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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치환 구아니딘, N″-아미노구아니딘 및 N,N′,N″,N″′-사치환된 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
드 및 그것의 약제 조성물을 포함한 신경전달물질 방출의 변조물질에 관한 것이다. 또한, 신경전달물질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레벨로 방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태생리학적 증세의 치료 또는 예방에 상기 
신경전달물질 방출 변조물질을 사용하는 방법, 글루타메이트 방출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화합물의 스크
리닝 분석법, 및 포유동물의 신경세포에서 전압 감수성 나트륨 및 칼슘 채널을 차단하는 방법에 관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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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신경전달물질의 방출조절물질인 치환 구아니딘류 및 그것의 유도체와 그들을 함유하는 약학 조성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의약 화학 분야에 속한다. 특히, 본 발명은 신경전달물질의 방출조절물질 및 신경보호 용도 및 
기타 치료 용도를 보유한 상기 조절물질을 함유하는 의약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신경전
달물질의 방출을 억제하는 화합물에 대한 스크리닝 분석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그 외에도, 신경전달
물질의 과도한 방출 또는 부적절한 방출을 특징으로 하는 특정 병태생리학적 증세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상기 신경전달물질의 방출조절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

각종의 광범위한 치환 구아니딘이 하기 특허 문헌들에 기재되어 있으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1,411,731호 및 제1,422,506호는 고무 촉진제로서 디페닐구아니딘을 기재하고 있고;

제1,597,233호에는 고무 촉진제로서 N-o-톨릴-N′-페닐-구아니딘이 기술되어 있으며;

제1,672,431호는 치료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서 특히 수용성 염 형태의 N,N′-디-o-메톡시페닐구아니딘을 
기재하고 있고;

제1,730,338호에는 고무 촉진제로서 N-p-디메틸-아미노-페닐-N′-페닐구아니딘에 대해 기술되어 있으며;

제1,795,738호에는  N-디-에틸-N′-페닐-구아니딘,  N-디에틸-N-이소아밀구아니딘, N-디메틸-N′-이소아밀
구아니딘 및 N-디메틸-N′-에틸구아니딘을 비롯하여 N,N′-디알킬-이치환된 구아니딘의 제조 방법이 공지
되어 있고;

제1,850,682호는 이민 질소 원자상에 추가의 치환체를 지니는 이치환된 구아니딘 고무 촉진제의 제조 방
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제2,145,214호에는 기생충박멸제로서의 이치환된 구아니딘, 예컨대 디아릴구아니딘, 특히 디크실릴구아니
딘의 용도에 대해 기재되어 있고;

제2,254,009호는 sym-디-2-옥틸-구아니딘을, 그리고 제2,274,476호 및 제2,289,542호는 살충제 및 나방 
유충 구산제(repellent)로서 sym-디시클로헥실구아니딘을 기술하고 있으며;

제2,633,474호에는  고무  촉진제로서  1,3-비스(o-에틸페닐)구아니딘  및  1,3-비스(p-에틸페닐)구아니딘이 
공지되어 있고;

제3,117,994호는 제균성 화합물로서 N,N′,N″-삼치환된 구아니딘 및 그것의 염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제3,140,231호에는 혈압강하제로서 N-메틸- 및 N-에틸-N′-옥틸구아니딘이 기재되어 있고;

제3,248,246호는  소수성 탄화수소기로서,  그중  하나가 나프틸메틸이고 다른 하나가 n-부틸인 치환체로 
1,3-이치환된 구아니딘에 대해 기술되어 있으며(실시예 5);

제3,252,816호에는 혈압강하제로서 N-치환 및 비치환된 신나밀-구아니딘 및 총칭해서 대응 N′- 및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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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킬 치환된 화합물 및 그것의 염에 대해 기재하고 있고;

제3,270,054호는 교감신경차단제 및 항바이러스제로서 N′- 및/또는 N″-질소 원자상에 최대 2개의 저급 
알킬기를 가지는 N-2-아마만트-1-일- 및 N-2-호모아다만트-1-일-옥시-에틸-티오에틸- 및 아미에틸-구아니
딘 유도체를 기술하고 있으며;

제3,301,755호에는 혈당저하제 및 혈압강하제로서 N-에틸렌성 비치환-알킬-구아니딘 및 대응 N′- 및/또
는 N″-저급 알킬 화합물이 기재되어 있고;

제3,409,951호에는 저혈압제로서 N-시클로헥실아미노-(3,3-디알킬-치환된-프로필)-구아니딘 및 대응 N′-
알킬- 및/또는 N″-알킬-치환된 화합물이 기재되어 있으며;

제3,547,951호는 혈압강하 활성을 가진 1,3-디옥솔란-4-일-알킬-치환된 구아니딘 및 다른 아미노기 상에 
가능한 치환체로서 n-부틸을 비롯하여 저급알킬에 대해 기술하고 있고;

제3,639,477호에는 식용감퇴 특성을 가진 프로폭실구아니딘 화합물이 기술되어 있으며;

제3,681,459호; 제3,769,427호; 제3,803,324호, 제3,908,013호; 제3,976,787호 및 제4,014,934호는 페닐 
고리가 히드록시 및/또는 할로겐 치환체를 포함할 수 있는 혈관확장 치료용의 방향족 치환된 구아니딘에 
대해 기술하고 있고;

제3,804,898호에는 저혈압제로서 N-벤질시클로부테닐 및 N-벤질시클로부테닐-알킬-구아니딘 및 대응 N-알
킬 및/또는 N″-알킬-치환된 화합물이 기재되어 있으며;

제3,968,243호에는 심장 부정맥의 치료에 유용한 N-아랄킬 치환된 구아니딘 및 대응 N′-알킬-N″-알킬 
및 N′,N′-아랄킬 화합물이 기재되어 있고;

제3,795,533호는 o-할로-벤질리덴-아미노-구아니딘 및 심적 우울증을 극복하는데 항우울제로서의 그것의 
용도에 대해 기재하고 있으며;

제4,007,181호는 항부정맥 활성 및 이뇨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민 질소 원자상에서 아다만틸로 치환
되어 있는 각종 N,N′-이치환된 구아니딘을 기술하고 있고;

제4,051,256호에는 항바이러스제로서 N-페닐- 및 N-피리딜-N′-아다만틸 및 시클로알킬-구아니딘에 대해 
기술되어 있으며;

제4,109,014호는 혈관수축제로서 N-히드록시 치환된 구아니딘 및 대응 N-메틸 이치환된 구아니딘에 대해 
기술하고 있고;

제4,169,154호에는 우울증 치료에 구아니딘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기술되어 있으며;

제4,393,007호에서는 신경절의 차단제로서 N-치환 및 비치환된, N-치환된 메틸-N′-비치환된, 일치환 및 
이치환된-N″-비치환 및 치환된 구아니딘에 대해 기술하고 있고;

제4,471,137호는 화학 합성에 유용한 공간적으로 장애된 염기인 N,N,N′N″-테트라알킬 구아니딘을 기술
하고 있다.

제4,709,094호에는 시그마 뇌 수용체 리간드로서 1,3-이치환된-구아니딘, 예컨대 1,3-디부틸-구아니딘 및 
1,3-디-o-톨릴-구아니딘(DTG)이 기재되어 있다.

기타 치환 구아니딘의 예는 제1,422,506호; 제1,642,180호; 제1,756,315호; 제3,159,676호; 제3,228,975
호;  제3,248,426호;  제3,283,003호;  제3,320,229호;  제3,479,437호;  제3,547,951호;  제3,639,477호; 제
3,784,643호; 제3,949,089호; 제3,975,533호; 제4,060,640호; 제4,161,541호에 기재되어 있다.

문헌 “Geluk, H.W., et al., J. Med. Chem. 12:712(1969)”에는 N,N′-디-(아다만탄-1-일)구아니딘 히드
로클로라이드, N-(아다만탄-1-일)-N′-시클로헥실-구아니딘 히드로클로라이드 및 N-(아다만탄-1-일)-N′-
벤질-구아니딘 히드로클로라이드를 비롯하여 항바이러스제로서 가능한 각종 아다만틸 이치환된 구아니딘
의 합성 방법에 대해 기재되어 있다.

PCT 출원 공개 공보 제WO88/00583호에는 디아다만틸구아니딘 및 N,N′-디-(2-아다만틸)구아니딘이 기재되
어 있다. 이들 화합물은 정신분열증, 정신병 및 우울증 치료에 유용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문헌 “Vasilev, P., et al., Chem. Abstr. 93:150095u”에는 하기 식의 화합물이 기재되어 있다:

상기 화합물은 바이러스 사멸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문헌 “Ginsburg, V.A., et al., Chem. Abstr. 4518d(1962) 및 Ginsburg, V.A., et al., Zhurnal Organ, 
Khimii 7:2267-2270(1971)”은 하기 식의 화합물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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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Kreutzberger 및 Schuker, Arch Pharmz. Ber. Deut. Pharm. Ges. 305:400-405(1975)”에서는 하기 
식의 화합물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독일 특허 제DE 2,452,691호에는 하기 식의 화합물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

상기 식에서, R0은 수소, 할로겐, 히드록시, 알콕시 또는 C1-C6알킬이고; R 1  및 R2는 할로겐, 히드록시, 

C1-C4 알킬 또는 C1-C4알콕시이며; R3, R3′ 및 R3″는 수소 또는 C1-C4알킬이고; R4는 수소, C1-C4알킬, 히

드록시, C1-C4알콕시 또는 아미노기이며; R5 및 R6은 수소, C1-C6알킬 또는 아실기이거나 시클릭환을 형성

한다.

상기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화합물로는 1-(2,6-디클로로페닐)-2-(2,6-디클로로벤질리덴)아미노
구아니딘·HCl 및 1-(2,6-디클로로페닐)-2-시클로헥실리덴-아미노 구아니딘이 포함된다. 이들 화합물들은 
혈압강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문헌 “Sunderdiek, R., al., Chem. Abstr. 81:91439m(1974)”에는 하기 식의 화합물이 기재되어 있다:

상기 식에서, R은 Ph 또는 시클로헥실이다.

문헌 “Bent, K. J., et al., Chem. Abstr. 74:63479m(1971)”은 독일 특허 제2,029,707호를 요약한 것이
다. 상기 특허에는 하기 식의 항바이러스성 화합물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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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에서, R은 아미노, 메틸, 이소-부틸 또는 p-치환된 페닐이고; R
1
은 수소, 메틸 또는 

이소-부틸이며; NRR
1
은  모르폴리노이고; R

2
 및 R

3
은  수소, CHC6H3Cl2 (2,4-),  이소프로필, C6H4 p-Cl, 

CH(CH2)10CH3 또는 1-(4-피리딜)에틸리덴이다.

문헌 “Huisgen et al., Chem. Abstr. 63:2975d(1965)”에는 하기 식의 화합물이 기재되어 있다:

문헌 “Kroeger, F., et al., Chem. Abstr. 60:9264f ”에는 하기 식의 화합물이 기재되어 있다:

문헌 “Heinisch, L., J. Pract. Chem. 329:290-300(1987)”은 하기 식의 화합물을 기술하고 있다:

문헌 “Kramer, C.-R., et al., Biochem, Physiol. Pflanzen. 178:469-477(1983)”에는 하기 식의 화합물
이 기재되어 있다:

상기 식에서, R은 수소, 메틸, 부틸, 헥실, 벤질 및 페닐이고, R′은 수소 또는 메틸이다. 이들 화합물은 
살조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문헌 “Prasad, R. N., et al., Can J. Chem. 45:2247-2252(1967)”은 하기 식의 화합물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상기 식에서, R 및 R′은 수소 또는 Cl2-CH-CO-이고, R2는 수소이며, R1은 일반식 알킬=N-을 갖는 다수의 

치환체 중 하나이다. 이들 화합물들은 항박테리아 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문헌 “Huisgen et al., Chem. Ber. 98:1476-1486(1965)”에는 하기 식의 화합물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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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Podrebarac. E. G., et al., J. Med. Chem.:283-288(1963)”은 하기 식의 화합물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상기 식에서, R 그룹은 수소 또는 메틸일 수 있다. 이들 화합물은 성인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에 대한 활
성을 가질 수 있는 메틸글리옥살 비스(구아닐히드라존)유사체의 제조를 위한 중간체이다.

문헌 “Kroger et al., Ber. 97:396-404(1964)”에는 하기 식의 화합물에 대해 기재되어 있다.

문헌 “Durant, G. J., et al., J. Med. Chem.:22-27(1966)”은 하기 식의 화합물을 기술하고 있다:

상기 식에서, R은 알킬, 할로 또는 알콕시기이다. 이들 화합물들은 소염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아미노산 L-글루타메이트는 중추 신경계내 흥분성 시냅스에 화학적 전달 물질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 글루타메이트에 대한 신경원의 반응은 복잡하며, 적어도 3종의 상이한 수용체형, 즉 각각 비교적 
특이적인 리간드, 즉 카인산, 퀴사쿠알산 및 N-메틸-D-아스파르트산에 대하여 명명된 KA, QA 및 NMDA 아
류형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 이상의 이들 수용체형을 활성화하는 아미노산은 흥분성 아미
노산(EAA)으로 지칭된다.

NMDA 아류형의 흥분성 아미노산 수용체는 뇌내 정상적인 흥분성 시냅스 물질 전달시 활성화된다. 정상적
인 조건하에서의 NMDA 수용체의 활성화는 흥분성 시냅스에서 장기간 협동작용(potentiation)의 현상, 기
억-유사 현상에 대한 역할을 한다. 신경원의 과도한 흥분은 간질성 발작에서 나타나며, NMDA 수용체의 과
다 활성화가 간질의 병태생리의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NMDA 수용체는 또한 뇌 또는 척수 허혈후 발생하는 신경 세포사와 강하게 관련되어 있다. 발작, 심장 마
비 또는 뇌의 외상과 같은 허혈성 뇌 손상 발생시, 내인성 글루타메이트의 과도한 방출이 일어나면, NMDA 
수용체의 과다 자극이 야기된다. NMDA 수용체와 관련된 것은 이온 채널이다. 인식 부위 즉, NMDA 수용체
는 이온 채널의 외면에 있다. 글루타메이트가 NMDA 수용체와 상호작용할 때, 이온 채널이 개방되어 세포

막을 통해 양이온, 예컨대 Ca
2+
 및 Na

+
가 세포내로, 그리고 K

+
가 세포밖으로 유동하게 된다. 글루타메이트

와 NMDA 수용체의 상호작용에 의해 야기된 이온의 유입, 특히 Ca
2+
 이온의 유입은 신경 세포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참조예, Rothman, S.M. 및 Olney, J.W., Trends in Neurosci, 10(7):299-
302(1987)].

생체외 연구에 의해, 장기간 노출이 필요하지만, KA 수용체의 활성화는 흥분성 신경원 손상을 야기시킬 
수 있음이 명백히 입증되었다[Koh, J. Y. et al., J. Neurosci, 10:693-705(1990); 및 Frandsen, A. J. 
et al., J. Neurochem. 33:297-299(1989)]. 경쟁적 KA 수용체 길항제인 2,3-디히드록시-6-니트로-7-설파
모일벤조퀴노잘린(NBQX)은 설치류의 일시적 전뇌 허혈증후 지연성 신경원 변성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
[Sheardown. M.J. et al., Science 247:571-574(1990)].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잠재적으로 독성인 비교
적 많은 전신 투여량의 NBQX를 필요로 하는데, 그 이유는 이 화합물이 혈액-뇌 장벽의 침투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현재, 발작성 또는 외상성 뇌 손상후 신경 세포사 정도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 신경 
세포사의 근간을 이루는 메카니즘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 의해 약물 치료의 개발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가
지게 되었다. 이러한 분야의 연구 및 개발 노력은 NMDA 수용체-채널 복합체에 의해 매개되는 글루타메이
트의 작용을 차단하는데 집중되었다. 두 방면의 적근 방법이 상당정도 개발되었다:경쟁적 NMDA 수용체 길
항물질[Choi D.W.(1990) Cerebrov. Brain Metab. Rev. 1:165-211:Watkins, J.C. 및 Olverman, H.J.(1987) 
Trends Neurosci. 10:256-272] 및 NMDA 수용체-채널 복합체의 이온 채널의 차단 물질[Meldrum, B.(1990) 
Cerebrovascular  Brain  Metab.  Rev.  2:27-57;  Choi,  D.W.(1990)  Cerebrovascular  Brain  Metab.  Rev. 
2:105-147; 및 Kemp. J. A. et al., Trends Neurosci, 10:265-272(1987)]. 이온-채널 차단 물질 MK-801은 
발작의 다양한 생체 모델에서 효과적인 신경보호제이다[Meldrum, B.(1990) Cerebrovascular Brain Metab. 
Rev. 2:27-57; Albers, G.W. et al., Annals Neurol. 25:398-403(1989)]. 그러나, 이러한 부류의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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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해서  일부  독성이  존재하며[Olney,  J.W.  et  al.,  Science  244:1360-1362(1989);  Ko다,  W.  및 
Colpaert, J.(1990) J. Pharmacol, Exp. Ther, 252:349-357], NMDA 길항 물질은 기억력 포착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Morris,  R.G.M.(1988)  in  Excitat.  A.A.′s  in  Health  and  Disease,  D.  Lodge(ed.), 
Wiley.  297-320].  이러한  부작용은  급성  상태에  이러한  약제를  임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신경전달물질의 방출 억제물질은 또한 가능한 신경보호제로서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면, 아데노신 유사
체는 G-단백질에 의해 매개된 시냅스전 Ca 채널의 억제를 통해 신경전달물질의 방출을 간접적으로 약화시
킬 수 있다[Meldrum, B. Cerebrovascular and Brain Metab. Rev. 2:27-57(1990); Dolphin, A.C. Nature 
316:148-150(1985)]. 이러한 화합물은 발작에 대한 다양한 설치류 모델에서 허혈시 신경보호작용을 한다
는  사실이  밝혀졌다[Evans,  M.C.  et  al.,  Neurosci,  Lett.  83:287-292(1987)].  “Ault,  B.  및  Wang, 
C.M., Br. J. Pharmacol. 87:695-703(1986)”에는 아데노신이 해마편에서 발작형태 활성을 억제한다는 사
실이 개시되어 있다.

추정되는 다른 글루타메이트의 방출 억제물질은 지금까지 규명되지 않은 메카니즘에 의해 작용한다. 치환
된  피페리딘  유도체  2-(4-(p-플루오로벤조일)피페리딘-1-일)-2′-아세토나프톤(E-2001)[Kaneko,  T.  et 
al. Arzneim-Forsch./Drug Res. 39:445-450(1989)] 및 화합물 PK 26124(릴루롤, 2-아미노-6-트리플루오로
메톡시벤조티아졸)[Malgouris, C. et al. J. Neurosci 9:3720-3727(1989)]는 설치류에서 신경보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PK 26124는 래트에 치료 목적으로 투여시 MK-801과 효력/안정성 비율을 조절
하면서  비교했을  때  MK-801-유사  행위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는다[Koek,  J.W.  및  Colpaert,  F.C.,  J. 
Pharmacol. Exp. Ther. 252:349-357(1990)]. E-2001은 몽고산 게르빌스에서 일시적인 허혈증후 해마 CAl 
부채꼴에서 피라미드형 신경원의 변성을 개선시킨다. 또한, E-2001은 게르빌스에서 영구적인 한쪽 경동맥 
결찰에 의해 유발된 발작 증상을 개선시키고, 게르빌스 및 마우스에서 영구적인 편면 경동맥 결찰후의 생
존 시간을 연장시키며 KCN을 마우스에게 정맥 주사한 후의 생존 시간을 연장시킨다[Kaneko, T. et al., 
Arzneim.-Forsch./Drug Res. 39:445-450(1989)].

글루타메이트 신경독성은, 졸도, 저산소증, 저혈당증 및 외상에서 관찰되는 신경계에 대한 급성 손상뿐 
아니라, 헌팅톤병, 글루타메이트 디히드로게나제 결핍 및 글루타메이트 분해 감소와 관련된 올리브교소뇌
피질 위축증, 괌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파킨슨-치매, 파킨슨병 및 알쯔하이머병에 관여하는 것으로 여겨
진다[Choi, D.W., Neuron 1:623-634(1988); Choi, D.W., Cereb. Brain Met. Rev. 2:105-147(1990)].

문헌 “Langlais, P.L. et al., J. Neurosci 10:1664-1674(1990)”에는 글루타메이트와 GABA가 시상 병변
의  형성  및  졸도를  야기시키는  피리티아민  유발성  티아민  결핍증(PTD)에  관여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PTD의 말기 단계중에서 NMDA수용체 길항물질 MK-801을 투여하면 시상에 대한 괴사성 손상이 현저히 
약화되고 출혈성 병변의 수 및 크기의 감소가 일어난다. 티아민 결핍은 베르니케-코르사코프 증후군에서
와 유사한 손상을 나타내므로, Langlais 등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는 인체의 신경병질 증세의 치료에 중요
한 단서를 제공한다.

