 2.26% 및 화합물 VII이 8.79%인 혼

합물이었다.

상기 결과는 하기 표에 요약하였다:

[표 1]

22시간 반응 시간 후 HPLC

함수량[%] 면적%

이론치 K. F. VII VIII IX

0 0.015 1.35 92.61 4.22

0.1 0.081 3.99 90.54 3.70

0.5 0.100 8.79 87.41 2.26

1.0 0.103 7.77 88.79 1.90

[표 2]

41시간 반응 시간 후 HPLC

함수량[%] 면적%

이론치 K. F. VII VIII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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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081 1.52 89.10 5.95

0.5 0.100 8.61 85.33 2.68

1.0 0.103 7.95 86.64 2.26

실시예 22: 2β-(4-모폴리닐)-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3α,17β-디올 17-아세테이트, 화합물 VIII의 제조

용매로서 디클로로메탄 및 의도적으로 첨가한 물 1% w/w를 사용하여 실시예 16의 절차를 반복하였다. 반응 시간 22시간

후, 수득된 잔류물은 HPLC로 측정시 원하는 화합물 VIII이 88.8%, 화합물 IX가 1.90% 및 화합물 VII이 7.77%인 혼합물

이었다.

실시예 23: 1-[17β-아세틸옥시-3α-히드록시-2(4-모폴리닐)-5α-안드로스탄-16β-일]-1(2-프로페닐)피롤리디늄 브

로마이드, 화합물 I의 제조

20 ~ 22℃, N2 대기 하에서 디클로로메탄(150 ml) 중 2β-(4-모폴리닐)-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3α,17β-

디올 17-아세테이트(10 g, 0.02 mol)의 용액을 제조하였다. 그 후, 정상압에서 75 mL를 증류시켰다. 동시에, 디클로로메

탄(25 ml) 중 알릴 브로마이드(3.5 mL, 0.04 mol)의 용액을 제조하고 탄산나트륨(5.2 g, 0.04 mol)과 혼합한 후, 실온에

서 30분 동안 교반하였다. 현탁액을 0.45 ㎛ 여과기를 통해 여과 회수하고 디클로로메탄 중 2β-(4-모폴리닐)-16β-(1-피

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3α,17β-디올 17-아세테이트(10 g, 0.02 mol)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반응물을 호박색의 스코

트 플라스크(Schott flask)내로 투입하고, 퍼지하며, 봉인하고 40℃에서 22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그 후 상기 혼합물을 실

온으로 냉각하고 2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진공 하에 농축시켰다. 디클로로메탄(50 mL)을 상기 플라스크에 첨가한

후 2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진공 하에 농축시켰다; 이러한 절차를 2회 반복하였다. 상기 잔류물은 실온에서 질소

대기 하에 디클로로메탄(111 mL)에 용해시키고, 0.45 ㎛의 막을 통해 여과하였으며 연속적으로 교반하면서 디에틸 에테

르(745 mL)에 천천히 첨가하였다.

생성된 현탁액을 질소 대기 하에 30분 동안 교반하고 여과하였다. 수득된 고형물을 35℃에서 60시간 동안 건조시켜

HPLC로 측정시 불순물 A를 0.1 면적%; 불순물 B를 0.1 면적%; 및 HPLC로 측정시 불순물 E를 0.1 면적%로 함유하는 회

백색 고형물 11.8 g을 수득하였다(118% w/w, 94.58% mol/mol, HPLC로 측정시 순도 99.4%), m.p 209℃; [α]D
20

+29.8°(CHCl3 중 c = 1.0).

실시예 24: 1-[17β-아세틸옥시-3α-히드록시-2(4-모폴리닐)-5α-안드로스탄-16β-일]-1(2-프로페닐)피롤리디늄 브

로마이드, 화합물 I의 제조

반응 용매로서 아세톤을 사용하고 실시예 14의 절차에 따라 고체로서 표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m.p 206℃; [α]D
20

+29.3°(CHCl3 중 c = 1.0). HPLC로 측정시 불순물 A를 0.1 면적%; HPLC로 측정시 불순물 B를 0.1 면적%; 및 HPLC로