문헌 “Malgouris, C. et al., J. Neurosci 9:3720-3727(1989)”은, 신경말단부로부터 글루타메이트의 방
출을 억제하는 화합물인, PK 26124(릴루졸)이 진경 활성을 가지며, 설치류에서 수명의 질을 향상시키며 
기억력 상실 및 해마의 신경원 손상의 예방을 비롯하여 허혈증의 세포 및 작용 현상으로부터 설치류의 뇌
를 보호하는데 활성적임을 기술하고 있다.

문헌 “Miller, et al., new Antoiconvulsant Drugs, Meldrum, B.S. and Porter R.J.(eds), London:Johm 
Libbey, 165-177(1986)”에는 글루타메이트의 방출 억제물질인 라모트라진이 진경제라라는 사실이 기재되
어 있다.

문헌 “Price, M.T. 및 Olney, J.W., Soc. Neurosci, Abstr. 16:377, abstr. 161.16(1990)”은 EAA 길항
물질을 투여함으로써 시스플라틴으로 화학치료한 흰족제비에게서 구토가 완전히 방지된다는 사실을 기술
하고 있다. 사용된 EAA 길항물질은 혈액-뇌 장벽을 침투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서, 이러한 화합물은 암
의 화학치료 중에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부작용인 오심을 방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니모디핀과 같은 칼슘 길항 물질은 대뇌 혈관확장제로서 작용하고[Wong,  M.C.W.  및  Haley,  E.C.  Jr., 
Stroke  24:31-36(1989)],  칼슘이 신경원내로 도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작용을 한다[Scriabine,  A.  Adv. 
Neurosurg.(1990)]. 발작 증상에 있어 적절한 개선책은 임상적 시도로 관측되었다[Gelmers, H.J. et al., 
N. Eng. J. Med. 318:203-207(1988)]. 상당한 심혈관계 부작용이 나타나지만, 니모디핀은 NMDA 길항 물질
보다 약한 독성을 나타내며 발작 및 기타 신경학적 질환의 만성적인 치료시에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약리학적 특성, 신경원성 및 비-신경원성 조직에서의 위치 및 생리학적 특성면에서 상이한 적어도 3 소부
류의  Ca  채널,  “T”,  “N”  및  “L”이  존재한다[Nowycky,  M.C.  et  al.  Nature  316:440-443(1985); 
Bean, B.P. Ann. Rev. Physiol. 51:367-384(1989)]. 스냅스전 신경 말단부에 있어 전압 감수성 칼슘 채널

(VSCC)은 Ca
2+
의 유입을 제어하여 스냅스전 작용 전위에 의해 방출된 전달물질의 양과 체류 기간을 결정한

다. 분리된 신경 말단부(시냅토좀)에 대한 생화학적 
45
Ca 추적자(tracer) 유동 실험에 따르면 K

+
-탈분극 

의존성 
45
Ca 도입은 급속의 일시적 성분과 저속의 지속적 성분으로 이루어진다. 일시적 Ca 유입은 채널 매

개된 과정을 나타내는 반면, 지속적 성분은 Na/Ca 역 교환을 통한 Ca의 도입을 반영한다[Turner, T. 및 
Goldin,  S.,  J.  Neurosci.  5:841-849(1985);  Suszkiw,  J.B.  NATO  ASI  Series,  H21-286-291(1988); 
Suszkiw, J.B. et al. J. Neurochem. 42:1260-1269(1989)].

유럽 특허 출원 제0 266 574호에는 칼슘 과부하 억제물질이 저산소증, 허혈증, 편두통 및 간질의 치료에 
유용할 것임을 기재하고 있다. 상기 출원에서는 또한, 특정 피페리딘 유도체가 뇌의 칼슘 과부하에 대해 
활성을 가지고 있으며 편두통 치료시 사용할 수도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문헌 “Dreyer, E.B. et al., Science 248:364-367(1990)”에는 HIV-1 코우트 단백질 gp120이 신경원 세
포를 손상시켜 후천성 면역결핍성 증후군(AIDS)에서 나타나는 치매 및 실명을 야기시킬 수도 있음이 기재
되어 있다. 칼슘 채널 길항 물질은 망막의 gp120에 의해 유도된 신경절 세포의 신경원 손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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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였다. Dreyer 등의 제안에 따르면, 칼슘 채널 길항물질이 HIV-1 관련 신경원 손상을 경감시키는데 
유용함을 증명할 수 있다.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의 목적은 신경원 세포로부터 신경전달물질(예, 글루타메이트)을 방출시키는 것을 조절하는 치환 
구아니딘, 아미노 구아니딘 및 N,N′,N″,N′″-사치환된 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를 제공하는 것이
다.

일부 질환(예, 발작시 신경원 손상)은 글루타메이트와 같은 EAA의 방출을 억제함으로써 경감될 수 있다. 
일부 질환(예, 우울증)은 감마-아미노부티르산(GABA)과 같은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의 방출을 억제하면 경
감될 수 있다. 또한, 흥분성 신경전달물질(글루타메이트)의 방출을 억제하면 억제성 전달 물질(예, GAB
A)의 방출 또는 후속 작용을 간접적으로 상승작용시켜 억제성 신경 전달의 더욱 직접적인 상승작용에 의
해 경감되는 것으로 공지된 질환(이 경우, 불안 및/또는 불면증)을 치료하는데 기여한다. 이는 본 발명 
화합물의 넓은 치료 가능 범위를 예시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특정 신경전달물질 시스템의 조절에 
의해 야기되는 임의의 질환은 동일 또는 상이한 부류의 신경전달물질에 작용하는 본 발명의 치환 구아니
딘,  아미노  구아니딘  및  N,N′,N″,N″′-사치환된  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에  의해  약화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신경원 세포로부터 신경전달물질이 방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치환 구아니딘, 아
미노  구아니딘  및  N,N′,N″,N″′-사치환된  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를  유효량  투여하여, 

저산소증, 저혈당증, 뇌 또는 척수 허혈증, 뇌 또는 척수 외상, 발작, 심장 마비 또는 익사로부터 야기되
는 신경 세포사를 치료 또는 예방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그외 또 다른 목적은 신경전달물질의 방출을 억제하는 치환 구아니딘, 아미노 구아니딘 및 N,N
′,N″,N″′-사치환된 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를 유효량 투여하여, 헌팅톤병, 근위축성 측삭 경화
증, 알쯔하이머병, 다운 증후군, 코르사코프 질환, 올리브교소뇌피질 위축증, HIV-유래 치매 및 실명 또
는 다발성-경색 치매와 같은 각종 신경변성 질환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추가의 목적은 간질 및 경련과 같은 신경학적 증세, 일산화 탄소중독, 시아나이드 중독, 예를 
들면 테트로도톡신 또는 갑각류 독소에 의해 야기된 독성 뇌 손상, 불안, 건망증, 편두통, 사상충증 실명 
및 화학 치료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오심의 치료 또는 예방에 유용한 치환 구아니딘, 아미노 구아니딘 
및 N,N′,N″,N″′-사치환된 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그외 추가의 목적은 뇌의 신경 말단부로부터의 신경전달물질(예, 글루타메이트, 도파민, 노르
에피네프린, 글리신, 아스파르테이트, 세로토닌 및 기타 신경전달물질)의 방출 억제제에 대한 스크리닝 
분석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또한 글루타메이트 방출의 특정 역학적 소성분을 억제하는 신
규 화합물의 규명을 위한 신규한 스크리닝 분석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소성분은 초이하 시간 단위로 
신경전달물질을 방출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에 의해서만 규명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스크리닝 분석은

(a) 방사능 표지시킨 신경전달물질을 포함하는 고정된 시냅토좀을 신경전달물질 방출을 억제시키는 것으
로 추정되는 화합물과 접촉시키고;

(b) 탈분국에 의해, 단계(a)에서 얻은 방사능 표지시킨 고정된 시냅토좀으로부터 방사능 표지시킨 신경전
달물질의 방출을 유도하며;

(c) 단계(b)의 방사능 표지시킨 고정된 시냅토좀을 상기 화합물을 함유하는 완충액으로 세척하고 유출물
을 매 15 내지 500msec 마다 분별시키고;

(d) 관심 화합물에 노출시키지 않은 대조용 시냅토좀과 비교하여 각 분획내 방사능 표지시킨 신경전달물
질의 상대적인 양을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이때, 대조용 시냅토좀과 비교하여 화합물로 처리한 시냅토좀으로부터의 분획에서 방출된 방사능 표지시
킨 신경전달물질의 양이 감소함은 화합물이 신경전달물질 방출을 억제함을 나타낸다.

스크리닝 분석은 Ca
2+
의 존재 및 부재하에서 수행하여 하나 이상의 소성분 또는 신경전달물질 방출의 선택

적 억제제인 화합물을 규명할 수 있다.

본 발명은 그외 추가의 목적은 신규의 치환 구아니딘, 아미노 구아니딘 및 N,N′,N″,N″′-사치환된 히
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및 그것의 약제 조성물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원 명세서 및 첨부된 특허청구의 범위에 의해, 본 발명의 추가 목적 및 잇점이 당해 기술 분야의 전문
가들에게 분명해질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다른 다양한 목적, 특징 및 수반되는 잇점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고찰할 때 더욱 잘 이해되
고 마찬가지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제1도는 2.4mM Ca
2+
의 존재 및 부재하에서의 래트 뇌 시냅토좀으로부터의 

3
H 글루타메이트 방출을 나타내

는 그래프이다.

제2도는 래트 뇌 시냅토좀으로부터의 Ca
2+
-의존성 

3
H 글루타메이트 방출에 미치는 0μM, 10μM, 30μM 및 

100μM N,N′-디-(아다만탄-1-일)구아니딘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제3도는 K
+
탈분극후(0시) 방사능 표지시킨 시냅토좀으로부터의 [

3
H]글루타메이트의 Ca

2+
 의존성 방출에 미

치는, 시간에 따른 0μM, 1μM, 3μM 및 10μM의 N,N′-디-(5-아세나프틸)구아니딘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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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프이다.

제4도는 10μM의 N-(아다만탄-1-일)-N′-(2-메틸페닐)구아니딘(#1), N-(1-나프틸)-N′-(m-에틸페닐)-N′-
메틸구아니딘(#2),  N,N′-디-(1-나프틸)구아니딘(#3),  N,N′-디-(아다만탄-1-일)구아니딘(#4), N,N′-디-
(아다만탄-2-일)구아니딘(#5),  N,N′,N″,N″′-테트라시클로헥실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6)  및 

N,N′-디-(5-아세나프틸)구아니딘(#7)에 의한 시냅토좀의 
45
Ca  흡수 억제와 글루타메이트 방출의 지속성 

Ca-의존성 성분, 즉 급속히 분해되지는 않지만 탈분극후 적어도 수초간 지속되는 방출 성분의 억제간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제4도는 또한 10μM의 전술한 화합물에 의한 시냅토좀의 
45
Ca-흡수 억

제와 글루타메이트 방출의 변이성 성분의 억제간에는 상관 관계가 없음을 나타낸다.

제5도는 나트륨 채널 활성제인 베라트리딘에 의해 자극된 Ca
2+
-의존성 글루타메이트 방출에 미치는 다양한 

농도의 N,N′-디-(아다만탄-2-일)-구아니딘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제6도는 대조용 시냅토좀과 비교하여 Ca 흡수율에 대한 N,N′-디-(아다만탄-2-일)구아니딘(■), N,N′-디
-(1-나프틸)구아니딘(◆;····IC50=0.1μM---IC50=16μM), N,N′,N″N″′-테트라시클로헥실히드라진 디

카르복시이미다미드(●; ---IC50 -3.3μM) 및 N,N′-디-(아다만탄-1-일)구아니딘(△; ---IC50 =6.6μM)에 의

한 시냅토좀의 칼륨-자극화된 Ca 흡수의 억제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제7도는 약물로 처리하지 않은 대조용 세포와 비교하여 NIE-115 세포내에서 N,N′-디-(5-아세나프틸)구아
니딘에 의한 나트륨 채널 차단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제8도는 시간에 따른 시냅토좀으로부터의 
3
H-글루타메이트 방출의 Ca-비의존성 및 Ca-의존성 원상복귀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제9도는 1차 펄스의 백분율로서, 시냅토좀으로부터의 
3
H-글루타메이트 방출의 Ca-비의존성 및 Ca-의존성 

원상복귀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제10도는 5μM의 N,N′-디-(아세나프틸)구아니딘으로 처리한 단일 식용개구리의 배근 신경절 세포의 N-형 
채널에 대한 전기생리학적 연구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제11도는 자극용 및 기록용 전극을 포함한 해마의 표본 조각을 나타낸다.

제12(a)도는 개체 스파이크 및 전장 EPSP에 대한 N,N′-디-(5-아세나프틸)구아니딘의 배쓰 적용으로부터
의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제12(b)도는 전기적 자극 후 전장 EPSP에 대한 N,N′-디-(5-아세나프틸)구아니딘의 배쓰 적용으로부터의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제12(c)도는 전기적 자극에 대한 감응의 진폭에 미치는 20μM의 N,N′-디-(5-아세나프틸)구아니딘의 효과
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제13(a)도는 전기적 자극후 전장 EPSP에 대한 아데노신의 배쓰 적용으로부터의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
다.

제13(b)도는 전기적 시그날에 대한 감응의 진폭에 미치는 아데노신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바람직한 구체예의 설명]

본 발명에 의해 특정의 치환 구아니딘, 아미노 구아니딘 및 N,N′,N″,N″′-사치환된 히드라진디카르복
시이미다미드가 신경원 조직으로부터의 신경전달물질의 방출을 조절, 즉 억제 또는 상승작용하거나 신경
원 조직으로부터 신경전달물질의 작용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결
과로서, 이들 화합물은 신경전달물질의 과도한 또는 부적절한 방출로부터 야기되는 병리학적 증세를 치료 
또는 예방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자들은 어떠한 특정 이론에 결부되는 것을 원치는 않지만, 본 
발명의 치환 구아니딘,  아미노 구아니딘 및  N,N′,N″,N″′-사치환된 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는 
시냅스전 칼슘 채널을 차단함으로써 신경전달물질의 방출 억제를 매개하는 것으로 보인다.

뜻밖에는, 본 발명자들은 탈분극-자극된 신경원 세포로부터 글루타메이트 방출에는 3종의 상이한 소성분
이 관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제1도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1성분은 ＜200msec의 붕괴 시간 상수를 가

진 급속하게 붕괴되는 Ca
2+
-의존성의 변이성 성분(변이성 성분이라 지칭함)이다. 제2성분(지속성 성분)은 

Ca
2+
-의존성이며, 적어도 1초간 및 일반적으로 탈분극 지속 기간 동안 유지된다. 제3성분은 Ca

2+
-의존성이

며 기전성의 Na-의존성 글루타메이트 흡수 시스템의 반전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제4도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속성 Ca
2+
-의존성 성분의 차단은 칼슘 흡수의 차단과 밀접하게 상호관련되어 있다. 신경 말단부로

의 칼슘 유입은 허혈증으로 인한 신경원 세포사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케스케이드(cascade)에서 중요한 단
계이다. 이 결과에 의하면, 본 발명의 치환 구아니딘, 아미노 구아니딘 및 N,N′,N″,N″′-사치환된 히
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는 허혈증으로 인한 신경원 세포사의 예방에 유용하다.

본 발명의 화합물에 의한 글루타메이트 방출의 억제는 시그마 수용체 결합활성과 관련있는 것으로는 보이
지 않는다. N,N′-디-(아다만탄-1-일)구아니딘과 N,N′-디-(아다만탄-2-일)구아니딘은 둘다 글루타메이트 
방출에 대해 유사한 억제활성(각각 30μM에서 55% 및 60% 억제)을 가지지만 상당히 다른 시그마 수용체 

결합 활성(각각 
3
H-DTG에 대한 IC50은 16.5nM 및 92.7nM)을 나타낸다.

글루타메이트 방출 억제의 3가지 소성분에 대한 규명은 글루타메이트 방출의 Ca
2+
-의존성의 지속성 성분에 

대해 선택성을 나타내는 화합물의 스크리닝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화합물의 규명은 부작용이 보다 적
은 더욱 효과적인 약물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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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신경전달물질의 방출을 조절할 수 있고 본 발명의 실시에 유용한 치환 구아니딘은 하기 식
(I)의 화합물을 포함한다:

상기식에서, R 및 R
1
은 동일 또는 상이하며, 탄소수 3 내지 12의 시클로알킬, 예를 들면 시클로프로필, 시

클로펜틸, 시클로헥실, 시클로헥세닐, 시클로헵틸, 1,4-메틸렌시클로헥실, 1- 또는 2-아다만틸, 엑소 또
는 엔도 2-노르보르닐, 엑소 또는 엔도 2-이소보르닐, 멘틸, 시클로펜틸-메틸, 시클로헥실메틸, 1- 또는 
2-시클로헥실에틸 및 1-, 2- 또는 3-시클로헥실프로필; 예컨대 탄소수 6 내지 18이며 1∼3개의 분리 또는 
융합된 고리 및 아릴, 지환족 혼합 고리 시스템내에 0∼5개의 O, N 및/또는 S 고리 원자를 포함하는 헤테
로시클릭, 카르보시클릭아릴, 알카릴, 아랄킬, 예를 들면 페닐, 벤질, 1- 및 2-페닐에틸, 1-, 2- 또는 3-
페닐프로필; o-, m- 또는 p-톨릴, m,m′-디메틸페닐, o-, m-, 또는 p-에틸페닐, m,m′-디에틸페닐, m-메
틸-m′-에틸페닐,  o-프로필페닐,  p-이소프로필페닐,  p-3차-부틸페닐,  p-n-프로필페닐, p-시클로프로필페
닐, p-시클로헥실페닐, p-n-부틸페닐; 나프틸, 예를 들면 1- 또는 2-나프틸; 비페닐; 또는 헤테로시클릭 
그룹, 예를 들어 인다닐, 예컨대, 4-인다닐; 인데닐, 예컨대 1- 또는 4-인데닐; 아세나프틸, 예를 들면 
3- 또는 5-아세나프틸; 아세나프틸레닐, 예를 들면 5-아세나프틸레닐; 인돌릴, 예를 들면 7-인돌릴; 벤즈
티아졸; 퀴놀리닐, 이소퀴놀리닐, 피리딜, 피리미디닐, 피라지닐, 푸라닐, 티에닐, 피롤릴, 티아졸릴, 옥

사졸릴, 이미다졸릴 및 쿠마리닐이며; R
2
 및 R

3
은 동일 또는 상이하며 수소, C1∼C6 알킬, 저급 C1∼C6알킬

아미노, 아릴 또는 치환 아릴이거나; 또는 R 및 R
2
 또는 R

1
 및 R

3
은 벤젠 고리에 융합되거나 벤젠 고리에 

의해 치환될 수 있는 구아니딘의 질소와 함께 C4 내지 C6 헤테로시클릭 고리를 형성한다.

그룹 R, R
1
, R

2
 및 R

3
은 히드록시, 아미노, 옥소, 저급 C1∼C  6알킬, C1∼C6시클로알킬, 저급 C1∼C6알킬아

미노, C1∼C6알콕시, 니트로, 아지도, 시아노, 이소시아네이토, 아미도, 카르바미도, 설포네이트 또는 할

로겐, 예를 들면 불소, 염소, 브롬 또는 요오드를 비롯한 하나 이상의 치환체로 치환될 수 있다.

식(I)의 범주내에 속하는 구체적인 화합물로는 N,N′-디-(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N′-디-(아다만트-
2-일)구아니딘,  N-(아다만탄-1-일)-N′-(1-나프틸)구아니딘,  N-(아다만탄-2-일)-N′-(1-나프틸)구아니딘, 
(아다만탄-1-일)-N′-(2-요오도페닐)구아니딘,  N-(아다만탄-1-일)-N′-(2-메틸페닐)구아니딘, N-(아다만
탄-2-일)-N′-(2-메틸페닐)구아니딘,  N-((±)-엔도-2-노르보르닐)-N′-(2-요오도페닐)구아니딘, N-(α-나
프틸)-N′-(2-요오도페닐)구아니딘,  N-(3-에틸페닐)-N′-(1-나프틸)구아니딘, N-(1-나프틸)-N′-(m-에틸
페닐)-N′-메틸구아니딘,  N,N′-디-(4-n-부틸페닐)구아니딘,  N,N′-디-(4-시클로헥실페닐)구아니딘, N,N
′-디-(4-비페닐)구아니딘, N,N′-디-(4-네오펜틸페닐)구아니딘, 
N,N′-디-(4-시클로프로필페닐)구아니딘, N,N′-디-(4-이소프로필페닐)구아니딘 및 N,N′-디-(4-3차-부틸
페닐)구아니딘이 포함된다.

일반식(I)의 범주내에 속하는 바람직한 이치환된 구아니딘은 하기 식(II)의 화합물을 포함한다:

상기 식에서, 구아니딘 질소는 아다만틸기의 임의의 위치에서 치환될 수 있고; R
2
 및 R

3
은 전술한 바와 같

으며; X
1
 및 X

2
는 동일 또는 상이하고, 수소, 히드록시, 아세테이트, 옥소, 아미노, 저급 C1∼C6알킬, 아미

노, 탄소수 1∼6의 알콕시, 예를 들면 메톡시, 에톡시 및 프로폭시; 저급 C1∼C6알킬아미노, 디-저급 C2∼

C  12알킬아미노, 니트로, 아지도, 설프히드릴, 시아노, 이소시아네이토, 또는 할로겐, 예를 들면 플루오

로, 클로로, 브로모 또는 요오드; 아미도, 예를 들면 아세트아미도, N-에틸아세트아미도; 카르바미도, 예

를 들면 카르바밀, N-메틸카르바밀, N,N′-디메틸카르바밀 등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며, 이때 X
1
 

및 X
2
중 적어도 하나는 수소 이외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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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I)의 범주내에 속하는 기타 바람직한 구아니딘은 하기 식(III)의 화합물을 포함한다:

상기 식에서, R, R
1
, R

2
 및 X

1
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일반식(III)의 범주내에 속하는 바람직한 화합물로는 N,N′-디-(1-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디-(3-아
세나프틸)구아니딘,  N,N′-디-(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디-(아세나프틸렌-1-일)구아니딘, N-(아다
만탄-1-일)-N′-(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아다만탄-2-일)-N-(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아다만탄-
1-일)-N-(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아다만탄-2-일)-N′-(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아다만탄-1-일)-
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플루오로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
-(4-플루오로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히드록시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
-(4-히드록시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메톡시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
(4-메톡시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니트로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
(4-니트로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아미노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
(4-아미노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아지도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
(4-아지도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브로모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

(4-브로모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시아노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4-시
아노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아미도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4-아미도나
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4-요오도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4-요오도나프틸)구아니
딘;  N-(3-아세나프틸)-N′-(7-플루오로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7-플루오로나프틸)구아니
딘;  N-(3-아세나프틸)N′-(2-플루오로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2-플루오로나프틸)구아니
딘;  N-(3-아세나프틸)-N′-(2-메톡시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2-메톡시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2-히드록시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2-히드록시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2-아미노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2-아미노나프틸)구아니딘; N-
(3-아세나프틸)-N′-(4-이소프로필페닐)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4-이소프로필페닐)구아니딘; N-
(3-아세나프틸)-N′-(4-n-프로필페닐)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4-n-프로필페닐)구아니딘; N-
(3-아세나프틸)-N-(2-이소프로필페닐)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2-이소프로필페닐)구아니딘; N-

(3-아세나프틸)-N-(4-시클로프로필페닐)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4-시클로프로필페닐)구아니딘; N-
(3-아세나프틸)-N′-(쿠마리닐)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쿠마리닐)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
′-(퀴놀리닐)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퀴놀리닐)구아니딘; N-(4-히드록시-3-아세나프틸)-N′-
(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히드록시-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4-히드록시-5-
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히드록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4-이트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니트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

2-일)구아니딘;  N-(4-아미노-3-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아미노-3-아세나프틸)-
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4-아미노-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아미노-5-
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4-메톡시-3-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

(4-메톡시-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4-메톡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
일)구아니딘;  N-(4-메톡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4-브로모-3-아세나프틸)-N′-
(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브로모-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4-브로모-5-아세
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브로모-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1-
옥소-3-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1-옥소-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
딘;  N-(1-옥소-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1-옥소-5-아세나프틸)-N′-(아다만트-
2-일)구아니딘;  N-(2-옥소-3-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2-옥소-3-아세나프틸)-N′-
(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2-옥소-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2-옥소-5-아세나프
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1-브로모-3-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1-브로
모-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1-브로모-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

딘;  N-(1-브로모-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2-브로모-3-아세나프틸)-N′-(아다만트
-1-일)구아니딘;  N-(2-브로모-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2-브로모-5-아세나프틸)-N
′-(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2-브로모-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1-히드록시-
3-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1-히드록시-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1-히드록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
-1-일)구아니딘; N-(1-히드록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2-히드록시-3-아세나프
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2-히드록시-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2-히
드록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2-히드록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
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레닐)-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레닐)-N′-(아다만트-

2-일)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레닐)-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레닐)-N′-(아다만
트-2-일)구아니딘;  N,N′-비스(4-브로모-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4-브로모-5-아세나프틸)구아
니딘;  N,N′-비스(4-히드록시-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4-히드록시-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4-아미노-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4-아미노-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
(4-니트로-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4-니트로-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1-브로모-3-
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1-브로모-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2-브로모-3-아세나프틸)
구아니딘;  N,N′-비스(2-브로모-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1-히드록시-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1-히드록시-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2-히드록시-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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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2-히드록시-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1-옥소-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1-옥소-
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2-옥소-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2-옥소-5-아세나프틸)구
아니딘;  N,N′-비스(3-아세나프틸레닐)구아니딘;  N,N′-비스(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4-아지
도-5-아세나프틸)구아니딘; 및 N,N′-비스(4-설포닐-5-아세나프틸)구아니딘이 포함된다.

신경전달물질의 방출을 조절할 수 있고 본 발명의 실시에 유용한 기타 치환 구아니딘은 하기 식(IV)의 화
합물을 포함한다.

상기 식에서, R, R
1
, R

2
 및 R

3
은 전술한 바와 같고, X

3
 및 X  

4
는 X

1
 및 X

2
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x 및 y

는 동일 또는 상이한 것으로, 0, 1, 2, 3 또는 4이다.

일반식(I)의 범주내에 속하는 바람직한 치환 구아니딘은 하기 식(V)의 화합물을 포함한다:

상기 식에서, R
2
, R

3
, X

1
, X

2
, X

3
, X

4
, x 및 y는 전술한 바와 같다.

식(V)의 범주내에 속하는 바람직한 치환 구아니딘으로는 N,N′-디-(3-니트로아다만탄-1-일)구아니딘, N,N
′-디-(3-히드록시아다만탄-1-일)구아니딘,  N,N′-디-(3-아미노아다만탄-1-일)구아니딘, N,N′-디-(3-니
트로아다만탄-2-일)구아니딘,  N,N′-디-(3-아미노아다만탄-2-일)구아니딘, N,N′-디-(3-히드록시아다만탄
-2-일)구아니딘, N,N′-디-(3-아미노아다만탄-2-일)구아니딘, 
N,N′-디-(5-니트로아다만탄-2-일)구아니딘,  N,N′-디-(5-히드록시아다만탄-2-일)구아니딘, N,N′-디-(5-
아미노아다만탄-2-일)구아니딘,  N,N′-디-(메틸렌아다만탄-1-일)구아니딘, N,N′-디-(메틸렌아다만탄-
2-일)구아니딘,  N-(아다만탄-1-일)-N′-(메틸렌아다만탄-1-일)구아니딘, N-(아다만탄-2-일)-N′-(메틸렌
아다만탄-2-일)구아니딘,  N-(아다만탄-1-일)-N′-(메틸렌아다만탄-2-일)구아니딘, N-(다만탄-8-일)-N′-
(메틸렌아다만탄-1-일)구아니딘,  N,N′-디-(메틸렌-(3-아미노아다만탄-1-일))구아니딘, N,N′-디-(메틸렌
-(3-아미노아다만탄-2-일))구아니딘,  N,N′-디-(메틸렌(3-히드록시아다만탄-1-일))구아니딘, N,N′-디-
(메틸렌-(3-히드록시아다만탄-2-일))구아니딘,  N,N′-디-(메틸렌-(3-메르캅토아다만탄-1-일))구아니딘,   

N,N′-디-(3-메르캅토아다만탄-2-일))구아니딘,  N,N′-디-(메틸렌-(3-시아노아다만탄-2-일))구아니딘, 
N,N′-디-(메틸렌-(3-시아노아다만탄-2-일))구아니딘, N,N′-디-(메틸렌-(3-시아노아다만탄-1-일))구아니
딘 및 N,N′-디-(메틸렌-(3-시아노아다만탄-2-일))구아니딘이 포함된다.

신경전달물질의 방출을 조절할 수 있고 본 발명의 실시에 유용한 기타 치환 구아니딘은 하기 식(VI)의 화
합물을 포함한다:

상기 식에서, R, R
1
, R

2
 및 R

3
은 전술한 바와 같고, R

4
 및 R  

5
는 R 및 R

1
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식(V)

의 화합물들로는 단일 구아니딘의 대칭 이량체 또는 상이한 구아니딘의 결합체가 가능하다.

본 발명의 실시에 사용될 수 있는 식(VI)의 범주내에 속하는 특히 바람직한 화합물로는 N,N′,N″,N″′-
테트라시클로헥실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N″,N″′-테트라페닐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
드,  N,N′-디-(아다만탄-1-일)-N″,N″′-디시클로헥실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아다만
탄-2-일)-N″,N″′-디시클로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N″,N″′-테트라-(아다만탄-1-일)-히

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N″,N″′-테트라-(아다만탄-2-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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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디-(아다만탄-1-일)-N″,N″′-디-(아다만탄-2-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2-노
르보르닐)-N″,N″′-디시클로헥실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2-이소보르닐)-N″,N″′-디
시클로헥실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2-이소보르닐)-N″,N″′-디-(아다만탄-1-일)-히드
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및 N,N′-디-(2-이소보르닐)-N″,N″′-(아다만탄-2-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
미다미드가 포함된다.

신경전달물질의 방출을 조절할 수 있고 본 발명의 실시에 유용한 기타 치환 구아니딘은 하기 식(VII)의 
화합물을 포함한다:

상기 식에서, R, R
1
, R

2
, R

3
, X

3
, X

4
, x 및 y는 전술한 바와 같다. 식(VI)의 바람직한 화합물들은 R 및 R

1

이 아다만틸기인 것이다.

신경전달물질의 방출을 조절할 수 있고 본 발명의 실시에 유용한 기타 치환 구아니딘은 하기 식(VIII)의 
화합물을 포함한다:

상기 식에서, R, R
1
, R

2
 및 R

3
은 전술한 바와 같고, R

6
은 수소, C1∼C6알킬, C3∼C12시클로알킬, 카르보시클

릭 아릴, 니트릴, C1∼C6알콕시카르보닐, C1∼C6아실 또는 벤조일이다.

신경전달물질의 방출을 조절할 수 있고 본 발명의 실시에 유용한 기타 치환 구아니딘은 하기 식(IX)의 화
합물을 포함한다:

상기 식에서, R, R
1
, R

2
, R

3
, R

6
, X

3
, X

4
, x 및 y는 전술한 바와 같다.

식(IX)의 범주내의 속하는 바람직한 화합물로는 N,N′-디시클로헥실-N″-아미노구아니딘, N,N′-디-(아다
만탄-1-일)-N″-아미노구아니딘,   N,N′-디-(아다만탄-2-일)-N″-아미노구아니딘, N,N′-디-(2-노르보르
닐)-N″-아미노구아니딘 및 N,N′-디-(2-이소노르보르닐)-N″-아미노구아니딘이 포함된다.

X
1
 및 X

2
에서 정의된 0, 1, 2, 3 또는 그 이상의 극성 기는 식(I)-(IX)을 가진 화합물의 R기 상에 존재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바람직한 것은 R 및 R
1
중 적어도 하나가 1- 또는 2-치환된 아다만틸기 또는 3- 

또는 5-아세나프틸기인 식(I)-(IX)의 화합물이다. 그외 특히 바람직한 화합물은 수용해도가 높은 것이다. 

이러한 화합물은 X
1
 및 X

2
중 적어도 하나가 극성 기이거나 R 및 R

1
중 적어도 하나가 극성기로 치환된 경우

이다.

본 발명의 치환 구아니딘, 아미노 구아니딘 및 N,N′,N″,N″′-사치환된 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는 다수의 호변체(tautomeric isomer)중 임의의 한 형태로서 존재할 수 있다. 이들 호변체 중 어떠한 형
태도 본 발명에 유용한 화합물의 범주내에 속한다.

본 발명의 치환 구아니딘, 아미노 구아니딘 및 N,N′,N″,N″′-사치환된 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는 허혈성 신경원 세포로부터의 신경전달물질의 방출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물질이다. 신경전달물질의 
방출 조절은 신경전달물질의 방출억제, 신경전달물질 방출의 상승작용 또는 신경전달물질 작용 시간의 조
절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혼합물을 본 명세서에 기재된 프로토콜에 따라 약 100μM의 농도에서 신경전달물질의 방출을 
적어도 약 50% 억제시킬 경우 효과적인 억제제이다. 더욱 바람직한 화합물의 경우는 약 30μM의 농도에서 
신경전달물질의 방출을 적어도 50% 억제시킨다. 본 발명의 화합물은 약 100μM의 농도에서 신경전달물질
의 방출을 적어도 약 50% 상승시킬 경우 효과적인 상승제이다. 더욱 바람직한 화합물의 경우는 약 30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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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도에서 신경전달물질의 방출을 적어도 약 50% 상승시킨다. 본 발명의 화합물은 각각 신경전달물질의 
방출 속도를 배가 또는 반감시키는 경우 신경전달물질 붕괴 속도의 효과적인 상향 또는 하향 조절물질이
다. 예를 들면, 신경전달물질의 방출 속도의 효과적인 상향 조절물질은 약 100msec(글루타메이트 방출의 

Ca
2+
-의존성의 지속성 성분에서 측정된 값)에서 약 200msec로 붕괴 속도를 배가시킬 수 있다.

신경전달물질의  방출을  조절할  수  있는  신경전달물질로는  글루타메이트,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글리신, 아스파르테이트 및 세로토닌이 포함되며, 그러나 이들로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당해 기술 분야의 
전문가라면 일상적인 실험 과정에 불과한 본 명세서에 기재된 공정을 사용하여, 신경전달물질 방출의 효
과적인 조절물질인 화합물을 규명할 수 있다.

신경원 세포사의 치료 또는 예방에 가장 유용한 화합물은 하나 이상의 래트 중뇌 동맥 폐색 변형 모델에
서 생체내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은 일반적으로 발작시 특히 예방적이거나 신경보호적인 효력을 나
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Ginsburg. M.D. 및 Busto, R.B., Stroke 20:1627-1642(1989)].

병행하여, 가장 유력한 후보 화합물의 효능은 광범위하게 수용된 전신 허혈증의 4-혈관 폐색 모델에서 평
가할 수 있다[Pulsinelli, W.A. 및 Buchan, A.M., Stroke 19:913-941(1988)]. 처음에는, 클래스프(clas
p)를 마취시킨 래트 각각의 보편적인 경동맥 주위에 위치시키고 척추 동맥을 전기 응고시킨다. 24시간 
후, 클래스프를 10∼30분 동안 조인 후, 재관류되도록 느슨하게 한다. 3일후, 동물을 죽여서 뇌의 조직을 
검사한다.

다수의 연구 결과, 허혈성 손상직후 신경보호용 약물 투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Ginsburg,  M.D.,  및 
Busto, R.B., Stroke 20:1627-1642(1989)]. 따라서, 상기 두 모델에 있어, 허혈증 개시후 1시간내에 시간 
간격을 다양하게 하여 후보 화합물을 정맥내 또는 복강내 투여하여 치료 효능의 최적 영역을 평가할 수 
있다.

이치환된 구아니딘은 1988년 8월 29일자 출원된 미국 출원 제07/237,367호 및 미국 특허 제4,709,094호
(본 명세서에 참고로 인용함)의 발명 대상이다. 미국 특허 제4,709,094호의 바람직한 구아니딘은 하기 식
으로 기재되어 있다:

상기 식에서, R 및 R
1
은 각각 독립적으로 알킬, 시클로알킬, 카르보시클릭아릴, 알카릴 또는 아랄킬이다. 

이들 화합물은 시그마 뇌 수용체에 대해 높은 선택적 결합 활성을 나타내는 같은 부류로서, 상기 특허에 
기술되어 있다. 미국 출원 제07/237,367호에는 이 부류에 속하는 추가의 특정 이치환된 구아니딘 성분이 
PCP 수용체에 대해 높은 결합 활성을 나타낸다고 기재하고 있다.

식(III)의 N,N′-이치환된 구아니딘은 통상의 화학적 반응에 의해, 예를 들면 R 및 R
1
이 동일할 때 대응 

아민을 시아노겐 브로마이드와 반응시킴으로써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다른 방법은 아민
을 사전형성시킨 시클로알킬 또는 아릴 시안아미드와 반응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Safer, S.R., et al., 
J. Org. Chem. 13:924(1948)]. 이 방법은 비대칭적 N,N′-이치환된 구아니딘을 제조하는 선택적인 방법이
다[비대칭 구아니딘 합성에 관한 최근의 연구:G.J. Durant et al., J. Med. Chem. 28:1414(1985) 및 C.A. 
Maryanoff et al., J. Org. Chem. 51:1882(1986), 본 명세서에 참고로 인용함].

식(VI) 및 (VII)의 화합물은 대칭 또는 비대칭 카르보디이미드를 유기 용매중에서 히드라진과 반응시켜 
제조할 수 있다(실시예 참조). 식(VIII) 및 (IX)의 화합물은 대칭 또는 비대칭 카르보디이미드를 히드라
진과 반응시켜 1:1의 부가 생성물을 형성시킴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실시예 2 참조; Weygand 및 Hilgetag 
in  Preparative  Organic  Chemistry,  Hilgetag  및 Martini(eds.),  John  Wiley  ＆ Sons,  New  York,  NY, 
page 408(1972); 또는 Vasilev, P. et al. Chem. Abstr. 93:150095u].

극성 치환체를 가진 R 및 R
1
 그룹을 보유하는 본 발명의 화합물은 출발 물질(R-NH2 또는 R

1
-NH2)이 극성 그

룹 또는 그것의 보호 형태를 가지는 전술한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할 수 있다. 이러한 출발 물질을 제조하
는 방법은 예를 들면 문헌 “미국 특허 제4,649,222호, Morat 및 Rassat, Tet. Lett.:4561∼4564(1979); 
Sollott  및  Gilbert,  J.  Org.  Chem.  45:5405-5408(1980);  및  Zajac,  W.W.  et  al.,  J.  Org.  Chem. 
54:2468-2471(1989)(상기 문헌들은 그 전문을 본 명세서에 참고로 인용함)”에 개시되어 있다.

N,N′-이치환된-n″-아미노구아니딘은 당해 기술 분야에 널리 공지되어 있는 임의의 방법에 따라 제조할 
수 있다[독일 특허 제DE 2,452,691호, Sunderdiek,  R.,  et  al.,  Chem.  Abstr.  81:91439m(1974),  Bent, 
K.J., et al., Chem. Abstr. 74:63479m(1971), 독일 특허 제2,029,707호, Huisgen et al., Chem. Abstr. 
63:2975d(1965), Kroeger, F., et al., Chem. Abstr. 60:9264f, Heinisch, L., J. Pract. Chem. 329:290
∼300(1987), Kramer, C.-R., et al., Biochem. Physiol. Pflanzen. 178:469-477(1983), Prasad, R.N., 
et  al.,  Can.  J.  Chem.  45:2247∼2252(1967),  Huisgen  et  al.,  Chem.  Ber.  98:1476-1486(1965), 
Podrebarac, E.G., et al., J. Med. Chem. 6:283-288(1963), Kroger et al., Ber. 97:396∼404(1964), 및 
Durant, G.J., et al., J. Med. Chem. 9:22-27(1966)].

조성물의 양태에서 보면, 본 발명은 단위 투여량당 신경전달물질의 방출을 조절하기에 효과적인 양의 본 
발명의 치환 구아니딘, 아미노 구아니딘 또는 N,N′,N″,N″′-사치환된 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를 
함유하는, 단위투여 형태로 환자, 예컨대 인체에 전신 투여하기에 적합하도록 된 의약 조성물에 관한 것
이다. 신경전달물질은 글루타메이트가 바람직하다. 이러한 화합물은 허혈성 신경원 세포로부터의 신경전
달물질의 방출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물질이 바람직하다.

다른 조성물 양태에 있어, 본 발명은 신경전달물질, 특히 글루타메이트의 방출을 조절하는 본 발명의 신
경보호성 치환 구아니딘, 아미노 구아니딘 또는 N,N′,N″,N″′-사치환된 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
드 및 그것의 생리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화합물은 바람직하게는, 허혈성 신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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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로부터의 신경전달물질 방출의 효과적인 억제제이다.