측정시 불순물 F를 0.1 면적%로 함유하는 생성물의 순도는 HPLC로 측정시 99.5 면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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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25: 1-[17β-아세틸옥시-3α-히드록시-2β-(4-모폴리닐)-5α-안드로스탄-16β-일]-1(2-프로페닐)피롤리디늄

브로마이드, 화합물 I - 염기의 계내 제조

20 ~ 22℃, N2 대기 하에 2β-(4-모폴리닐)-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3α,17β-디올 17-아세테이트, 화합물

VIII(8.65 Kg, 17.7 mol)과 디클로로메탄(130 L)을 유리 반응기에 투입하였다. 그 후, 32 ~ 35℃, 정상압에서 40 L의 디클

로로메탄을 증류시키고 상기 용액이 20 ~ 25℃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부피를 40 L의 디클로로메탄으로 대체하고 32 ~

35℃에서 동일한 부피를 스트립핑(stripping)하였으며, 혼합물을 20 ~ 25℃로 냉각시켰다. 탄산나트륨(8.65 Kg)을 상기

반응기내에 첨가하고 생성된 혼합물을 5분 동안 교반하였다. 그 후 알릴 브로마이드(4.28 Kg)를 첨가하였다. 생성된 현탁

액을 32 ~ 35℃에서 24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그 후 상기 혼합물을 실온(20 ~ 25℃)으로 냉각시키고 진공 하에 여과시켜

염을 분리하였으며, 이것을 디클로로메탄(8.65 L)으로 세척하였다. 상기 용매 혼합물은 2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진공 하에 제거하였다. 수득한 유성 생성물을 디클로로메탄(45 L)에 용해시키고 2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진공 하

에 농축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2회 반복하였다. 또 한번 실온에서 질소 대기 하에 디클로로메탄(86.5 L) 중에 잔류물을 용

해시키고, 산화알루미늄(4.32 Kg)을 첨가하였으며, 생성된 혼합물을 20 ~ 22℃에서 30분 동안 교반한 후 여과하였다. 상

기 용액을 연속적으로 교반하면서 디에틸 에테르(452 L)를 함유하는 유리 반응기에 천천히 첨가하였다. 생성된 현탁액을

질소 대기 하에 30분 동안 교반하고 여과하였다. 수득된 고형물을 35℃에서 적어도 5일 동안 건조시켜 HPLC로 측정시 불

순물 A를 0.1 면적%, HPLC로 측정시 불순물 B를 0.1 면적%로 함유하고, HPLC로 측정시 순도가 99.9 면적%인 회백색

고형물 9.70 Kg(0.016 mol, 112.13% w/w 수율, 89.88% 몰 수율)을 수득하였다.

실시예 26: 비교예: 미국 특허 제4,894,369호의 실시예 7에 따른 2β-(4-모폴리닐)-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

탄-3α,17β-디올 17-아세테이트, 화합물 VIII의 제조

디클로로메탄(40 mL) 중 화합물 VII(1.0 g)의 용액에 염화아세틸(0.179 mL)을 첨가하였고 실온에서 약 29시간 동안 상기

반응물을 방치하였다(TLC 분석은 상기 반응 전반에 걸쳐 수행하였다). 감압 하에서 용매를 제거하고, 디클로로메탄(19.4

mL)에 잔류물을 용해시켰다. 상기 용액을 5% 탄산나트륨 용액(20 mL)과 물(2 × 20 mL)로 세척하고, 건조시키며

(Na2SO4), 증발 건조시켜 점성 물질(gum)(1.18 g)을 수득하였다. 미정제 생성물은 순도가 81.56 면적%인 화합물 VIII, 출

발 디올, 5.16 면적%의 화합물 VII, 및 디아세테이트 불순물, 11.93 면적%의 화합물 IX를 함유하는 HPLC 프로파일을 나

타내었다.