방법의 양태에서 보면, 본 발명은 화학치료요법으로 인한 오심, 발작 또는 외상적 뇌 손상의 결과, 간질 
또는 신경학적 질환, 일산화 탄소 중독, 시아나이드 중독, 예컨대 테트로도톡신 또는 갑각류 독소에 의해 
유발되는 독성 뇌 손상, 불안증 및 사상층증 실명을 비롯한 특정 신경 질환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게, 
신경전달물질의 방출을 억제하는 본 발명의 치환 구아니딘, 아미노 구아니딘 또는 N,N′,N″,N″′-사치
환된 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를 유효량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기 질환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본 발명의 치환 구아니딘, 아미노 구아니딘 및 N,N′,N″,N″′-사치환된 히
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는 신경전달물질(예, 글루타메이트) 방출의 비-경쟁적인 억제물질일 수 있다. 
이 화합물은 허혈성 신경원 세포로부터의 신경전달물질 방출의 효과적인 억제제인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의 방법 양태에 있어, 본 발명은 환자, 예컨대 허혈증의 증상을 나타내거나 허혈증에 걸리기 쉬운 인
체에, 신경독성 효과를 완화시키기에 효과적인 양의, 신경전달물질의 방출을 억제하는 본 발명의 치환 구
아니딘, 아미노 구아니딘 또는 N,N′,N″,N″′-사치환된 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를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허혈증의 신경독성 효과를 완화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다른 방법 양태에 있어, 본 발명은 포유 동물에게 코르사코프 질환, 상습적 알코올 중독에서 유래한 증세
를 치료하기에 효과적인 양의, 본 발명의 치환 구아니딘, 아미노 구아니딘 또는 N,N′,N″,N″′-사치환
된 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를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기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치환 구아니딘, 아미노 구아니딘 및 N,N′,N″,N″′-사치환된 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로 동물을 예비치료하면 코르사코프 질환의 래트 모델에서 세포 소실, 출혈 및 아미노산 변화 정도를 현
저히 경감시킬 수 있다[Langlais, P.J. et al., Soc. Neurosci, Abstr. 14:774(1988)].

다른 방법 양태에 있어, 본 발명은 포유 동물에게 HIV-유래 치매 및 실명을 치료하기에 효과적인 양의, 
본 발명의 치환 구아니딘, 아미노 구아니딘 또는 N,N′,N″,N″′-사치환된 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
드를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기 질환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문헌 “Dreyer et 
al., Science 248:364-367(1990)”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gp120 신경독성은 NMDA 수용체 부위에서 흥분

성  아미노산  결합에  의해  매개됨이  명백한  증가된  레벨의 Ca
2+

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치환 
구아니딘, 아미노 구아니딘 및 N,N′,N″,N″′-사치환된 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는 과도한 글루타
메이트의 방출을 방지함으로써 HIV-유발된 치매 및 실명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데 있어 그 유용성이 밝혀
질 것이다.

치환 구아니딘,  아미노 구아니딘 및  N,N′,N″,N″′-사치환된 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는 나트륨 
이온 채널을 차단함으로써 치료 가능한 증세, 예컨대 간질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데 있어서의 유용성이 밝
혀질 것이다. PK 26124에 의한 신경전달물질 방출의 차단 메카니즘은 지금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
만, 본 발명의 화합물은 시냅스전 칼슘 채널이 아니라, 대신에 신경 말단부내 또는 그 근방의 나트륨 채
널을 길항할 수 있다[Hays,  S.J.  et  al.,  Abstr.  201st  Amer.  Chem.  Soc.  Natl.  Meeting,  Med.  Chem. 
Abstr. No.14(1991)]. 그외에도, 특정 간질치료제, 예를 들면 페니토인[ibid; McLean 및 MacDonald, J. 
Pharmacol.  Exp.  Ther.  227:779(1990)]  및  라모트리긴[Leach,  M.J.  et  al.,  Epilepsia 27:490-
497(1986)]은 용도-의존성 방식으로 나트륨 채널을 차단한다. 구체적으로, 상기 화합물들은 반복적인 발
포를 지속할 수 있는 신경원의 능력을 억제하며, 이들의 최대 효력은 간질 상태와 같은 나트륨 채널-매개
된 작용 전위의 파열(burst)이 일어나는 상황하에서 일어난다. N,N′-디-(5-아세나프틸)구아니딘은 시냅
스전 칼슘 채널외에 나트륨 채널을 차단하는 것으로 제7도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이중 작용은 신경보
호제의 바람직한 특성일 수 있으며, 따라서 신경전달물질 방출의 보다 효과적인 차단물질이 될 수 있다. 
또한, 신경원의 지속적인 탈분극 및/또는 작용 전위의 반복적인 발포를 유발시키는 조건하에서 글루타메
이트 및 기타 신경전달물질의 방출을 차단할 수 있는 용도-의존성 능력은 신경 보호제의 바람직한 특성일 
수 있다.

본 발명은 본 발명의 화합물로 건망증을 치료하는 것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글루타메이트의 방출 억제물
질인 릴루졸은 허혈성 동물에게 있어 기억 상실을 방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발명의 이치환 
구아니딘, 아미노 구아니딘 및 N,N′,N″,N″′-사치환된 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도 또한 기억 상
실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발명은 또한 본 발명의 화합물로 편두통을 치료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유럽 특허 제0 266 574호에서 
칼슘 채널 차단물질은 편두통의 치료에 유용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이치환된 구아니
딘, 아미노 구아니딘 및 N,N′,N″,N″′-사치환된 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도 또한 편두통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발명은 또한 다발성-경색 치매, 다발성 소 발작으로 인한 시간 흐름에 따른 뇌기능 및 지능의 점진적
인 저하의 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이치환된 구아니딘, 아미노 구아니딘 및 N,N′,N
″,N″′-사치환된 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는 다발성-경색성 치매뿐 아니라 동맥 경화증을 앓고 있
는 노인 환자를 치료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발명의 방법은 동물, 특히 포유 동물 및 더욱 특히는 인체에 실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본 발명의 이
치환된 구아니딘, 아미노 구아니딘 및 N,N′,N″,N″′-사치환된 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투여시에 
유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동물은 본 발명에 따라 치료될 수 있는 동물의 범주내에 속한다.

본 발명의 신규한 약물 스크리닝 방법에 의하면, 시냅스전 칼슘 채널의 길항물질일 수 있고 허혈증 환자
의 신경원 조직으로부터의 신경전달물질 방출의 특정 소성분을 억제하는 약물의 확인이 가능하다.

신경전달물질의 방출을 억제하는 화합물은

(a) 방사능 표지시킨 신경전달물질을 포함하는 고정된 시냅토좀을 신경전달물질 방출을 억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화합물과 접촉시키는 단계;

(b) 단계(a)에서 얻은 방사능 표지시킨 고정된 시냅토좀으로부터의 방사능 표지시킨 신경전달물질의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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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탈분극에 의해 유도하는 단계;

(c) 단계(b)에서 얻은 방사능 표지시킨 고정된 시냅토좀을 상기 화합물을 함유하는 완충액으로 세척하고 
유출물을 매 15 내지 500msec 마다 분별하는 단계; 및

(d) 관심 화합물에 노출시키지 않은 대조용 시냅토좀과 비교하여 각 분획에서 방사능 표지시킨 신경전달
물질의 상대적인 양을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한 방법에 의해 측정할 수 있으며, 이때 대조용 시냅토좀과 
비교하여, 화합물을 처리한 시냅토좀으로부터 방출된 분획내 방사능 표지시킨 신경전달물질의 양이 감소
한 것은 이 화합물이 신경전달물질의 방출을 억제시킨다는 것을 나타낸다.

상기 약물 스크리닝 방법에서는 채취한 시냅토좀을 초단위 이하의 시간으로 분석해야 할 정도로 매우 작
은 데드(dead) 용적을 가진 과융해(superfusion) 챔버내에 수용해야 한다. 이러한 과융해 챔버는 예를 들
면 문헌 “미국 특허 제4,891,185호 및 Turner, T.J. et al., Anal. Biochem. 178:8-16(1989), 상기 문헌
들은 전문을 본 명세서에 참고로 인용함)”에 개시되어 있다.

이 방법에 의하면 또한 신경전달물질 방출의 Ca
2+
-의존성 또는 Ca

2+
-비의존성 소성분을 선택적으로 억제하

는 약물의 스크리닝이 가능하다. 제1도에 제시된 바와 같이, Ca
2+
의 존재하에서의 글루타메이트 방출의 변

이성 및 지속성 성분과 Ca
2+
의 부재하에서 볼 수 있는 Ca

2+
-비의존성 성분 둘다가 존재한다. 글루타메이트 

방출의 Ca
2+
-의존성 지속성 성분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약물을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약물은 

Ca
2+
 및 문제의 약물의 존재하에서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규명할 수 있다. 바람직한 Ca

2+
의 농도는 약 ＞50

μM이다. 더욱 바람직한 Ca
2+
의 농도는 약 2mM이다. 신경전달물질 방출의 변이성 성분의 선택적인 억제시, 

이 약물은 허혈증으로 인한 신경원 소실을 예방하고 글루타메이트와 같은 신경전달물질 방출의 레벨 상승
의 결과인 기타 병태생리학적 증세를 치료하는데 특히 효과적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시냅토좀은 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정된 세포를 제조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미국 특허 제4,390,627
호,  제4,212,943호  및  제4,337,313호(상기  문헌들은  전문을  본  명세서에  참고로  인용함)에  개시되어 
있다. 시냅토좀은 이하 더욱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필터 매트릭스내에, 매우 작은 데드 용적을 가진 
하우징(housing)내에 포획되어 있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생리적 완충액을 통과시킨다. 그 
후 유출물은 최단 시간(15 내지 500msec)동안 분별하며, 각 분획내 방사능 표지시킨 신경전달물질(바람직
하게는 글루타메이트)의 상대적인 양을 측정한다. 시간에 따른 방사능 표지시킨 글루타메이트 양의 플롯
(plot)은 신경전달물질의 방출을 억제할 수 있는 화합물 능력의 정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플롯의 예는 제
2도에 제시되어 있다.

더욱 상세한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a) Na-의존성 글루타메이트 흡수 시스템을 통해 방사능 표지시킨 글루타메이트가 흡수되도록 하는 충분
한 시간 동안 뇌 시냅토좀을 방사능 표지시킨 글루타메이트와 접촉시켜 방사능 표지시킨 시냅토좀을 얻는 
단계;

(b) 생리적 완충액중의, 단계(a)에서 얻은 방사능 표지시킨 시냅토좀의 현탁액을 제조하고, 필터 매트릭
스를 통해 현탁액을 통과시켜 방사능 표지시킨 시냅토좀을 포획하는 단계;

(c) 단계(b)에서 포획한 방사능 표지시킨 시냅토좀을 생리적 완충액으로 세척하는 단계;

(d) 단계(c)에서 포획한 방사능 표지시킨 시냅토좀을 글루타메이트 방출의 억제제인 것으로 추정되는 화
합물과 접촉시키는 단계;

(e) 단계(d)에서 얻은 포획된 방사능 표지시킨 시냅토좀의 막을 탈분극시키는 단계;

(f) 단계(e)에서 얻은 포획된 방사능 표지시킨 시냅토좀을 관심의 유기 화합물을 함유하는 생리적 완충액
으로 세척하고 유출물을 매 15 내지 500msec 마다 분별하는 단계; 및

(g) 관심 화합물에 노출시키지 않은 대조 유출물과 비교하여 각 분획내 방사능 표지시킨 글루타메이트의 
상대적인 양을 검출하는 단계.

대조용 시냅토좀과 비교하여, 화합물 처리한 시냅토좀의 유출물 분획내 방사능 표지시킨 글루타메이트의 

양이 감소된 경우, 이 화합물은 글루타메이트의 방출 억제제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분석은 Ca
2+

의 존재 및 부재하에서 수행될 수 있으며, 신경전달물질 방출의 Ca
2+
-의존성 성분의 역학을 분석함으로써 

글루타메이트 방출의 세 소성분에 미치는 화합물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상기 방법에 있어, 시냅토좀을 분리하여 방사능 표지시킨 신경전달물질로 방사능 동위 원소 표지시킨다. 
방사능 표지시킨 시냅토좀을 필터 매트릭스내에 포획한 후, 생리적 완충 용액을 밸브를 통해 샘플 챔버내
로 유동시켜 평형화시킨다. 그후, 이 밸브를 유기성 시험 화합물을 함유하는 생리적 용액이 필터 매트릭
스를 통해 흐르도록 하여 포획된 시냅토좀과 접촉하도록 제2밸브를 개방함과 동시에 폐쇄시킨다. 그후, 

Ca
2+
 존재 또는 부재하의 물질을 함유하는 제3밸브를 개방함과 동시에 제2밸브를 폐쇄시켜 유기성 시험 화

합물과 함께 시냅토좀 막의 탈분극을 야기시킨다. 그후, 제2밸브를 개방함과 동시에 제3밸브를 폐쇄시킨
다. 전체 과융해 기간 중에, 각 생리적 완충액, 시험 화합물 및 방사능 표지시킨 글루타메이트를 함유하
는 유출물을 연속 분별시킨다. 이 방법에 의하면 시냅토좀으로부터 방사능 표지시킨 글루타메이트 방출의 

빠른 속도 측정이 가능하다. 임의로, ＞50μM의 Ca
2+
를 함유하는 1종 이상의 시험 용액을 제3밸브를 통해 

배송할 수도 있다.

시냅토좀은 래트를 비롯하여 임의의 동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들은 본 명세서의 실시예 3에 따라 또는 
문헌  “Gray  및  Whittaker,  J.  Anat.  96:79-88(1962);  또는  Suszkiw  et  al.,  J.  Neurosci. 6:1349-
1357(1986)”에 의해 분리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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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전달물질의 방사능 표지시킨 형태는 
3
H 및 

14
C 및 표지시킨 신경전달물질을 포함하여 스크리닝 분석 

실시에 사용할 수 있다. 
3
H 및 

14
표지시킨 글루타메이트는 시판되고 있다.

포획된 시냅토좀은 시냅토좀에 방사능 표지시킨 신경전달물질이 흡수되도록 충분한 시간 동안 방사능 표
지시킨 신경전달물질과 접촉시킨다. 바람직한 시간은 약 10분이다.

생리적 완충액으로는 당해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게 공지된, 시냅토좀과 상용가능한 임의의 
완충액이 가능하다[실시예 3(기본  완충액)  참조;  Gray  및  Whittaker,  J.  Anat.  96:79-88(1962);  또는 
Suszkiw et al., J. Neurosci. 6:1349-1357(1986)].

시냅토좀을 포획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필터는 유동 채널의 꼬여 있는 미로내로 함께 가압, 권선 또는 그
렇지  않으면  결합된  무작위  배향  화이버  또는  비이드의  매트릭스이다[Millipore  Corp.  Catalogue  및 
Purchasing Guide, Lit. No. PA(1985년 9월 인쇄)로부터 얻은 정의]. 깊은 필터는 3차원 매트릭스내에 기
질을  포획하여  용액  유류를  차단(봉쇄)시키지  않고  최대량의  시냅토좀이  필터상에  로딩되도록  할  수 
있다. 바람직한 깊이의 필터는 와트만 GF/F 필터와 같은 유리 화이버 필터이며; 세라믹 필터도 또한 사용
될 수 있다. 가요성, 화학적 불활성도 및 저가인 점 때문에 유리 화이버 필터가 특히 바람직하다. 밀리포
어(millipore) SC 필터는 유리 화이버 필터의 형태를 유지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과융해 시스템과 시냅
토좀을 포획하기 위한 필터 형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Turner,  T.J.  et  al.,  Anal.  Biochem. 178:8-
16(1986)(본 명세서에 참고로 인용함)참조].

생리적 완충액 중 시험 유기 화합물의 농도는 0 내지 약 1mM, 더욱 바람직하게는 0 내지 약 100μM의 범
위가 가능하다. 구아니딘이 생리적 완충액 중에 용해하지 않는다면, 동량의, 본 명세서에 기술된 유기 화
합물의 약리학적으로 허용가능한 가용성 염도 사용 가능하다. 대안적으로, 화합물은 적합한 유기 용매로 
희석될 수도 있다.

생리적 용액과 시험 용액의 유속은 적어도 0.1ml/sec이어야 한다. 바람직한 유속은 약 1.0ml/sec이다.

신경전달물질 방출의 유도는 비교적 높은 농도의 K
+
와 같은 양이온과 접촉시키거나 시냅토좀을 가로질러 

전압을 가함으로써 시냅토좀 막을 탈분극시켜 수행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신경전달물질의 방출은 시냅

토좀을 베라트라미과 접촉시킴으로써 유도할 수도 있다. 탈분극을 유발시키기에 필요한 K
+
 농도는 약 10 

내지 약 150mM의 범위일 수 있다. 바람직한 농도는 약 110mM(KCl 형태로)이다. 탈분극을 유발시키기에 필
요한 대응 경막 전압은 약 -40mV 내지 약 60mV 범위가 가능하다.

유출물  분획은  약  15msec  정도의  단시간에  걸쳐  분획을  수집하는  임의의  수단을  사용하여  수거할  수 
있다. 분획은 일련의 분리 튜브내에 수거하거나 필터 페이퍼와 같은 흡수성 기판에 연속 적용시킬 수 있
다. 분획은 본 실시예 및 미국 특허 제4,891,185호(전문을 본 명세서에 참고로 인용함)에 기재된 과융해 
기구를 이용하여 얻고 수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유출물을 16,  33,  45  및 78rpm(1회전에 
3.75, 1.82, 1.33 및 0.77초 소요)으로 회전하는 턴테이블상에 나선 또는 원형으로 위치한 바이알에 수거
한다. 매 1회 회전에 50개의 수거용 바이알이 길어야 66msec 또는 짧아야 15msec 정도 동안 분획의 수거
를 가능하게 한다.

본 발명의 화합물은 비강내, 경구 또는 주사에 의해, 예를 들면 근육내, 복강내 또는 정맥내 주사 또는 
경피, 안내 또는 장내로 투여할 수 있다. 최적의 투여 용량은 통상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본 발명
에서 사용된 다수의 치환 구아니딘은 거의 수용성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양성자 형태, 예를들면 유기 
또는 무기산의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의 형태, 예컨대 히드로클로라이드, 설페이트, 헤미설페이트, 포스
페이트, 니트레이트, 아세테이트, 옥살레이트, 시트레이트, 말레이트 등의 형태로 투여한다.

본 발명의 화합물은 통상의 부형제, 즉 활성 화합물과 유해한 방향으로 반응하지 않는 비경구, 장내 또는 
비강내 투여에 적합한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유기 또는 무기 담체와의 혼합물로 사용할 수 있다. 약학적으
로 허용되는 적합한 담체로는 물, 염 용액, 알코올, 식물성 오일, 폴리에틸렌 글리콜, 젤라틴, 락토오스, 
아밀로오스,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활석, 실릭산, 점성 파라핀, 향수 오일, 지방산 모노글리세라이드 
및 디글리세라이드, 석유 지방산 에스테르, 히드록시메틸셀룰로오스, 폴리비닐피롤리돈 등이 포함되나, 
이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약학적 제제는 멸균시킬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보조제, 예를 들면 활
성 화합물과 유해한 방향으로 반응하지 않는 윤활제, 방부제, 안정화제, 습윤제, 유화제, 삼투압에 영향
을 주기 위한 염, 완충액, 착색제, 향미 물질 및/또는 방향족 물질등과 혼합할 수 있다.

비경구 투여용의 경우, 특히 적합한 것은 용액, 바람직하게는 유성 또는 수성 용액 뿐아니라 현탁액, 유
화액 또는 좌제를 비롯한 삽입물이다. 앰풀은 편리한 단위 투여 형태이다.

장내 투여용의 경우, 특히 적합한 것은 활석 및/또는 탄수화물 담체 결합제 등을 함유하는 정제, 당의정 
또는 캅셀이며, 담체로는 락토오스 및/또는 옥수수 전분 및/또는 감자 전분이 바람직하다. 시럽, 엘릭시
르 등이 사용될 수 있는데, 이때 감미 처리된 매질을 사용한다. 활성 성분을 시차적으로 분해되는 피복제
로, 예를 들면 미세피막 형성에 의해, 다중 피복제 등으로 보호한 것을 비롯한 서방성 조성물을 제조할 
수 있다.

정맥내 또는 비경구 투여, 예를 들면 피하, 복강내 또는 근육내 투여가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화합물은 
포유동물 환자, 예를 들면 인체의 치료에 특히 유용하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환자에는, 예를 들면 저산
소증, 저혈당증, 뇌 또는 척수 외상, 또는 뇌 또는 척수 허혈증의 결과로 나타나는 간질 또는 신경 세포 
변성에 의해 야기된 신경계 기능장애를 앓고 있거나 이러한 신경계 기능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환자들이 포함된다. 통상의 치료 가능 대상으로는 심장 마비, 발작, 뇌 또는 척수 손상 환자, 잠재적인 
합병증으로 뇌 허혈증이 예상되는 대수술을 마친 환자, 혈류내 기체 색전으로 인한 감압증을 앓고 있는 
환자[잠수부], 익사자 및 일산화 탄소 중독, 시아나이드 중독 및 테트로도톡신 또는 갑각류 독소 섭취로 
인한 독성 뇌 손상을 앓고 있는 환자가 포함된다. 그외의 치료 가능 대상으로는 건망증, 편두통 및 다발
성  경색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가  포함된다.  기타  치료  가능  대상으로는  헌팅톤병,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알쯔하이머병, 다운 증후군, 올리브교소뇌피질 위축증 및 코르사코프 질환과 같은 신경변성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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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앓고 있는 환자가 포함된다. 또한, HIV-감염된 환자도 본 발명의 치환 구아니딘, 아미노 구아니딘 및 
N,N′,N″,N″′-사치환된 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로 치료하여 실명 및 HIV-관련 치매를 치료 또는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치환 구아니딘, 아미노 구아니딘 및 N,N′,N″,N″′-사치환된 히드라
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는 불안증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신 불안 질환(GAD)에 걸리기 쉬
운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화합물은 조직, 기관 및 동물의 냉동보존 용액 중에 내재시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용액
중의 본 발명의 화합물은 조직, 기관 및 동물의 동결에 따른 신경원 손실의 양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사용된 활성 화합물의 실제적으로 바람직한 양은 사용하는 화합물의 종류, 제형화된 조성물의 특성, 적용 
방식 및 투여 부위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제시된 투여 프로토콜에 대한 최적의 투여율은 상기 지침
에 따라 수행된 통상의 투여량 측정 시험을 이용하여 당해기술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용이하게 확정될 수 
있다.