실시예 27: 비교예: 미국 특허 제4,894,369호의 실시예 1에 따른 (2α,3α,5α,16β,17β)-2,3-에폭시-16-(1-피롤리디닐)

안드로스탄-17-올, 화합물 IV의 제조

실온에서 메탄올(100 mL) 중 화합물 III(10 g)의 현탁액에 수산화나트륨 용액(10 mL; 4 N)에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환류 온도 하에 30분 동안 가열하였다. 그 후 상기 반응 혼합물을 40℃로 냉각시키고 피롤리딘(15 mL)을 첨가하였다. 상

기 반응 혼합물을 환류 온도 하에 15분 동안 가열하였다. 상기 반응 혼합물을 10℃로 냉각시킨 후, 수소화붕소나트륨(2 g)

을 첨가하였다. 상기 반응 혼합물을 실온으로 가열하고 2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물(200 mL)을 첨가하였고 생성된 고형물

을 여과 회수하였으며 물(3 × 100 mL)로 세척하였다. 상기 고형물을 밤새 진공 하에 건조시켜 HPLC 순도가 화합물 IV

(75.12 면적%), 화합물 IV-a(11.62 면적%) 및 화합물 IV-b(4.89 면적%)인 백색 생성물(9.6 g)을 수득하였다.

아세톤(250 mL)으로부터의 미정제 생성물의 결정화에 의해 HPLC 순도가 화합물 IV(92.20 면적%), 화합물 IV-a(2.13 면

적%) 및 화합물 IV-b(0.82 면적%)인 백색 고형물 5.3 g을 수득하였다.

실시예 28: 2α,3α-에폭시-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17β-올, 화합물 IV의 제조

단계 (a): 화합물 VI의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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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2℃에서 교반 하에 100 ml의 메탄올에 2α,3α,16α,17α-비스에폭시-5α-안드로스탄-17β-올 아세테이트(28.86

mmol) 10 g을 용해시켰다. 그 후 4 N 수산화나트륨(32 mmol) 8 ml를 첨가하였다. 그 다음 혼합물을 환류 온도로 가온하

고 환류 온도에서 30분 동안 유지하였다. 그 후 상기 혼합물을 35℃로 냉각하고 피롤리딘(57.37 mmol) 4.8 ml를 첨가하

였다. 그 다음, 상기 혼합물을 다시 환류 운도로 가열하고 환류 온도에서 2시간 동안 유지하였다. 그 후 상기 혼합물을

30℃로 냉각하고 냉수(3 ~ 6℃) 600 ml를 함유하는 플라스크로 투입하였다. 반응 플라스크를 20 ml의 메탄올로 세척한

후, 이 메탄올을 반응 혼합물을 투입한 플라스크 내로 투입하였다. 그리고 나서 상기 혼합물을 3 ~ 6℃에서 40분 동안 교

반하면서 유지하였다. 그 후, 생성된 고형물을 여과에 의해 수집하였고 냉수 40 ml로 세척하였다. 그 다음, 상기 고형물을

적어도 12시간 동안 흡입(suction)하면서 여과기에서 건조시키고 습윤 고형물을 다음 단계에서 사용하였다. 수득량:

86:14의 비율로 화합물 VI와 화합물 VI-a의 혼합물 9.5 g.

단계 (b): 화합물 VI의 이성질체 평형

단계 (a)에서 수득한 VI 및 VI-a의 습윤 고형물 혼합물 9.5 g을 메탄올 47.5 ml(5 vol)로 현탁한 후, 상기 혼합물을 환류

온도로 가열하고 환류 온도에서 20분 동안 유지하였다. 그 후, 약 90분 동안 물 142.5 ml(15 vol)를 천천히 첨가하여 첨가

하는 동안 환류 온도가 상승하도록 하였다. 그 후, 상기 혼합물을 환류 온도에서 추가 30분 동안 교반하면서 유지하였다.

그 다음 상기 혼합물을 0 ~ 5℃로 약 45분 동안 냉각시켰다. 그리고 나서 상기 고형물을 여과에 의해 수집한 후 물 38 ml

로 세척하였다. 상기 고형물을 12시간 동안 흡입 하에 여과기에서 유지한 후 다음 단계에서 사용하였다. 수득량: 98.2:1.8

의 강화된 이성질체 비로 화합물 VI 8.8 g.

단계 (c): 화합물 VI에서 화합물 IV로의 환원

질소 대기 하에서, 플라스크에 화합물 VI(강화된 이성질체 비) 8.8 g, 메탄올 88 ml(10 vol) 및 디클로로메탄 44 ml(5 vol)

를 투입하였다. 그 후 혼합물을 20 ~ 25℃에서 완전히 용해될 때까지 교반하였다. 생성된 용액을 0 ~ 5℃로 냉각한 후 약

10분 동안 수소화붕소나트륨(45 mmol) 1.70 g을 일부씩 첨가하였다. 그 다음 생성된 혼합물을 약 90분 동안 20 ~ 25℃로

가온하고 추가 60분 동안 교반하면서 유지하였다.

그리고 나서, 잔류물 부피가 79.2 ml가 될 때까지, 40℃ 이하의 내부 온도에서 진공 하에 용매의 일부를 증류하였다. 그 후

메탄올 35.2 ml를 상기 혼합물에 첨가하였다. 그 다음 잔류물 부피가 79.2 ml가 될 때까지, 진공 하에서 용매를 증류하였

다. 그 후 상기 혼합물을 25℃로 가온하고 약 1시간 동안 교반 하에 탈염수 352 ml를 첨가하였다. 그 다음 생성된 현탁액

을 적어도 30분 동안 -2/+2℃로 냉각하고, 상기 현탁액을 상기 온도에서 추가 90분 동안 교반 하에 유지하였다. 그 후 고

형물을 여과에 의해 수집하고 필터 케이크를 탈염수 35 ml로 세척하였다. 건조(16 시간, 40℃, 진공 하) 후에 화합물 IV

8.3 g을 수득하였다(수율 80.6%). 상기 샘플은 IV-a 0.83%; IV-b 0.49%; IV-c 1.91%; 미지 화합물의 총량 3.3%를 나타

내었다.

단계 (d): 화합물 IV의 최종 정제

질소 하에, 단계 (c)로부터의 화합물 IV 8.3 g을 플라스크에 투입하고, 디클로로메탄 104 ml를 첨가하였다. 그 후 혼합물

을 완전히 용해될 때까지 30℃로 가열하였다. 그 다음 0.01 M HCl 7.0 ml를 상기 혼합물에 첨가하고 상기 혼합물을 30분

동안 교반하여 추출을 완료하였다. 생성된 이상계(biphasic system)로부터 수성층을 분리하고 제거하였다. 유기층을 0.1

M HCl 2.4 ml로 세척하고, 수성층을 분리하고 제거하였다. 그 후 유기층을 물 2.5 ml로 세척하고, 수성층을 분리하고 제

거하였다. 그 다음 상기 유기층을 환류 온도로 가열하고, 약 1시간 동안 상기 유기층으로부터 용매 약 70 ml를 증류하였다.

그 후 메탄올 104 ml를 첨가하였다. 그리고 나서 용액을 환류 온도로 가열하고 약 1시간 동안 약 59 ml의 용매를 증류하였

다. 그 후, 약 50℃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약 15분 동안 탈염수 33 ml를 첨가하였다. 그 다음, 생성된 불투명한 용액을 약 1

시간 동안 25℃로 냉각시켰다. 그리고 나서 상기 용액을 약 1시간 동안 0/-2℃로 냉각하고 이 온도에서 60분 동안 유지하

였다. 그 후 고형물을 여과에 의해 수집하였고 탈염수 33 ml로 세척하였다. 40℃, 진공 하에 16시간 동안 생성물을 건조시

킨 후, 순수한 화합물 IV를 수율 78%로 8.0 g 수득하였다(IV-a 0.10%; IV-b 0.10%; IV-c 0.58%).

2α,3α-에폭시-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17-온, 화합물 VI, 및 2α,3α-에폭시-16α-(1-피롤리디닐)-5α-안

드로스탄-17-온, 화합물 Vl-a와 2α,3α-에폭시-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17-온, 화합물 VI의 평형 반응 혼

합물의 분석. HPLC 조건은 하기와 같았다. 칼럼 및 충전제는 X Terra MS C18; 5 ㎛, 250 mm × 4.6 mm 카탈로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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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0494 또는 등가물이었다. 용리제 A는 물이고 용리제 B는 100:1 (v/v)의 메탄올:NH4OH였다. 상기 용리제의 조성은

A:B 20:80 (v/v)이었다. 종료 시간은 20분, 유량은 0.8 mL/min., 검출기는 210 nm에서의 UV, 칼럼 온도는 30℃였고, 주

입 부피는 20 ㎕였다.