미국 특허 제1,411,713호, 제1,422,506호, 제1,597,233호의 구아니딘과 마찬가지로, 본 발명의 치환 구아
니딘과 관련 화합물도 고무 촉진제로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본 발명의 구아니딘 및 관련 화합물의 방사능 표지시킨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 바람작한 

방사능 표지체는 
3
H, 

11
C, 

14
C, 

18
F,   

125
I, 

131
I, 

15
N, 

35
S 또는 

32
P이다. 이들 방사능 표지시킨 화합물은 이

들 화합물에 대한 수용체 분포를 위한 조직 샘플의 영상화 뿐아니라 약물학적 활성을 가진 수용체를 연구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예를 들면 염산, 황산, 아세트산, 말산, 인산 또는 숙신산 등과 같은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산과의 염 형태의 본 발명의 화합물에 관한 것이다.

추가의 설명 없이도, 당해 기술 분야의 전문가라면 전술한 설명을 통해 충분한 정도로 본 발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하의 바람직한 구체예들은 단지 예시의 목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어
떠한 방법으로든 나머지 설명부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 인용하고 이하에서 인용할 모든 출원, 특허 및 문헌은 그 전문을 본 명세서에 참고로 인용한다.

[실시예]

[실시예 1]

[N,N′-(아다만탄-2-일)구아니딘 히드로클로라이드의 합성]

[2-아다만틸시안아미드]

2-아다만탄아민 히드로클로라이드(25g, 133.2mmol, Aldrich)를 톨루엔 200ml와 1N NaOH 200ml 사이에 분
배시키고, 이 혼합물을 30분 동안 교반하였다. 층이 분리되면 수성층을 톨루엔(75ml)으로 추출하였다. 유
기층을 합하여 물(100ml)로 세척하고 건조(MgSO4)시킨 후, 여과하여 여액을 얻었다(2-아다만탄아민의 양은 

133mmol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빙냉 용액에 톨루엔 25ml 중의 시아노겐 브로마이드(8.74g, 82.5mmo
l)의 용액을 교반하면서 적가하였다. 첨가가 진행됨에 따라, 침전물이 형성되었다. 시아노겐 브로마이드
의 첨가가 완결된 후, 반응 혼합물을 실온으로 가온시키고 이후 2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침전물을 여거하
고 그 여액을 진공하에서 농축시켜 연황색 고체 10g을 얻었다. 미정제 생성물을 재결정(메탄올/물)하고 
생성물을 진공하에서 건조(1토르, P2O5/KOH 상에서)시켜 목적 생성물 9.04g(625 수율)을 얻었다.

[N,N′-(아다만탄-2-일)구아니딘 히드로클로라이드]

2-아다만틸시안아미드(3.4g,  19.35mmol)와  2-아다만탄아미드 히드로클로라이드(2.9g,  15.48mmol)의 혼합
물을 아르곤 대기하에 오일 배쓰중에서 205℃로 가열하였다. 혼합물이 잠차적으로 반고형 잔류물로 용융
된 후(그러나 맑은 용융물이 형성되지는 않음) 응고시켰다. 반응 혼합물을 냉각시킨 후, 메탄올(30ml)과 
물(30ml)을 고체에 첨가하였다. 혼합물을 여과하고 얻은 고체를 메탄올(150ml)과 함께 가온시키며, 중력 
여과에 의해 불용성 물질을 제거하였다. 여액을 활성탄으로 정화시키고 진공하에서 농축시켜 백색 고체를 
얻었다. 이 물질을 비등 에탄올 150ml 중에 용해시키고, 얻은 용액을 가열판상에서 농축시켜 60ml를 얻었
다. 냉각시키자, 결정화가 일어나 생성물 3g을 얻었고 이를 다시 에탄올과 물로 재결정화시켜(65℃에서 
24시간 동안 P2O5 상에서 진공하에 건조시킨 후) N,N′-(아다만탄-2-일)구아니딘 히드로클로라이드 2.92g

을 얻었다. 융점＞340℃. C21H34N3 Cl에 대한 분석치:C,  67.08;  H,  9.11;  N,  11.18.  실측치:C,  7.21;  H, 

9.26; N, 11.34.

[실시예 2]

[N,N′,N″,N″′-테트라시클로헥실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의 합성]

DCC(1.03g,  4.97mmol)를  테트라히드로푸란(15ml)중에  용해시켰다.  주사기를  통해  히드라진(135mg, 
4.22mmol)을 첨가하였다. 실온에서 30시간 교반하여 맑은 황색 혼합물을 얻고 이를 백색 분말(922mg)로 
증발시켰다. 디에틸 에테르 중의 이 분말의 용액을 여과하고 HCl(포화된 Et2O 60ml)로 산성화시켜 황백색 

침전물(856mg)을 얻었다. 2회 재결정(Et2O 챔버내 EtOH)하여 백색 프리즘(133mg, 18%, 융점 288-290℃)을 

얻었다. 이 화합물의 원소 분석에 의해 나타난 낮은 질소 백분율은 2당량의 DCC가 히드라진과 반응하여 
표제 화합물을 형성함을 나타낸다.

1
H NMR([

2
H]-CH3OH] δ 3.21(s, 4, N-보유 시클로헥실), 2.0-1.5(m, 44, 시클로헥실). 

13
C NMR([

2
H]-CH3OH) 

δ 154.1(구아니딘), 51.7(N-보유 시클로헥실), 32.4 및 24.8(시클로헥실). IR 피이크 1639 및 1589cm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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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분석(C26N6H50Cl2:1/2 H2O). 이론치. C 59.30, H 9.76, N 15.96, 실측치 C 58.94, H 9.76, N 16.01.

[실시예 3]

[N,N′-비스(5-아세나프틸)구아니딘 히드로브로마이드의 합성]

[5-아미노아세나프텐]

5-니트로아세나프텐 40g(3-니트로  이성체  15%  함유,  Aldrich  lot  #  CY  02301  HX)을 테트라히드로푸란
(150ml) 및 아세트산(25ml)의 혼합물중에 용해시켰다. 이 용액에 10% Pd/C 1.0을 첨가하고 이 혼합물을 
실온에서 수소화시켰다(40psi). 2시간 후, 혼합물을 셀라이트 베드에 통과시키고 그 여액을 진공하에서 
농축시켜 대기상에 노출시 상당히 색이(자주빛으로) 짙어지는 고체의 혼합물을 얻었다. 이 물질을 메틸렌 
클로라이드중에 재용해시키고 활성탄으로 탈색시킨 후,  생성물을 시클로헥산:에틸 아세테이트의 혼합물
(3:1)로 재결정시켜 맑은 물질(5-아미노 주 이성체 만이 TLC에 의해 나타남) 8.3g을 얻었다. 이 물질을 
다음 단계에서 직접 사용하였다.

[N,N′-비스(5-아세나프틸)구아니딘 히드로브로마이드]

에탄올(35ml)중의 5-아미노아세나프텐(8.1g, 49mmol)의 교반 용액에 에탄올(25ml)중의 시아노겐 브로마이
드(2.6g, 24.5mmol)의 용액을 교반하면서 적가하였다. 이 혼합물을 6시간 동안 환류시킨 후, 편의상 48시
간 동안 방치하였다. 결정을 여과에 의해 수거하고 소량의 에탄올로 세척한 후, 에테르로 세척하여 미정
제 생성물을 7.7g을 얻었다. 이 물질을 소량 1.1g의 분취액과 합하고 전체량을 비등 에탄올(대략 1ℓ)중
에  용해시키며 활성탄으로 탈색시켰다.  중력  여과에  의해  활성탄을 제거하고 그  여액을  가열판상에서 
200ml로 농축시켰다. 냉각후, 미백색 결정이 침전되면 이를 1토르하에 100℃로 진공하에서 건조시켜 생성
물 5.9g을 얻었다; 융점 288-290℃.

C25H22N3Br(444.35)에 대한 분석치; C, 67.56; H, 4.99; N, 9.46.

실측치:C, 67.46; H, 5.06; N, 9.21

HPLC(역상):MeCN/H2O(50:50; 0.1% TFA 사용)

단일 성분 Rt=12.91분

[실시예 4]

[N,N′-비스(3-아세나프틸)구아니딘 히드브로마이드의 합성]

[3-아미노아세나프텐]

시판용 5-니트로아세나프텐 샘플(3-니트로 이성체 15% 함유) 25g을 크로마토그래피(600g 실리카겔, 230-
400메쉬, 헥산/에틸 아세테이트(10:1))시켜 3-니트로 이성체 400mg을 얻었다. 나머지 분획은 두 이성체의 
혼합물이며 이 방법에 의해서는 두 이성체를 분리할 수 없다. 400mg의 샘플을 파르(Parr) 장치상에서 수
소화(40 PSI, 10% Pd/C, THF 중 5% 아세트산)시켜 아미노 화합물을 얻고 진공하에서 용매를 제거한 후 고
화시켰다. 이 물질을 다음 단계에서 직접 사용하였다.

[N,N′-비스(3-아세나프틸)구아니딘 히드로브로마이드]

무수 에탄올 15ml중의 3-아미노아세나프텐의 용액에 시아노겐 브로마이드 85mg을 첨가하였다. 상기 용액
을 11시간 동안 질소 분위기하에서 환류 가열하였다. 용액을 진공하에서 ∼8ml로 농축시키고 혼합물을 아
이스 배쓰중에서 냉각시켜 미정제 생성물 120mg을 얻었다. 이 물질을 에탄올로 재결정하여 생성물(융점 
291-293℃)  60mg을  얻었다.  이  물질의  HPLC  결과,  단일  불순물이  존재(1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물질을 10% 중탄산 나트륨 수용액과 에틸 아세테이트 사이에 분배시키고 이를 유리 염기로 전
환시킨 후, 정제용 TLC에 전개시켰다. 그러나, 대부분의 물질은 유기층내에 유화액을 형성시켰다. 이 고
체를 여과하여 수거한 결과 불순물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메탄올 중의 0.7M HCl에 재용해시키고 진공
하에서 농축시켜 크림 백색의 고체[중량 20mg; 융점 210(s)-230℃(저속 분해)]를 얻었다. 이 물질이 히드
로클로라이드 또는 히드로브로마이드인 경우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기 단계는 생략한다. 상
기 물질은 소량 생성되므로 이를 TLC 및 HPLC로 정제하고 원소 분석은 수행하지 않았다.

HPLC:C18 역상, MeCN:H2O 50:50, 0.1% TFA 사용, Rt=16.7분(98.85%), 불순물 함량 4.62분(.625%) 및 15.83

분(.517%).

[실시예 5]

[N-(3 및 5-아세나프틸)-N′-(4-이소프로필페닐)-구아니딘-HCl의 합성]

3- 및 5-니트로아세나프텐의 혼합물(5g)을 EtOAc 중에 용해시키고 활성 탄소상 팔라듐(10%, 0.5g)을 포함
하는 수소화용 플라스크내에 넣었다. 반응 혼합물을 40psi에서 1.5시간 동안 수소화시켰다. 수소가 소모
됨에 따라 수소압이 강하되어 반응중 수회 50psi로 복귀하였다. 모든 출발 물질이 사용되었을 때, 수소가 
방출되면, 수득된 용액을 셀라이트 패드에 여과시키고 EtOAc(20ml)로 세척하였다. 맑은 여액을 농축시키
고 진공하에서 건조시켜 갈색 고체 상태의 3- 및 5-아미노아세나프텐의 혼합물(4.2g, 100% 수율)을 얻었
다.

TCL(SiO2, CH2Cl2):Rf=0.2

[3- 및 5-아미노아세나프텐·HCl]

MeOH(40ml)중의 3- 및 5-아미노아세나프텐(0.8g)의 혼합물을 HCl/MeOH(0.5M, 20ml)로 처리하고, 반응 혼
합물을 실온에서 30분 동안 교반하였다. 용액을 농축시키고 진공하에서 건조시켜 회색 고체 상태의 3-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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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미노아세나프텐·HCl의 혼합물을 얻었다.

[이소프로필페닐 시안아미드]

디에틸에테르(20ml)중의 시아노겐 브로마이드(1.59g, 15mmol)의 용액을 4℃에서 교반하면서 디에틸에테르
(50ml)중의 4-이소프로필아닐린(3.24g)의 용액에 적가하였다. 첨가 후, 반응 혼합물을 실온에서 18시간 
동안 계속 교반하였다. 그후, 백색 침전물을 가진 용액이 형성되면 여과에 의해 침전물을 제거하였다. 에
테르성 용액을 수성 HCl(1N, 30ml, 2회) 및 염수로 세척하고 MgSO4로 건조시킨 후, 여과, 농축시키고 진공

하에서 건조시켜 4-이소프로필페닐 시안아미드(2.0g, 84%)를 얻었다.

TCL(SiO2, CH2Cl2):Rf=0.2

IR(CH2Cl2):2220cm
-1

[디-(3- 및 5-아세나프틸)-N′-(4-이소프로필페닐)-구아니딘·HCl의 합성]

클로로벤젠(35ml)중의 4-이소프로필페닐 시안아미드(160mg)의 교반 용액을 25℃에서 아르곤하에 3- 및 5-
아미노아세나프텐·HCl(230mg, 1mmol)의 혼합물에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오일 배쓰중에서 20시간 동
안 150℃로 가열하였다. 균질 용액이 생성되면 이 용액을 회전식 증발기에 의해 농축 건고시켰다. 얻어진 
생성물을 정제용 TLC에 의해 더 정제하였다. TLC에 의해 연갈색 고체 상태의 N-(3- 및 5-아세나프틸)-N′
-(4-이소프로필페닐)-구아니딘·HCl(0.28g, 71% 수율)을 얻었다.

TLC(SiO2, CH2Cl2/MeOH=9/1):Rf=0.36

IR(CH2Cl2):1660추
-1
(구아니딘 피크)

1
H NMR(CD3OD)ppm:1.07(d, J=8.57Hz, 6H), 2.76(m, 1H), 3.24(m, 4H), 7.08-7.52(m, 9H)

13
C NMR(CD3 OD)ppm:24.30,  30.94,  31.54,  35.01,  118.48,  120.35,  121.35,  126.45,  126.86,  127.61, 

128.38, 128.98, 129.53, 130.24, 133.85, 141.63, 147.99, 148.76, 149.68, 149.87, 157.30.

고분해능 질량 분광법:C22H23N3 329.1892(계산치), 329.1889(실험치).

[실시예 6]

[N-(3- 및 5-아세나프틸)-N-(4-플루오로나프틸)-구아니딘·HCl의 합성 3- 및 5-아세나프틸 시안아미드]

CH3 CN  중의  시아노겐  브로마이드의  용액(5M,  5.1ml,  25.6mmol)을  0℃에서  디에틸에테르(65ml)  및 

EtOAc(10ml)중의 3- 및 5-아미노아세나프텐(41mmol)의 교반 용액으로 서서히 첨가하였다. 첨가 후, 반응 
혼합물을 실온에서 23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최종적으로, 반응 혼합물이 회색 침전물을 가진 녹색 용액이 
되었고, 여과에 의해 침전물을 제거하였다. 녹색 여액을 수성 HCl(1N, 3회), 물(100ml) 및 염수(200ml)로 
더 세척하였다. 그후, 용액을 MgSO4로 건조시키고, 여과, 농축시킨 후 진공하에서 건조시켜 3- 및 5-아세

나프틸 시안아미드를 얻었다. 생성물은 갈색 고체(3.64g; 92% 수율)였다.

TLC(SiO2, CH2Cl2/MeOH=9/1):Rf=0.67

[4-플루오로-1-아미노나프탈렌]

4-플루오로-1-니트로-나프탈렌(1g)을 EtOAc(20ml)중에 용해시키고 활성탄상 팔라듐(10%,  0.3g)을 포함하
는 수소화용 플라스크내에 넣었다. 반응 혼합물을 50psi에서 5시간 동안 수소화시켰다. 반응중, 수소가 
소모됨에 따라 수소압이 강하되어 수회 50psi로 복귀하였다. 최종적으로, 모든 출발 물질이 
사용되었을때, 반응을 중지하였다. 생성된 용액을 셀라이트 패드에 여과시키고 EtOAc(20ml)로 
세척하였다. 맑은 여액을 농축시키고 진공하에서 건조시켜 4-플루오로-1-아미노나프탈렌을 얻었다.

TLC(SiO2, CH2Cl2):Rf=0.33

[4-플루오로-1-아미노나프탈렌·HCl]

MeOH(5ml)중의 4-플루오로-1-아미노 나프탈렌에 HCl/MeOH(0.5M, 20ml)를 첨가한 후, 반응 혼합물을 실온
에서 30분 동안 교반하였다. 반응중 백색 침전물이 형성되었고, 여과에 의해 침전물을 수거하고 진공하에
서 건조시켜 백색 고체 상태의 4-플루오로-1-아미노나프탈렌·HCl(0.81g; 80% 수율)을 얻었다.

[N-(3- 및 5-아세나프틸)-N′-(4-플루오로나프틸)-구아니딘·HCl]

클로로벤젠(15ml)중의 3- 및 5-아세나프틸 시안아미드(516mg, 2.66mmol) 및 4-플루오로-1-아미노나프탈렌
·HCl(500mg, 2.53mmol)의 혼합물을 150℃로 24시간 동안 교반하면서 가열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실온으
로 냉각시킨 후, 디에틸에테르(50ml)를 첨가하자, 백색 침전물이 형성되었다. 침전물을 여과에 의해 수거
하고 메탄올중에 재용해시켜서 30분 동안 노릿트(Norit)로 처리한 후 여과, 농축시켜 미정제 생성물을 얻
었다. 미정제 생성물을 EtOH/Et2O중에서 추가로 재결정시켜 순수한(N-(3- 및 5-아세나프틸)-N′-(4-플루오

로나프틸)구아니딘·HCl(0.52g, 53% 수율)을 얻었다.

TLC(SiO2, CH2Cl2/MeOH=9/1):Rf=0.37

1
H NMR(CD3OD)ppm:3.33-3.38(m, 4H), 7.22-8.10(m, 1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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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 NMR(CD3 OD)ppm:30.97,  31.55,  110.64,  118.41,  120.39,  121.45,  122.09,  123.38,  125.84,  127.23, 

127.68,  128.02,  128.44,  128.97,  129.56,  129.84,  130.37,  133.18,  141.67,  148.09,  149.19,  158.43, 
160.13(d,j=253.4Hz).

고분해능 질량 분광법:C23H18N3F 355.1484(계산치), 355.1479(실험치).

[실시예 7]

[N-(3- 및 4-아세나프틸)-N′-(4-메톡시나프틸)-구아니딘·HCl의 합성

[4-메톡시-1-아미노나프탈렌]

4-메톡시-1-니트로나프탈렌의 혼합물(2g, 9.84mmol)을 EtOAc(100ml)중에 용해시키고 활성 탄소상 팔라듐
(10%, 0.2g)을 포함하는 수소화용 플라스크내에 넣었다. 반응 혼합물을 50psi에서 1.5시간 동안 수소화시
켰다. 반응중, 수소가 소모됨에 따라 수소압이 강하되어 수회 50psi로 복귀하였다. 출발 물질을 사용하였
을 때, 반응이 중지되고 수소가 방출되었다. 생성된 용액을 셀라이트 패드에 여과시키고 EtOAc(20ml)로 
세척하였다. 맑은 여액을 농축시키고 진공하에서 건조시켜 4-플루오로-1-아미노나프탈렌(100% 수율)을 얻
었다.

TLC(SiO2, CH2Cl2):Rf=0.24

[4-메톡시-1-아미노나프탈렌·HCl]

4-메톡시-1-아미노나프탈렌(0.53g, 3.1mmol)을 HCl/MeOH(0.5M, 15ml)중에 용해시킨 후, 반응 혼합물을 실
온에서 60분 동안 교반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농축 건고시켜 고체 상태의 미정제 생성물을 얻었다. 고체
를 EtOAc에 의해 더 세척하고 여과에 의해 수거한 후, 진공하에서 건조시켜 백색 고체 상태의 4-메톡시-
1-아미노나프탈렌·HCl(0.61g; 96% 수율)을 얻었다.

[N-(3- 및 5-아세나프틸)-N′-(4-메톡시나프틸)-구아니딘·HCl]

클로로벤젠중의  3-  및  5-아세나프틸  시안아미드(243mg,  1.25mmol)  및 4-메톡시-1-아미노나프탈렌·
HCl(250gm, 1.19mmol)의 혼합물을 150℃로 7시간 동안 교반하면서 가열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실온으로 
냉각시킨 후, 이 혼합물은 갈색 용액과 백색 침전물의 혼합물이 되었다. 침전물을 여과에 의해 수거하고 
CH2Cl2(30ml) 및 EtOAc(15ml)로 철저히 세척한 후, 진공하에서 건조시켜 백색 분말 상태의 N-(3- 및 5-아

세나프틸)-N′-(4-메톡시나프틸)구아니딘·HCl(0.41g, 86% 수율)을 얻었다.

TLC(SiO2, CH2Cl2/MeOH=9/1):Rf=0.33

1
H NMR(CD3OD)ppm:3.32-3.36(m, 4H), 3.96(s, 3H), 6.89-8.24(m, 11HC).

13
C NMR(CD3 OD)ppm:30.96,  31.55,  104.76,  118.44,  120.37,  121.42,  122.79,  123.64,  123.82,  123.86, 

127.08,  127.31,  127.77,  128.32,  128.87,  128.98,  130.06,  132.62,  141.67,  148.07,  149.13,  157.62, 
158.57.

고분해능 질량 분광법:C43H21N3O 367.1685(계산치), 367.1686(실험치).

[실시예 8]

[시냅토좀의 제조 및 과융해에 대한 기본 프로토콜]

용액:0.32M 수크로스 용액

    0.80M 수크로스 용액

기본 완충액은 다음의 조성을 갖는다:

NaCl               147mM

KCl                  3mM

HEPES               10mM

덱스트로스          10mM

MgCl2               1.2mM

EGTA-TRIS             1mM

pH                    7.4

고-K
+
 완충액

NaCl                 95mM

KCl                  55mM

고-K
+
 완충액의 나머지 성분은 기본 완충액과 동일한 조성을 갖는다. 전체적인 

3
H-글루타메이트 방출을 분

석하기 위해, 고-K
+
 완충액에 2.4mM로 Ca

2+
를 첨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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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냅스전 
3
H-글루타메이트의 방출을 연구할 목적으로, 어린 래트로부터 얻은 시냅토좀을 사용한다. 4 내지 

6주된(50-75g) CD 수컷 래트를 시냅토좀의 표본 제제로 사용한다. 래트를 절단기로 단두하여 죽이고 해부
용 가위의 날카로운 칼날로 두개골 중앙을 절개한다. 뼈를 뼈용 절삭기로 벗겨낸 후, 미세 주걱으로 뇌를 
꺼낸다. 소뇌를 제거하고 뇌의 나머지를 0.32M 수크로스 용액 35ml중에 넣어서 16회 스트로크를 가하는 
최대 전력(약 450rpm)에서 토마스 글래스 테플론 균질화기 C로 균질화시킨다. 유봉(pestle)을 5ml의 수크
로스 용액으로 헹구고 균질액에 넣는다. 균질액을 소르볼(Sorvall) RC-5B 내 SS-34로 터에서 
3500rpm(1500g)으로 10분 동안 원심분리한다. 생성된 펠릿(P1)을 폐기하고 상층액(S1)을 8700rpm(850g)으

로 20분 동안, 재원심 분리한다. 상층액(S2)을 폐기하고 펠릿(P2)을 5ml 의 0.32M 수크로스중에 재현탁시

킨 후 4스트로크(토마스 C)로 수동 균질화시키고 용적을 8ml로 만든다. 이 균질액을 두개의 원심분리 튜
브내의  0.8M  수크로스  용액  20ml상에  적층시키고  8700rpm(8500g)에서  25분  동안  회전시킨다.  회전 
말기에, 대부분의 미엘린은 0.32M 및 0.8M 수크로오스 및 갈색 펠릿 상태의 미토콘드리아 펠릿의 층 사이
에 체류한다. 시냅토좀을 0.8M 수크로스중에 분산시킨다. 10ml 피펫을 사용하여, 0.8M 수크로스층을 수거
하고(상부층 미엘린이나 펠릿을 휘젓지 않으면서) 동량의 냉각된 기본 완충액으로 서서히 희석시키는데, 
이때 파스퇴르 피펫으로 조심스럽게 교반한다. 이 희석시킨 용액을 10,000rpm(12,000g)에서 10분 동안 원
심분리하고 펠릿은 1.5ml의 기본 완충액중에 재현탁시키며 8회 스트로크로 웨톤(Wheaton) 글래스-글래스 
7ml 균질화기로 수동-균질화시킨다.

[과융해를 위한 시냅토좀 표본 제제의 희석]

시냅토좀 균질액 1ml를 기본 완충액을 사용하여 10ml로 희석한다. 상기 희석 단계에 의해 단백질 농도는 
500 내지 600㎍/ml로 된다. 50-60㎍의 단백질을 가진 상기 희석된 표본 제제 100㎕을 각각의 과융해에 사
용한다. 상기 분량의 단백질은 방출된 추적자의 급속 세척에 가장 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희석된 시냅
토좀 용액을 실험 말기까지 빙상에 유지시킨다.

[시냅토좀에 대한 
3
H-글루타메이트의 로딩]

3
H-글루타메이트(NEM으로부터 구매)를 냉동고에 보관한다. 6㎕(6Ci; 40 내지 55Ci/mmol)를 1회용 시험관에 
피펫팅한다. 희석된 표본제제 100㎕를 첨가하고 볼텍스(vortex)상에서 조심스럽게 혼합한 후 30℃에서 10

분 동안 항온 처리한다. 
3
H-글루타메이트는 시냅토좀 막에 존재하는 나트륨 결합된 글루타메이트 운반체에 

의해 흡수된다. 10분 후, 항온처리 혼합물을 690㎕의 기본 완충액으로 희석시킨다. 이 용액을 시냅토좀 
로딩 챔버에 연결된 타이곤(Tygon)  튜브로 옮긴다. 공기로 채워진 주사기 충전제를 사용하여 밀리포어 
SC-GF/F-밀리포어 SC 필터 샌드위치를 통해 용액을 밀어 넣는다. 이 필터에는 시냅토좀이 남아 있고 용액
은 통과하여 흐른다.

[로딩 챔버]

로딩 챔버는 “제네럴 밸브(General Valve)” 튜브-튜브 연결기구로부터 조립한다. 일단부는 고리가 달린 
부속품에 연결된 후 다시 12gm 타이곤 튜브에 연결되어 챔버의 입구로서 작용한다. 연결기구의 타단부는 
필터 조립체에 연결되어 있다. 필터 조립체는 필터와 접해 있는 편평한 면이 있는 스테인레스 스틸 세척
기, SC 밀리포어 필터, 유류에 접한 격자 무늬의 GF/F 와트만 유리 화이버 필터 디스크, 스테인레스 스틸 
스크린 앞에 위치한 다른 SC 필터 및 스크린과 접한 편평한 면이 있는 스테인레스 스틸 세척기로 이루어
져 있다. 이러한 조립체 전체는 테플론 너트로 조여져 있다. 시냅토좀을 로딩한 후, 너트를 풀고, 작업대
에 그 액을 받아, 필터 샌드 위치를 제거할 수 있다.

[과융해]

과융해 기구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는 유출물용 출구를 가진 주문 제작된 스테인레스 스틸 “제네럴 밸
브” 3-밸브 솔레노이드, 작동되는 과융해용 챔버이다. 3개의 입구는 (1) 세척용 완충액 (2) 대조용 완충
액 및 (3) 시험용 완충액을 포함하는 스테인레스 스틸 완충액 저장기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테플론 튜
브 연결기구를 통해 40psi의 질소 기체하에 유지된다. 과융해는 애플 IIe 컴퓨터의 메뉴-조작 방식의 프
로그램을 통해 조절된다(Turner, J.T. et al., Anal. Biochem. 178:8-16(1989) 및 미국 특허 제4,891,185
호, 이 문헌들은 전문을 본 명세서에 참고로 인용함).

과융해용 챔버는 테플론 부싱(bushing)과 필터에 접해 있는 편평한 면이 있는 고정된 스테인레스 스틸 세
척기를 구비한다. GF/B 필터 디스크가 우선 챔버내에 위치되어 스위치된 관련 가공물을 제거한다. 시냅토
좀 로딩된 샌드위치는 RA 필터, 스테인레스 스틸 스크린 및 스크린과 접해 있는 편평한 면을 가진 세척기 
전방에, 시냅토좀이 유류에 접하도록 위치된다. 이 조립체는 에폭시가 내부에 고정된 두 층의 테플론 튜
빙을 가진 테플론 너트로 조여져 데드 용적을 감소시키고 유출물 유동을 개선시킨다.

시간 프로토콜은 특정 시험에서 요구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융해 이전에, 시냅토좀을 기본 
완충액으로 5초간 약 1.2ml/sec의 유속으로 2회 세척시키고 방사능 물질 제거를 위해 유출물을 수거한다. 
세척 후, 출구를 분획 수거용 바이알의 중앙에 둔다. 통상의 프로토콜(16rpm의 경우)은 1차로 기본 완충

액으로 1.08초, 그리고 고-K
+
 완충액으로 교체하여 2.1초간, 이어서 기본 완충액으로 다시 교체하여 나머

지 시간 동안 과융해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메뉴에서 “과융해 시행”을 선택하고 순환에 의해 활성
화시킴으로써, 유출물을 회전하는 턴테이블 선반상의 바이알내로 유동시킨다.

[유출물 수거]

16, 33, 45 및 78rpm(ao 회전당 3.75, 1.82, 1.33 및 0.77초 소요)으로 회전하는 턴테이블을 사용하여 수
행한다. 턴테이블상에, 유출물 수거용 유리 바이알을 위해 선반에 50개의 균일한 원형의 구멍을 뚫는다. 
그래서 턴테이블의 rpm에 따라, 66msec 만큼 길거나 또는 15msec 만큼 짧은 분획을 수거할 수 있다.

과융해 및 분획 수거는 턴테이블에 영구 고정된 자석에 의해 활성화된 자석 리드(reed) 스위치에 의해서 
동시에 일어난다. 유속이 1.25ml/sec인 경우, 33rpm에서 각 분획의 양은 4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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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획에 1ml의 “히드로플루오르(Hydrofluor)”(National Diagnostics, Manville, NJ)를 첨가하고 분획
을 액상 섬광 계수기로 계수한다. 과융해 후, 챔버내 모든 필터를 꺼내 1ml의 계수용 액체중에 현탁시키
고 진탕대에서 밤새 방치후 다음날 계수한다.

[데이타 분석]

로터스 123 스프레디시이트(spreadsheet)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데이타를 분석한다. 액상 섬광 계수기에
서 직접 cpm을 평균하였다. 스프레드시이트를 사용하여 계수를 시간(및 분획수)에 대해 대입한다. 다음 
컬럼에서, 각 분획에 대해 계수 배경치를 공제한다. 필터상에 남아 있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계수 값을 
합산한다. 이 값은 시냅토좀에 의해 취해진 총량을 나타낸다. 상기 합산값으로부터 각 분획의 방출율을 
계산하고 시간에 대해 플로팅한다. 이 플롯은 기준치, 밸브 개방 및 추적자 방출의 패턴을 나타낸다. 이
러한 전체적인 결과를 밸브에 대해 3회 플로팅함으로써, 시간의 함수로서 실험용 완충액에 반응하는 방사
능 표지시킨 구아니딘의 전체적인 방출을 알 수 있다.

제1도는 30℃에서 10분 동안 
3
H-글루타메이트와 함께 로딩한 래트의 뇌 시냅토좀으로부터의 

3
H-글루타메이

트 방출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시냅토좀(50㎍ 단백질)을 과융해용 챔버내에 로딩하고 145mM  NaCl  및 

5mM KCl을 함유하는 기본 완충액으로 10초 동안 세척한다. 직후, 과융해를 개시한다. 0시에 고-K
+
 완충액

(40mM NaCl, 110mM KCl)으로 교체하여 시냅토좀을 탈분극시킨다. 제1도의 상부 곡선은 2.4mM Ca
2+
의 존재

하에서 일어난 방출을 나타낸다. 하부 곡선은 Ca-부재의 완충액 중에서 일어난 방출을 나타낸다. 데이타

는 수거된 각 72msec 분획에서 방출된 전체 
3
H-글루타메이트의 푸울의 백분율로서 표시한다. 오차 막대는 

3중 측정치에 대한 것이다.

[실시예 9]

[글루타메이트 방출의 억제에 대한 분석]

우선, 실험용 약물을 메탄올중에 용해시켜 20mM의 원료 용액을 제조한다. 이 용액을 기본 완충액 및 고-K
+
 

완충액으로 희석시켜 필요 농도의 상기 약물을 얻는다. 대조용을 포함한 모든 용액을 메탄올과 동일한 농
도로 만든다. 메탄올 농도는 완충액의 0.3%(v/v)를 초과하지 않는다. 우선 과융해이전, 세척시 및 또한 
과융해 전체 프로토콜시 시냅토좀을 약물에 노출시킨다. 글루타메이트 방출전 시험용 유기 화합물에 시냅
토좀을 노출시키는 총 시간은 25초 이하이다.

제2도는 래트의 뇌 시냅토좀으로부터의 
3
H-글루타메이트의 방출에 미치는 0μM, 10μM, 30μM 및 100μM의 

N,N′-디-(아다만탄-1-일)구아니딘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동일한 농도의 구아니딘을 모든 과융
해 용액중에서 유지시킨다. 결과는 시냅토좀내에 로딩된 전체 방사능 글루타메이트의 백분율로서 단일한 

2.1초 K
+
 탈분극 펄스시 글루타메이트의 방출량 누적치를 플로팅한 것이다. 제2도에서 명확히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증가 농도의 N,N′-디-(아다만탄-1-일)구아니딘의 농도가 증가하면 시냅토좀으로부터의 글루
타메이트의 방출이 저하된다.

상기 과정후, 다수의 추가 화합물을 글루타메이트-방출 억제 활성에 대해 스크리닝하였다. 본 발명 화합
물의 존재하에서의 글루타메이트 방출의 상대적인 수준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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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

1
 농도

2
 nd=시행하지 않음

제3도는 K
+
 탈분극(0시)후 방사능 표지시킨 시냅토좀으로부터의 [

3
H]글루타메이트의 Ca

2+
-의존성 방출에 미

치는 시간에 따른 0μM, 1μM, 3μM 및 10μM의 N,N′-디-(5-아세나프틸)구아니딘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
래프이다. 제3도는, 이 화합물이 뇌 신경 말단부 표본 제제로부터의 글루타메이트 방출의 강력한 억제제

임을 나타낸다. 3∼10μM 농도에서는 초기의 일시적 성분 보다는 Ca
2+
-의존성 글루타메이트 방출의 지속성 

성분을 차단한다.

[실시예 10]

[Ca 흡수 억제와 글루타메이트 방출 억제의 상관 관계]

글루타메이트 방출의 Ca
2+
 의존성 및 비의존성 성분이 

45
Ca 흡수의 차단과 관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

하기 위해 몇몇 화합물을 시험하였다. 칼슘 흡수는 허혈증으로 인한 신경원 세포사에서 일어나는 캐스케
이드의 한 단계이다[Bassaclough 및 Leach, Current Patents Ltd. 2-27(19_)]. Ca-유동 프로토콜은 다음
과 같다. 문헌 “Hajos, Brain Res. 93:485(1975)”에 따라 래트의 뇌 시냅토좀을 준비하였다. 시냅토좀
을 2mg/ml의 저 칼륨 “LK”완충액(3mM KCl 함유)중에 현탁시켰다. LK 중의 약물을 최종 농도가 10μM이 
되도록 시냅토좀에 첨가하고 실온에서 5분 동안 항온처리하였다. 그후, LK 또는 고 칼륨(150mM KCl) 함유 

완충액 중의 동위 원소를 첨가하여 
45
Ca 흡수를 측정하였다. 5초후, 

45
Ca 유동을 0.9ml의 퀀치(quench) 용

액(LK+10mM EGTA)으로 중지시켰다. 용액을 진공하에서 여과하고 필터를 15ml의 퀀치 완충액으로 세척하였

다. 약물의 효과를 대조 칼륨-자극시킨 
45
Ca 유입의 억제율(또는 차단율)로서 표시한다. 이 방법은 문헌 

“Nachsen 및 Blaustein, J. Physiol. 361:251-268(1985)”에 기재된 방법을 수정한 것이다.

제4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N-(아다만탄-1-일)-N′-(2-메틸페닐)구아니딘(#1),   N-(1-나프틸)-N′-
(m-에틸페닐)-N′-메틸구아니딘(#2),   N,N′-디-(1-나프틸)구아니딘(#3), N,N′-디-(아다만탄-1-일)구아
니딘(#4),  N,N′-디-(아다만탄-2-일)구아니딘(#5), N,N′,N″,N″′-테트라시클로헥실히드라진디카르복시

이미다미드(#6) 및 N,N′-디-(5-아세나프틸)구아니딘(#7)에 의한 시냅토좀의 
45
Ca 흡수 억제와 글루타메이

트 방출의 지속성(^)성분의 억제 간에는 거의 선형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시냅토좀의 
45
Ca 

흡수 억제와 변이성 성분(o)의 글루타메이트 방출 억제간에는 상관 관계가 없다(제4도). N,N′-디-(5-아

세나프틸)구아니딘의 경우는 예외로서, 이는 
45
Ca 흡수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예상되는 것보다 상

당 정도 지속성 성분의 글루타메이트 방출을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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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도는 대조용 시냅토좀과 비교하여 Ca 흡수율에 대한 N,N′-디-(아다만탄-2-일)구아니딘(■), N,N′-디
-(1-나프틸)구아니딘(◆;····IC50=9.1μM---IC50 =16μM), N,N′,N″N″′-테트라시클로헥실히드라진디

카르복시이미다이미드(●; ---IC50 -3.3μM)  및  N,N′-디-(아다만탄-1-일)구아니딘(△; ---IC50 =6.6μM)에 

의한 시냅토좀의 칼륨-자극화된 Ca 흡수의 억제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제6도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약물
은 투여용량-의존성 방식으로 칼륨-자극시킨 Ca 흡수의 억제를 유발시켰다.

그외 다수의 화합물(10μM)을 시냅토좀으로의 칼슘의 칼륨-자극시킨 흡수를 억제/상승시키는 활성에 대해 
시험하였다. 그 결과는 표 II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

표 III은 본 발명의 특정한 N,N′-이치환된 구아니딘에 의한 시냅토좀의 
45
Ca 흡수 억제율을 나타낸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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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

하기 표 IV는 본 발명의 특정 N,N′-이치환된 구아니딘에 의한 글루타메이트 방출(지속성 성분)의 억제율
을 나타낸 것이다.

[표 IV]

[실시예 11]

[베라트리딘으로 탈분극된 시냅토좀의 글루타메이트 방출의 억제]

다음, 베라트리딘으로 탈분극된 시냅토좀의 Ca
2+
 방출에 미치는 다양한 농도의 N,N′-디-(아다만탄-2-일)

구아니딘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제5도에 제시된 바와 같이, N,N′-디-(아다만탄-2-일)구아니딘의 농도가 
증가하면 투여용량-의존 방식으로 글루타메이트 방출의 억제를 유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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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2]

[신경아세포종 세포에 있어 나트륨 전류에 미치는 N,N′-디-(5-아세나프틸)구아니딘의 효과]

전체 세포 나트륨 전류는 제7도의 상단에 제시된 자극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전압을 고정시킨 N1E-115 신
경아세포종 세포에서 유도되었다. 이들 세포(N=5)상에 30μM N,N′-디-(5-아세나프틸)구아니딘의 압력을 
제거하면 평균 40% 정도 나트륨 전류 유입이 차단되었다(세포의 49% 억제가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제7도
에 도시되어 있다). 이 약물의 효과는 세척후 일부 반전되었다.

[실시예 13]

[과융해 시스템을 사용한 용도-의존성의 모니터링]

3
H-글루타메이트로 로딩한 시냅토좀을 10초 동안 세척하여 외부의 방사능을 세척해내고 과융해를 개시하였

다. 과융해 과정은 2초간 저-K
+
(3mM) 완충액을 흐르게한 후 1초간 고-K

+
(55mM)을 흐르게 하는 것으로 이루

어진다. 이 과정을 3회 더 반복한 후, 2초간 저-K
+
 완충액을 유류시켰다. 그 결과는 제8도 및 제9도에 제

시되어 있다. 나중에 시행되는 펄스에서 Ca-비의존적 및 Ca-의존적 글루타메이트 방출은 초기 유동율(%)
로서 표시한다. 제8도 및 제9도에 따르면, Ca-비의존적-글루타메이트 방출은 상당히 일정한 반면, Ca-의
존적 성분은 파열되어 원상복귀하는데 시간을 필요로 한다.