2α,3α-에폭시-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17β-올, 화합물 IV의 분석은 칼럼 및 충전제 X Terra MS C18; 5

㎛, 250 mm × 4.6 mm 카탈로그 번호 18600094 또는 등가물로 수행하였다. 용리제 A는 물이고 용리제 B는 메탄올

(NH4OH, 28 %) 100:1 (v/v)이었다. 상기 조성은 A:B 20:80 (v/v)이었다. 종료 시간은 45분, 유량은 0.8 mL/min.이고, 검

출기는 210 nm의 UV, 칼럼 온도는 30℃였으며 주입 부피는 10 ㎕였다.

2β-(4-모폴리닐)-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3α,17β-디올, 화합물 VII의 분석은 칼럼 및 충전제 X Terra

MS C18; 5 ㎛, 250 mm × 4.6 mm 카탈로그 번호 18600494 또는 등가물로 수행하였다. 용리제 A는 물이고 용리제 B는

100:1 (v/v)의 메탄올:NH4OH였다. 상기 조성은 A:B 20:80 (v/v)이었다. 종료 시간은 45분, 유량은 0.8 mL/min.이고, 검

출기는 210 nm의 UV, 칼럼 온도는 30℃였으며 주입 부피는 20 ㎕였다.

2β-(4-모폴리닐)-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3α,17β-디올 17-아세테이트, 화합물 VIII의 분석은 칼럼 및 충

전제 하이퍼실 실리카(Hypersil silica); 5 ㎛, 250 mm × 4.6 mm 카탈로그 번호 30005-254630 또는 등가물로 수행하였

다. 용리제 A는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의 완충액이고 용리제 B는 아세토니트릴이며, 상기 조성은 A:B 25:75이었다. 종

료 시간은 20분, 유량은 1.0 mL/min.이고, 검출기는 210 nm의 UV, 칼럼 온도는 30℃였으며 주입 부피는 10 ㎕였다.

로큐로늄 브로마이드, 화합물 I의 분석은 칼럼 및 충전제 하이퍼실 실리카(Hypersil silica); 5 ㎛, 250 mm × 4.6 mm 카

탈로그 번호 30005-254630 또는 등가물로 수행하였다. 용리제 A는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완충액, 0.05 M, pH 7.4이

고, 용리제 B는 아세토니트릴이며, 상기 조성은 A:B 10:90이었다. 종료 시간은 25분, 유량은 2.0 mL/min.이고, 검출기는

210 nm의 UV, 칼럼 온도는 30℃였으며 주입 부피는 5 ㎕였다.

실시예 29: 참조예: 화합물 VI에 화합물 IV로의 전환(미국 특허 제4,894,369호의 실시예 1)

메탄올(1.5 l) 중 (2α,3α,5α,16β,17α)-2,3,16,17-비스에폭시-안드로스탄-17-올 아세테이트(150 g)의 현탁액에 수산화

나트륨 용액(150 ml; 4 N)을 첨가하고 혼합물을 환류 온도 하에 30분 동안 가열하였다. 용액이 약 40℃로 냉각되었을 때,

피롤리딘(225 ml)을 첨가하고 상기 용액을 환류 온도 하에 추가 15분 동안 가열하였다. 상기 용액을 얼음조를 사용하여 약

10℃로 냉각시키고, 2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고 교반하면서 수소화붕소나트륨(30 g)을 일부씩 첨가하였다. 상기 용액

을 실온에서 2시간 동안 교반한 후, 물(3 l)을 첨가하여 생성물을 침전시키고, 이것을 여과 회수하고 물(3×1 l)로 세척하였

다. 디클로로메탄(1 l) 중 미정제 고형물의 용액을 물(2×1 l)로 세척하여 중성으로 만들고, (Na2SO4)로 건조하고 증발하

여 건조시켰다. 아세톤으로부터 생성된 백색 고체를 결정화하여 (2α,3α,5α,16β,17β)-2,3-에폭시-16-(1-피롤리디닐)-

안드로스탄-17-올(85.2 g)(m.p. 156 ~ 160℃)를 수득하였다; [α]D
20 +33.6°(CHCl3 중 c = 1.05)

실시예 30: 참조예: 화합물 IV에서 화합물 VII로의 전환(미국 특허 제4,894,369호의 실시예 3)

모폴린(500 ml) 중 (2α,3α,5α,16β,17β)2,3-에폭시-16-(1-피롤리디닐)-안드로스탄-17-올(85.2 g)의 용액에 물(50 ml)