[실시예 14]

[N-형 채널에 대한 전기생리학 연구]

ω-코노톡신-감수성 N-형 칼슘 채널을 형질발현하는 하나의 식용 개구리 배근 신경절 세포를 5μM의 N,N
′-디-(아세나프틸)구아니딘으로 처리하였다.  이  용액은 또한 CsCl,  90mM;  크레아틴 포스페이트,  5mM; 
MgATP, 5mM 트리스GTP, 0.3mM; EGTA, 10mM; HEPES, 10mM을 함유하며, pH는 7.2이었다. 제10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상기 화합물은 전류의 약 40%를 억제하였다. 20μM에서, 이 화합물은 거의 모든 전류를 
억제하였다(제시되어 있지는 않음). 대부분의 억제는 약 6분내에 반전되었다(제시되어 있지 않음). 기록 
기간중 칼슘 채널 런다운은 억제의 완전한 역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설명할 수 있다. 이는 특정의 치
환 구아니딘이 시냅스전 칼슘 채널을 막음으로써 신경전달물질 방출을 억제한다는 학설을 더욱 뒷받침해 
준다.

[실시예 15]

[흥분성 시냅스 전달에 대한 전기생리학 연구]

4-6주된 스프라그-다우리(Sprague-Dawley) 래트로부터 해마의 횡단면을 채취하여 표준 조건하에서 유지시
켰다. 제11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시냅스 전위는 방선상층내에 위치시킨 동심의 양극성 플래티늄/
이리듐 전극을 통해 배송된 일정한 전류 전기적 자극을 가함으로써 유발되었다. 세포외의 흥분성 시냅스
후 전위(EPSP′s)는 방선상층 또는 다공층내에 염수-충전된 유리 미소전극을 위치시켜 기록하였다. 개체 
스파이크는 추체세포층내에 전극을 위치시켜 기록하였다.

제12(a)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N,N′-디-(5-아세나프틸)구아니딘의 배쓰 적용은 개체 스파이크를 
완전히 제거하였다. 이 효과는 세척후에 완전히 가역적이다. 상향 전장 EPSP는 또한 약물의 배쓰 관류에 
의해 가역적으로 차단되었다.

제12(b)도에 제시된 바와 같이, N,N′-디-(5-아세나프틸)구아니딘의 배쓰 적용은 전장 EPSP를 거의 완전
하게 제거하였다. 이 효과는 세척후에 충분히 가역적이다. 작은 개체 스파이크는 EPSP의 말기에 겹쳐짐이 
분명하다. 이 화합물의 배쓰 관류는 또한 이들 개체 스파이크를 가역적으로 차단하였다.

제12(c)도는 전기적 자극에 대한 감응의 진폭에 미치는 20μM의 N,N′-디-(5-아세나프틸)구아니딘의 효과
를 나타낸다. EPSP 진폭은 80-90% 감소되었으며 그 감응은 세척후 완전히 원상복귀되었다.

제13도는 해마편에 있어 EPSP 진폭에 미치는 1mM 아데노신(공지된 시냅스전 전달물질 방출 차단물질)의 
효과를 나타내는 두 그래프이다. 제13(a)도는 아데노신의 배쓰 적용이 충분한 가역적 방식으로 거의 완전
하게 전장 EPSP를 제거하였음을 나타낸다. 원상복귀후 눈에 띌 만한 초과량은 없었다. EPSP 말기중에 일
어나는 개체 스파이크는 아데노신에 의해 전체적으로 차단되지만, 세척후 복귀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시냅스전 폭발의 존재와 지속 기간은 아데노신에 의해 영향 받지 않지만, 진폭면에서 약간의 가역적 변화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달물질 방출은 차단될 수도 있지만, 구심성 폭발에는 뚜렷한 효과가 없다. 
또한, 이 실험예는 세포외에서 측정된 시냅스 전위의 시냅스전 중개된 감소와 시냅스후 중개된 감소를 구
별할 수 없다.

제13(b)도는 시간에 따라 정상화된 EPSP 진폭(EPSP 진폭 측정량을 EPSP 진폭 최대량으로 나눈 값, mvol
t)에 미치는 1mM 아데노신의 효과를 나타낸다. 아데노신은 배쓰 적용은 전장 EPSP의 EPSP 진폭을 90% 감
소시켰다(본 명세서에서 제시된 짝지워진 자극에 대한 1차 감응). 이 효과는 세척후에 충분이 가역성이며 
이 단편에서 약간의 초과량이 나타난다.

해마편 기록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얻어진다. N,N′-디-(5-아세나프틸)구아니딘(20μM)의 배
쓰 적용은 거의 그리고 가역적으로 전장 EPSP와 개체 스파이크 둘다의 양을 80∼90% 감소시켰다. 이 화합
물의 효과는 충분히 가역적이다. 이 화합물의 효과는 글루타메이트 방출을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진 시냅
스전의 아데노신 수용체의 작용물질인 아데노신의 작용과 정성적으로 유사하다. 이는 화합물에 의한 신경
전달물질 방출의 시냅스전 억제와 일치한다.

전술한 실시예에서 사용된 것을, 총괄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기재한 본 발명의 반응물질 및/또는 작용 
조건으로 대체함으로써 전술한 실시예들을 유사하게 성공적으로 반복 실시할 수 있다.

전술한 바로부터,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필수적인 특징을 쉽게 인지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정신 및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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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도 다양한 용도 및 조건에 적합하도록 본 발명을 다양하게 변경 및 수정할 수 있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기 식(a), (b), (c), (d), (e) 및 (f)의 화합물, N,N′-디-(아다만탄-1-일)구아니딘, N,N′-디-(아다만
트-2-일)구아니딘,  N-(아다만탄-1-일)-N′-(2-요오도페닐)구아니딘, N-(아다만탄-1-일)-N′-(2-메틸페

닐)구아니딘,  N,N′-디-(1-나프틸)구아니딘,  N-(3-에틸페닐)-N′-(1-나프틸)구아니딘  및 N-(1-나프틸)-
N′-(m-에틸페닐)-N′-메틸구아니딘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의 화합물 또는 그 호변체를 
포함하는, 내인성 신경전달물질의 방출 조절용 약학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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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각 식에서, R, R
1
, R

4
 및 R

5
는 동일 또는 상이하며; 시클로프로필, 시클로펜틸, 시클로헥실, 시클로

헥세닐, 시클로헵틸, 1,4-메틸렌시클로헥실, 1-아다만틸, 2-아다만틸, 엑소 2-노르보르닐, 엔도 2-이소보
르닐, 엑소 2-이소보르닐, 엔도 2-이소보르닐, 멘틸, 시클로펜틸-메틸, 시클로헥실-메틸, 1-시클로헥실에
틸, 2-시클로헥실에틸, 1-시클로헥실프로필, 2-시클로헥실프로필 또는 3-시클로헥실프로필을 포함한, 탄
소수 3 내지 12의 시클로알킬; 카르보시클릭 아릴; 알카릴; 아랄킬; 또는 페닐, 벤질, 1-페닐에틸, 2-페
닐에틸, 1-페닐프로필, 2-페닐프로필, 3-페닐프로필, o-톨릴, m-톨릴, p-톨릴, m,m′-디메틸페닐, o-에틸
페닐, m-에틸페닐, p-에틸페닐, m,m′-디에틸페닐, m-메틸-m′-에틸페닐, o-프로필페닐, 1-나프틸, 2-나
프틸, 비페닐, 인다닐, 인데닐 3-아세나프틸, 5-아세나프틸, 3-아세나프틸렌, 5-아세나프틸렌, 인돌릴 벤
즈티아졸, 퀴놀리닐, 이소퀴놀리닐, 피리딜, 피리미디닐, 피라지닐, 푸라닐, 티에닐, 피롤릴, 티아졸릴, 
옥사졸릴, 쿠마리닐 또는 이미다졸릴을 포함한, 탄소수 6 내지 18이고, 1∼3개의 분리 또는 융합된 고리
를 함유하며 아릴내에 0∼5개의 O, N 및/또는 S 고리 원자를 함유하는 헤테로시클릭 아릴, 알리시클릭 또

는 혼합 고리 시스템이고; 이때 R, R
1
, R

4
 및 R

5
(및 화합물(f)의 아세나프틸 그룹)는 히드록시, 아세테이

트, 옥소, 아미노, 저급 C1-6알킬, 저급 C1-6알킬 아미노, C1-6알콕시, 디-저급 C2-12알킬 아미노, 니트로, 아

지도, 설프히드릴, 시아노, 이소시아네이토, 할로겐, 아미도, 설포네이토 또는 카르바미도로 임의 치환되

며; R
6
은 수소 C1-6알킬, C3-12시클로알킬, 카르보시클릭 아릴, 니트릴, C1-6알콕시카르보닐, C1-6아실 또는 

벤조일이며; R
11
 및 R

12
는 동일 또는 상이하고; 수소 저급 C1-6알킬, 저급 C1-6알킬아미노, C5-10아릴 및 치환 

아릴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며; X
1
, X

2
, X

3
 및 X

4
는  동일  또는  상이하고;  수소,  히드록시, 

아세테이트, 옥소, 아미노, 저급 C1-6알킬, 저급 C1-6알킬 아미노, C1-6알콕시, 디-저급 C2-12알킬 아미노, 니

트로, 아지도, 설프히드릴, 시아노, 이소시아네이토, 할로겐, 아미도, 설포네이토 및 카르바미도로 이루

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며(단, 화합물(e)에서 X
1
, X

2
, X

3
 및 X

4
중 최소한 하나는 수소가 아님); x 및 y는 동

일 또는 상이하고; 0, 1, 2, 3 또는 4이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화합물이  N,N′,N″,N″′-테트라시클로헥실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
′,N″,N″′-테트라페닐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아다만탄-1-일)-N″,N″′-디시클로헥
실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N″,N″′-테트라-(아다만탄-1-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N″,N″′-(아다만탄-2-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아다만탄-1-일)-N″,N″′-
디-(아다만탄-2-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2-노르보르닐)-N″,N″′-디시클로헥실히
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2-이소보르닐)-N″,N″′-디시클로헥실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
미드, N,N′-디-(2-이소보르닐)-N″,N″′-디-(아다만탄-1-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
-(2-이소보르닐)-N″,N″′-디-(아다만탄-2-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N″,N″′-테트라-
(아세나프트-5-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N″,N″′-테트라-(아세나프틸렌-5-일)히드라진
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아세나프트-5-일)-N″,N″′-디-(아세나프틸렌-5-일)히드라진디카르복
시이미다미드,  N,N′-디-(2-노르보르닐)-N″,N″′-디-(아세나프트-5-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2-노르보르닐)-N″,N″′-디-(아세나프틸렌-5-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2-
이소보르닐)-N″,N″′-디-(아세나프트-5-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2-이소보르닐)-
N″,N″′-디-(아세나프틸렌-5-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시클로헥실-N″,N″′-디-(아

세나프트-5-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또는 
N,N′-디시클로헥실-N″,N″′-디-(아세나프틸렌-5-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약학 조성물.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화합물이  N,N′-디-(1-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디-(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디-(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디-(아세나프틸렌-1-일)구아니딘; N-(아다만탄-1-일)-N′-(5-아
세나프틸)구아니딘;  N-(아다만탄-2-일)-N-(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아다만탄-1-일)-N-(3-아세나프틸)
구아니딘;  N-(아다만탄-2-일)-N′-(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아다만탄-1-일)-N′-(아다만트-2-일)구아
니딘;  N-(3-아세나프틸)-N′-(4-플루오로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4-플루오로나프틸)구아
니딘;  N-(3-아세나프틸)-N′-(4-히드록시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4-히드록시나프틸)구아
니딘; N-(3-아세나프틸)-N′-(4-메톡시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4-메톡시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니트로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니트로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아미노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아미노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아지도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아지도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브로모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브로모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시아노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시아노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아미도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아미도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4-요오도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
나프틸)-(4-요오도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7-플루오로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7-플루오로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2-플루오로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2-플루오로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2-메톡시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2-메톡시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2-히드록시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2-히드록시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2-아미노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2-아미노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이소프로필페닐)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이소프로필페닐)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n-프로필페닐)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n-프로필페닐)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2-이소프로필페닐)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2-이소프로필페닐)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시클로프로필페닐)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시클로프로필페닐)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쿠마리닐)구아니딘; N-(5-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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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틸)-N′-(쿠마리닐)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퀴놀리닐)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퀴
놀리닐)구아니딘;  N-(4-히드록시-3-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히드록시-3-아세나프
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4-히드록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히
드록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4-이트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

아니딘;  N-(4-니트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4-아미노-3-아세나프틸)-N′-(아다
만트-1-일)구아니딘;  N-(4-아미노-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4-아미노-5-아세나프
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아미노-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4-메톡
시-3-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메톡시-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

딘;  N-(4-메톡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메톡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
-2-일)구아니딘;  N-(4-브로모-3-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브로모-3-아세나프틸)-N
′-(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4-브로모-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브로모-

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1-옥소-3-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
(1-옥소-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1-옥소-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
니딘;  N-(1-옥소-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2-옥소-3-아세나프틸)-N′-(아다만트-
1-일)구아니딘;  N-(2-옥소-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2-옥소-5-아세나프틸)-N′-
(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2-옥소-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1-브로모-3-아세나
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1-브로모-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1-브
로모-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1-브로모-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

니딘;  N-(2-브로모-3-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2-브로모-3-아세나프틸)-N′-(아다만
트-2-일)구아니딘;  N-(2-브로모-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2-브로모-5-아세나프
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1-히드록시-3-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1-히
드록시-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1-히드록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

구아니딘;  N-(1-히드록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2-히드록시-3-아세나프틸)-N′
-(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2-히드록시-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2-히드록시-
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2-히드록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레닐)-N′-(아다만트-1-일)
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레닐)-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레닐)-N′-(아다만트-
1-일)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레닐)-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N′-비스(4-브로모-3-아세나프
틸)구아니딘;  N,N′-비스(4-브로모-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4-히드록시-3-아세나프틸)구아니
딘; N,N′-비스(4-히드록시-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4-아미노-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
비스(4-아미노-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4-니트로-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4-니트
로-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1-브로모-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1-브로모-5-아세나
프틸)구아니딘;  N,N′-비스(2-브로모-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2-브로모-5-아세나프틸)구아니
딘;  N,N′-비스(1-히드록시-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1-히드록시-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
′-비스(2-히드록시-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2-히드록시-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
(1-옥소-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1-옥소-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2-옥소-3-아세
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2-옥소-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3-아세나프틸레닐)구아니딘; 

N,N′-비스(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4-아지도-5-아세나프틸)구아니딘; 및 N,N′-비스(4-설포
닐-5-아세나프틸)구아니딘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 조성물.

청구항 4 

하기 식(a), (b), (c), (d), (e) 및 (f)의 화합물, N,N′-디-(아다만탄-1-일)구아니딘, N,N′-디-(아다만
트-2-일)구아니딘,  N-(아다만탄-1-일)-N′-(2-요오도페닐)구아니딘, N-(아다만탄-1-일)-N′-(2-메틸페

닐)구아니딘,  N,N′-디-(1-나프틸)구아니딘,  N-(3-에틸페닐)-N′-(1-나프틸)구아니딘  및 N-(1-나프틸)-
N′-(m-에틸페닐)-N′-메틸구아니딘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의 화합물 또는 그 호변체를 
포함하는, 내인성 신경전달물질의 방출 억제용 약학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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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각 식에서, R, R
1
, R

4
 및 R

5
는 동일 또는 상이하며; 시클로프로필, 시클로펜틸, 시클로헥실, 시클로

헥세닐, 시클로헵틸, 1,4-메틸렌시클로헥실, 1-아다만틸, 2-아다만틸, 엑소 2-노르보르닐, 엔도 2-이소보
르닐, 엑소 2-이소보르닐, 엔도 2-이소보르닐, 멘틸, 시클로펜틸-메틸, 시클로헥실-메틸, 1-시클로헥실에
틸, 2-시클로헥실에틸, 1-시클로헥실프로필, 2-시클로헥실프로필 또는 3-시클로헥실프로필을 포함한, 탄
소수 3 내지 12의 시클로알킬; 카르보시클릭 아릴; 알카릴; 아랄킬; 또는 페닐, 벤질, 1-페닐에틸, 2-페
닐에틸, 1-페닐프로필, 2-페닐프로필, 3-페닐프로필, o-톨릴, m-톨릴, p-톨릴, m,m′-디메틸페닐, o-에틸
페닐, m-에틸페닐, p-에틸페닐, m,m′-디에틸페닐, m-메틸-m′-에틸페닐, o-프로필페닐, 1-나프틸, 2-나
프틸, 비페닐, 인다닐, 인데닐 3-아세나프틸, 5-아세나프틸, 3-아세나프틸렌, 5-아세나프틸렌, 인돌릴, 
벤즈티아졸,  퀴놀리닐,  이소퀴놀리닐,  피리딜,  피리미디닐,  피라지닐,  푸라닐,  티에닐,  피롤릴, 

티아졸릴, 옥사졸릴, 쿠마리닐 또는 이미다졸릴을 포함한, 탄소수 6 내지 18이고, 1∼3개의 분리 또는 융
합된 고리를 함유하며 아릴내에 0∼5개의 O, N 및/또는 S 고리 원자를 함유하는 헤테로시클릭 아릴,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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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클릭 또는 혼합 고리 시스템이고; 이때 R, R
1
, R

4
 및 R

5
(및 화합물(f)의 아세나프틸 그룹)는 히드록시 

아세테이트, 옥소, 아미노, 저급 C1-6알킬, 저급 C1-6알킬 아미노, C1-6알콕시, 디-저급 C2-12알킬 아미노, 니

트로, 아지도, 설프히드릴, 시아노, 이소시아네이토, 할로겐, 아미도, 설포네이토 또는 카르바미도로 임

의 치환되며; R
6
은 수소 C1-6알킬, C3-12시클로알킬, 카르보시클릭 아릴, 니트릴, C1-6알콕시카르보닐, C1-6아

실 또는 벤조일이며; R
11
 및 R

12
는 동일 또는 상이하고; 수소 저급 C1-6알킬, 저급 C1-6알킬아미노, C5-10아릴 

및 치환 아릴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며; X
1
, X

2
, X

3
 및 X

4
는 동일 또는 상이하고; 수소, 히드록시, 아

세테이트, 옥소, 아미노, 저급 C1-6알킬, 저급 C1-6알킬 아미노, C1-6알콕시, 디-저급 C2-12알킬 아미노, 니트

로, 아지도, 설프히드릴, 시아노, 이소시아네이토, 할로겐, 아미도, 설포네이토 및 카르바미도로 이루어

지는 군에서 선택되며(단, 화합물(e)에서 X
1
, X

2
, X

3
 및 X

4
중 최소한 하나는 수소가 아님); x 및 y는 동일 

또는 상이하고; 0, 1, 2, 3 또는 4이다.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화합물이  N,N′,N″,N″′-테트라시클로헥실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
′,N″,N″′-테트라페닐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아다만탄-1-일)-N″,N″′-디시클로헥
실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N″,N″′-테트라-(아다만탄-1-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N″,N″′-(아다만탄-2-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아다만탄-1-일)-N″,N″′-
디-(아다만탄-2-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2-노르보르닐)-N″,N″′-디시클로헥실히
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2-이소보르닐)-N″,N″′-디시클로헥실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
미드, N,N′-디-(2-이소보르닐)-N″,N″′-디-(아다만탄-1-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
-(2-이소보르닐)-N″,N″′-디-(아다만탄-2-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N″,N″′-테트라-
(아세나프트-5-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N″,N″′-테트라-(아세나프틸렌-5-일)히드라진

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아세나프트-5-일)-N″,N″′-디-(아세나프틸렌-5-일) 히드라진디카르복
시이미다미드,  N,N′-디-(2-노르보르닐)-N″,N″′-디-(아세나프트-5-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2-노르보르닐)-N″,N″′-디-(아세나프틸렌-5-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2-
이소보르닐)-N″,N″′-디-(아세나프트-5-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2-이소보르닐)-
N″,N″′-디-(아세나프틸렌-5-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시클로헥실-N″,N″′-디-(아

세나프트-5-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또는 
N,N′-디시클로헥실-N″,N″′-디-(아세나프틸렌-5-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약학 조성물.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화합물이  N,N′-디-(1-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디-(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디-(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디-(아세나프틸렌-1-일)구아니딘; N-(아다만탄-1-일)-N′-(5-아
세나프틸)구아니딘;  N-(아다만탄-2-일)-N-(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아다만탄-1-일)-N-(3-아세나프틸)
구아니딘;  N-(아다만탄-2-일)-N′-(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아다만트-1-일)-N′-(아다만트-2-일)구아
니딘;  N-(3-아세나프틸)-N′-(4-플루오로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4-플루오로나프틸)구아
니딘;  N-(3-아세나프틸)-N′-(4-히드록시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4-히드록시나프틸)구아
니딘; N-(3-아세나프틸)-N′-(4-메톡시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4-메톡시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니트로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니트로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아미노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아미노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아지도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아지도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브로모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브로모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시아노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시아노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아미도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아미도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4-요오도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
나프틸)-(4-요오도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7-플루오로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7-플루오로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2-플루오로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2-플루오로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2-메톡시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2-메톡시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2-히드록시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2-히드록시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2-아미노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2-아미노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이소프로필페닐)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이소프로필페닐)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n-프로필페닐)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n-프로필페닐)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2-이소프로필페닐)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2-이소프로필페닐)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시클로프로필페닐)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시클로프로필페닐)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쿠마리닐)구아니딘; N-(5-아세
나프틸)-N′-(쿠마리닐)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퀴놀리닐)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퀴
놀리닐)구아니딘;  N-(4-히드록시-3-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히드록시-3-아세나프
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4-히드록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히
드록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4-이트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

아니딘;  N-(4-니트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4-아미노-3-아세나프틸)-N′-(아다
만트-1-일)구아니딘;  N-(4-아미노-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4-아미노-5-아세나프
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아미노-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4-메톡
시-3-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메톡시-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

딘;  N-(4-메톡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메톡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
-2-일)구아니딘;  N-(4-브로모-3-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브로모-3-아세나프틸)-N
′-(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4-브로모-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브로모-

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1-옥소-3-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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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옥소-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1-옥소-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
니딘;  N-(1-옥소-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2-옥소-3-아세나프틸)-N′-(아다만트-
1-일)구아니딘;  N-(2-옥소-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2-옥소-5-아세나프틸)-N′-
(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2-옥소-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1-브로모-3-아세나
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1-브로모-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1-브
로모-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1-브로모-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

니딘;  N-(2-브로모-3-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2-브로모-3-아세나프틸)-N′-(아다만
트-2-일)구아니딘;  N-(2-브로모-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2-브로모-5-아세나프
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1-히드록시-3-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1-히
드록시-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1-히드록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

구아니딘;  N-(1-히드록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2-히드록시-3-아세나프틸)-N′
-(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2-히드록시-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2-히드록시-
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2-히드록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레닐)-N′-(아다만트-1-일)
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레닐)-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레닐)-N′-(아다만트-
1-일)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레닐)-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N′-비스(4-브로모-3-아세나프
틸)구아니딘;  N,N′-비스(4-브로모-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4-히드록시-3-아세나프틸)구아니
딘; N,N′-비스(4-히드록시-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4-아미노-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
비스(4-아미노-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4-니트로-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4-니트
로-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1-브로모-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1-브로모-5-아세나
프틸)구아니딘;  N,N′-비스(2-브로모-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2-브로모-5-아세나프틸)구아니
딘;  N,N′-비스(1-히드록시-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1-히드록시-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
′-비스(2-히드록시-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2-히드록시-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
(1-옥소-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1-옥소-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2-옥소-3-아세
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2-옥소-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3-아세나프틸레닐)구아니딘; 

N,N′-비스(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4-아지도-5-아세나프틸)구아니딘; 및 N,N′-비스(4-설포
닐-5-아세나프틸)구아니딘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 조성물.