을 첨가하고 반응 혼합물을 환류 온도에서 3시간 동안 가열하였다. 상기 반응 혼합물을 증발시켜 미정제 생성물을 얻었으

며, 이것을 아세톤으로부터 결정화하였다. 메탄으로부터의 재결정화에 의해 순수한 (2β,3α,5α,16β,17β)-2(4-모폴리닐)-

16-(1-피롤리디닐)-안드로스탄-3,17-디올(71.2 g)(m.p. 212 ~ 219℃)를 수득하였다; [α]D
20 = +87.9°(CHCl3 중 c =

1.02).

실시예 31: 참조예: 화합물 VII에서 화합물 VIII로의 전환(미국 특허 제4,894,369호의 실시예 7)

디클로로메탄(2.14 l) 중 (2β,3α,5α,16β,17β)-2-(4-모폴리닐)-16-(1-피롤리디닐)-안드로스탄-3,17-디올(53.5 g)의

용액에 염화아세틸(9.63 ml)을 첨가하고 반응물을 실온에서 18시간 동안 방치하였다. 용매를 감압 하에 제거하고, 그 잔류

물을 디클로로메탄 (500 ml)에 용해시켰다. 용액을 5% 탄산나트륨 용액(500 ml)과 물(2×500 ml)로 세척하고, (Na2SO4)

로 건조하고, 증발하여 건조시켜서 점성 물질(59.9 g)을 수득하였으며 이것으로 알루미나(플루카 타입 5016A)(50 g)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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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크로마토그래피를 실시하였다. 순수 분획으로부터, 디에틸 에테르-n-헥산으로부터의 물질의 결정화에 의해

(2β,3α,5α,16β,17β)-2-(4-모폴리닐)-16-(1-피롤리디닐)-안드로스탄-3,17-디올 17-아세테이트(28.0 g)(m.p. 149 ~

153℃)를 수득하였다. [α]D
20 = +54.0°(CHCl3 중 c = 1.03).

실시예 32: 참조예: 화합물 VIII에서 화합물 I로의 전환(미국 특허 제4,894,369호의 실시예 23)

디클로로메탄(27 ml) 중 (2β,3α,5α,16β,17β)-2-(4-모폴리닐)-16-(1-피롤리디닐)-안드로스탄-3,17-디올 17-아세테

이트(1.35 g)의 용액에 2-프로페닐 브로마이드(1.95 ml)를 첨가하고 상기 용액을 실온에서 22시간 동안 압력병에 봉인하

였다. 용매를 최소 가열로 감압 하에서 제거하고 미정제 고형물(1.59 g)을 알루미나(플루카 타입 5016A) 상에서 크로마토

그래피를 실시하였다. 순수 분획을 합하여, 디클로로메탄(15 ml)에 용해시키고 디에틸 에테르(100 ml)를 첨가하여 순수한

1-[(2β,3α,5α,16β,17β)-17-아세틸옥시-3-히드록시-2-(4-모폴리닐)-안드로스탄-16-일]-1-(2-프로페닐)-피롤리디

늄 브로마이드(1.14 g)(m.p. 161 ~ 169℃)를 침전시켰다; [α]D
20 = +18.7°(CHCl3 중 c = 1.03).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2α,3α-에폭시-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17-온, 화합물 VI의 X-선 화절 패턴을 도시한다.

도 2는 2α,3α-에폭시-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17-온, 화합물 VI에 대한 DSC 곡선을 도시한다.

도 3은 2α,3α-에폭시-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17-온, 화합물 VI에 대한 TGA 곡선을 도시한다.

도 4는 2α,3α-에폭시-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17-온, 화합물 VI의 1H-NMR 스펙트럼을 도시한다.

도 5는 2α,3α-에폭시-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17-온, 화합물 VI의 13C-NMR 스펙트럼을 도시한다.

도 6은 2α,3α-에폭시-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17-온, 화합물 VI의 MS 스펙트럼을 도시한다.

도 7은 2α,3α-에폭시-16β-(1-피롤리디닐)-5α-안드로스탄-17-온, 화합물 VI의 IR 스펙트럼을 도시한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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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공개특허 10-2007-0085703

- 44 -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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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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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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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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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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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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