청구항 7 

하기 식(a), (b), (c), (d), (e) 및 (f)의 화합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의 화합물 또는 
그 호변체를 포함하는, 질환의 병태생리가 신경원 세포로부터의 신경전달물질의 과도한 방출과 관련된 신
경계 질환의 치료 또는 예방용 약학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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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각 식에서, R, R
1
, R

4
 및 R

5
는 동일 또는 상이하며; 시클로프로필, 시클로펜틸, 시클로헥실, 시클로

헥세닐, 시클로헵틸, 1,4-메틸렌시클로헥실, 1-아다만틸, 2-아다만틸, 엑소 2-노르보르닐, 엔도 2-이소보
르닐, 엑소 2-이소보르닐, 엔도 2-이소보르닐, 멘틸, 시클로펜틸-메틸, 시클로헥실-메틸, 1-시클로헥실에
틸, 2-시클로헥실에틸, 1-시클로헥실프로필, 2-시클로헥실프로필 또는 3-시클로헥실프로필을 포함한, 탄
소수 3 내지 12의 시클로알킬; 카르보시클릭 아릴; 알카릴; 아랄킬; 또는 페닐, 벤질, 1-페닐에틸, 2-페
닐에틸, 1-페닐프로필, 2-페닐프로필, 3-페닐프로필, o-톨릴, m-톨릴, p-톨릴, m,m′-디메틸페닐, o-에틸
페닐, m-에틸페닐, p-에틸페닐, m,m′-디에틸페닐, m-메틸-m′-에틸페닐, o-프로필페닐, 1-나프틸, 2-나
프틸, 비페닐, 인다닐, 인데닐 3-아세나프틸, 5-아세나프틸, 3-아세나프틸렌, 5-아세나프틸렌, 인돌릴, 
벤즈티아졸,  퀴놀리닐,  이소퀴놀리닐,  피리딜,  피리미디닐,  피라지닐,  푸라닐,  티에닐,  피롤릴, 

티아졸릴, 옥사졸릴, 쿠마리닐 또는 이미다졸릴을 포함한, 탄소수 6 내지 18이고, 1∼3개의 분리 또는 융
합된 고리를 함유하며 아릴내에 0∼5개의 O, N 및/또는 S 고리 원자를 함유하는 헤테로시클릭 아릴, 알리

시클릭 또는 혼합 고리 시스템이고; 이때 R, R
1
, R

4
 및 R

5
(및 화합물(f)의 아세나프틸 그룹)는 히드록시, 

아세테이트, 옥소, 아미노, 저급 C1-6알킬, 저급 C1-6알킬 아미노, C1-6알콕시, 디-저급 C2-12알킬 아미노, 니

트로, 아지도, 설프히드릴, 시아노, 이소시아네이토, 할로겐, 아미도, 설포네이토 또는 카르바미도로 임

의 치환되며; R
6
은 수소 C1-6알킬, C3-12시클로알킬, 카르보시클릭 아릴, 니트릴, C1-6알콕시카르보닐, C1-6아

실 또는 벤조일이며; R
11
 및 R

12
는 동일 또는 상이하고; 수소, 저급 C1-6알킬, 저급 C1-6알킬아미노, C5-10아

릴 및 치환 아릴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며; X
1
, X

2
, X

3
 및 X

4
는 동일 또는 상이하고; 수소, 히드록시, 

아세테이트, 옥소, 아미노, 저급 C1-6알킬, 저급 C1-6알킬 아미노, C1-6알콕시, 디-저급 C2-12알킬 아미노, 니

트로, 아지도, 설프히드릴, 시아노, 이소시아네이토, 할로겐, 아미도, 설포네이토 및 카르바미도로 이루

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며(단, 화합물(e)에서 X
1
, X

2
, X

3
 및 X

4
중 최소한 하나는 수소가 아님); x 및 y는 동

일 또는 상이하고; 0, 1, 2, 3 또는 4이다.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화합물이  N,N′,N″,N″′-테트라시클로헥실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
′,N″,N″′-테트라페닐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아다만탄-1-일)-N″,N″′-디시클로헥
실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N″,N″′-테트라-(아다만탄-1-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N″,N″′-(아다만탄-2-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아다만탄-1-일)-N″,N″′-
디-(아다만탄-2-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2-노르보르닐)-N″,N″′-디시클로헥실히
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2-이소보르닐)-N″,N″′-디시클로헥실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
미드, N,N′-디-(2-이소보르닐)-N″,N″′-디-(아다만탄-1-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
-(2-이소보르닐)-N″,N″′-디-(아다만탄-2-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N″,N″′-테트라-
(아세나프트-5-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N″,N″′-테트라-(아세나프틸렌-5-일)히드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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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N,N′-디-(아세나프트-5-일)-N″,N″′-디-(아세나프틸렌-5-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
이미다미드,  N,N′-디-(2-노르보르닐)-N″,N″′-디-(아세나프트-5-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2-노르보르닐)-N″,N″′-디-(아세나프틸렌-5-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2-
이소보르닐)-N″,N″′-디-(아세나프트-5-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2-이소보르닐)-
N″,N″′-디-(아세나프틸렌-5-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시클로헥실-N″,N″′-디-(아

세나프트-5-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또는 
N,N′-디시클로헥실-N″,N″′-디-(아세나프틸렌-5-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약학 조성물.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화합물이  N,N′-디-(1-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디-(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디-(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디-(아세나프틸렌-1-일)구아니딘; N-(아다만탄-1-일)-N′-(5-아
세나프틸)구아니딘;  N-(아다만탄-2-일)-N-(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아다만탄-1-일)-N-(3-아세나프틸)
구아니딘;  N-(아다만탄-2-일)-N′-(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아다만탄-1-일)-N′-(아다만트-2-일)구아
니딘;  N-(3-아세나프틸)-N′-(4-플루오로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4-플루오로나프틸)구아
니딘;  N-(3-아세나프틸)-N′-(4-히드록시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4-히드록시나프틸)구아
니딘; N-(3-아세나프틸)-N′-(4-메톡시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4-메톡시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니트로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니트로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아미노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아미노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아지도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아지도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브로모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브로모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시아노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시아노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아미도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아미도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4-요오도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
나프틸)-(4-요오도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7-플루오로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7-플루오로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2-플루오로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2-플루오로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2-메톡시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2-메톡시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2-히드록시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2-히드록시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2-아미노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2-아미노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이소프로필페닐)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이소프로필페닐)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n-프로필페닐)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n-프로필페닐)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2-이소프로필페닐)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2-이소프로필페닐)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시클로프로필페닐)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시클로프로필페닐)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쿠마리닐)구아니딘; N-(5-아세
나프틸)-N′-(쿠마리닐)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퀴놀리닐)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퀴
놀리닐)구아니딘;  N-(4-히드록시-3-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히드록시-3-아세나프
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4-히드록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히
드록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4-이트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

아니딘;  N-(4-니트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4-아미노-3-아세나프틸)-N′-(아다
만트-1-일)구아니딘;  N-(4-아미노-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4-아미노-5-아세나프
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아미노-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4-메톡
시-3-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메톡시-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

딘;  N-(4-메톡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메톡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
-2-일)구아니딘;  N-(4-브로모-3-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브로모-3-아세나프틸)-N
′-(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4-브로모-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브로모-

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1-옥소-3-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
(1-옥소-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1-옥소-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
니딘;  N-(1-옥소-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2-옥소-3-아세나프틸)-N′-(아다만트-
1-일)구아니딘;  N-(2-옥소-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2-옥소-5-아세나프틸)-N′-
(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2-옥소-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1-브로모-3-아세나
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1-브로모-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1-브
로모-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1-브로모-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

니딘;  N-(2-브로모-3-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2-브로모-3-아세나프틸)-N′-(아다만
트-2-일)구아니딘;  N-(2-브로모-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2-브로모-5-아세나프
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1-히드록시-3-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1-히
드록시-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1-히드록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

구아니딘;  N-(1-히드록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2-히드록시-3-아세나프틸)-N′
-(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2-히드록시-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2-히드록시-
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2-히드록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레닐)-N′-(아다만트-1-일)
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레닐)-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레닐)-N′-(아다만트-
1-일)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레닐)-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N′-비스(4-브로모-3-아세나프
틸)구아니딘;  N,N′-비스(4-브로모-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4-히드록시-3-아세나프틸)구아니
딘; N,N′-비스(4-히드록시-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4-아미노-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
비스(4-아미노-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4-니트로-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4-니트
로-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1-브로모-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1-브로모-5-아세나
프틸)구아니딘;  N,N′-비스(2-브로모-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2-브로모-5-아세나프틸)구아니
딘;  N,N′-비스(1-히드록시-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1-히드록시-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
′-비스(2-히드록시-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2-히드록시-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
(1-옥소-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1-옥소-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2-옥소-3-아세
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2-옥소-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3-아세나프틸레닐)구아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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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비스(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4-아지도-5-아세나프틸)구아니딘; 및 N,N′-비스(4-설포
닐-5-아세나프틸)구아니딘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 조성물.

청구항 10 

제7항 내지 제9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질환은 헌팅톤병,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알쯔하이머병, 
다운 증후군, 코르사코프 질환, 올리브교소뇌피질 위축증, HIV-유래 치매, HIV-유래 실명 또는 다발성-경
색 치매로 이루어지는 질환 군에서 선택되는 신경변성 질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 조성물.

청구항 11 

제7항 내지 제9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질환은 화학치료요법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오심, 간
질, 경련, 일산화 탄소 중독, 시아나이드 중독, 테트로도톡신 또는 갑각류 독소에 의해 야기된 독성 뇌 
손상, 건망증, 편두통 또는 사상충증 실명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 조성물.

청구항 12 

제7항 내지 제9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질환이 저산소증, 저혈당증, 뇌 또는 척수 허혈증, 뇌 또
는 척수 외상, 발작, 심장 마비 또는 익사로 인해 야기되는 신경 세포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약학 조성물.

청구항 13 

하기 식(a), (b), (c), (d), (e) 및 (f)의 화합물, N,N′-디-(아다만탄-1-일)구아니딘, N,N′-디-(아다만
트-2-일)구아니딘,  N-(아다만탄-1-일)-N′-(2-요오도페닐)구아니딘, N-(아다만탄-1-일)-N′-(2-메틸페

닐)구아니딘,  N,N′-디-(1-나프틸)구아니딘,  N-(3-에틸페닐)-N′-(1-나프틸)구아니딘  및 N-(1-나프틸)-
N′-(m-에틸페닐)-N′-메틸구아니딘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의 화합물 또는 그 호변체를 
포함하는, 포유동물의 신경원 세포의 전압 감수성 나트륨 채널 차단용 약학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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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각 식에서, R, R
1
, R

4
 및 R

5
는 동일 또는 상이하며; 시클로프로필, 시클로펜틸, 시클로헥실, 시클로

헥세닐, 시클로헵틸, 1,4-메틸렌시클로헥실, 1-아다만틸, 2-아다만틸, 엑소 2-노르보르닐, 엔도 2-이소보
르닐, 엑소 2-이소보르닐, 엔도 2-이소보르닐, 멘틸, 시클로펜틸-메틸, 시클로헥실-메틸, 1-시클로헥실에
틸, 2-시클로헥실에틸, 1-시클로헥실프로필, 2-시클로헥실프로필 또는 3-시클로헥실프로필을 포함한, 탄
소수 3 내지 12의 시클로알킬; 카르보시클릭 아릴; 알카릴; 아랄킬; 또는 페닐, 벤질, 1-페닐에틸, 2-페
닐에틸, 1-페닐프로필, 2-페닐프로필, 3-페닐프로필, o-톨릴, m-톨릴, p-톨릴, m,m′-디메틸페닐, o-에틸
페닐, m-에틸페닐, p-에틸페닐, m,m′-디에틸페닐, m-메틸-m′-에틸페닐, o-프로필페닐, 1-나프틸, 2-나
프틸, 비페닐, 인다닐, 인데닐 3-아세나프틸, 5-아세나프틸, 3-아세나프틸렌, 5-아세나프틸렌, 인돌릴 벤
즈티아졸, 퀴놀리닐, 이소퀴놀리닐, 피리딜, 피리미디닐, 피라지닐, 푸라닐, 티에닐, 피롤릴, 티아졸릴, 
옥사졸릴, 쿠마리닐 또는 이미다졸릴을 포함한, 탄소수 6 내지 18이고, 1∼3개의 분리 또는 융합된 고리
를 함유하며 아릴내에 0∼5개의 O, N 및/또는 S 고리 원자를 함유하는 헤테로시클릭 아릴, 알리시클릭 또

는 혼합 고리 시스템이고; 이때 R, R
1
, R

4
 및 R

5
(및 화합물(f)의 아세나프틸 그룹)는 히드록시, 아세테이

트, 옥소, 아미노, 저급 C1-6알킬, 저급 C1-6알킬 아미노, C1-6알콕시, 디-저급 C2-12알킬 아미노, 니트로, 아

지도, 설프히드릴, 시아노, 이소시아네이토, 할로겐, 아미도, 설포네이토 또는 카르바미도로 임의 치환되

며; R
6
은 수소 C1-6알킬, C3-12시클로알킬, 카르보시클릭 아릴, 니트릴, C1-6알콕시카르보닐, C1-6아실 또는 

벤조일이며; R
11
 및 R

12
는 동일 또는 상이하고; 수소 저급 C1-6알킬, 저급 C1-6알킬아미노, C5-10아릴 및 치환 

아릴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며; X
1
, X

2
, X

3
 및 X

4
는  동일  또는  상이하고;  수소,  히드록시, 

아세테이트, 옥소, 아미노, 저급 C1-6알킬, 저급 C1-6알킬 아미노, C1-6알콕시, 디-저급 C2-12알킬 아미노, 니

트로, 아지도, 설프히드릴, 시아노, 이소시아네이토, 할로겐, 아미도, 설포네이토 및 카르바미도로 이루

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며(단, 화합물(e)에서 X
1
, X

2
, X

3
 및 X

4
중 최소한 하나는 수소가 아님); x 및 y는 동

일 또는 상이하고; 0, 1, 2, 3 또는 4이다.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화합물이  N,N′,N″,N″′-테트라시클로헥실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N″,N″′-테트라페닐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아다만탄-1-일)-N″,N″′-디시클
로헥실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N″,N″′-테트라-(아다만탄-1-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
미드,  N,N′,N″,N″′-(아다만탄-2-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아다만탄-1-일)-N″,N
″′-디-(아다만탄-2-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2-노르보르닐)-N″,N″′-디시클로헥
실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2-이소보르닐)-N″,N″′-디시클로헥실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
미다미드,  N,N′-디-(2-이소보르닐)-N″,N″′-디-(아다만탄-1-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
′-디-(2-이소보르닐)-N″,N″′-디-(아다만탄-2-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N″,N″′-테
트라-(아세나프트-5-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N″,N″′-테트라-(아세나프틸렌-5-일)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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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아세나프트-5-일)-N″,N″′-디-(아세나프틸렌-5-일)히드라진디카
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2-노르보르닐)-N″,N″′-디-(아세나프트-5-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
드,  N,N′-디-(2-노르보르닐)-N″,N″′-디-(아세나프틸렌-5-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
-(2-이소보르닐)-N″,N″′-디-(아세나프트-5-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2-이소보르닐)-N″,N″′-디-(아세나프틸렌-5-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시클
로헥실-N″,N″′-디-(아세나프트-5-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또는 N,N′-디시클로헥실-N″,N″
′-디-(아세나프틸렌-5-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 조성물.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화합물이  N,N′-디-(1-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디-(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디-(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디-(아세나프틸렌-1-일)구아니딘; N-(아다만탄-1-일)-N′-(5-아
세나프틸)구아니딘;  N-(아다만탄-2-일)-N-(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아다만탄-1-일)-N-(3-아세나프틸)
구아니딘;  N-(아다만탄-2-일)-N′-(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아다만트-1-일)-N′-(아다만트-2-일)구아
니딘;  N-(3-아세나프틸)-N′-(4-플루오로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4-플루오로나프틸)구아
니딘;  N-(3-아세나프틸)-N′-(4-히드록시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4-히드록시나프틸)구아
니딘; N-(3-아세나프틸)-N′-(4-메톡시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4-메톡시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니트로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니트로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아미노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아미노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아지도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아지도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브로모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브로모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시아노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시아노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아미도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아미도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4-요오도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
나프틸)-(4-요오도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7-플루오로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7-플루오로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2-플루오로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2-플루오로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2-메톡시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2-메톡시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2-히드록시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2-히드록시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2-아미노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2-아미노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이소프로필페닐)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이소프로필페닐)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n-프로필페닐)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n-프로필페닐)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2-이소프로필페닐)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2-이소프로필페닐)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시클로프로필페닐)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시클로프로필페닐)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쿠마리닐)구아니딘; N-(5-아세
나프틸)-N′-(쿠마리닐)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퀴놀리닐)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퀴
놀리닐)구아니딘;  N-(4-히드록시-3-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히드록시-3-아세나프
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4-히드록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히
드록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4-이트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

아니딘;  N-(4-니트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4-아미노-3-아세나프틸)-N′-(아다
만트-1-일)구아니딘;  N-(4-아미노-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4-아미노-5-아세나프
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아미노-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4-메톡
시-3-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메톡시-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

딘;  N-(4-메톡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메톡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
-2-일)구아니딘;  N-(4-브로모-3-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브로모-3-아세나프틸)-N
′-(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4-브로모-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브로모-5-
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1-옥소-3-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
(1-옥소-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1-옥소-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
니딘;  N-(1-옥소-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2-옥소-3-아세나프틸)-N′-(아다만트-
1-일)구아니딘;  N-(2-옥소-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2-옥소-5-아세나프틸)-N′-
(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2-옥소-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1-브로모-3-아세나
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1-브로모-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1-브
로모-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1-브로모-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

니딘;  N-(2-브로모-3-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2-브로모-3-아세나프틸)-N′-(아다만
트-2-일)구아니딘;  N-(2-브로모-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2-브로모-5-아세나프
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1-히드록시-3-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1-히
드록시-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1-히드록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
구아니딘;   N-(1-히드록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2-히드록시-3-아세나프틸)-
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2-히드록시-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2-히드록
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2-히드록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
니딘;  N-(3-아세나프틸레닐)-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레닐)-N′-(아다만트-2-일)구
아니딘;  N-(5-아세나프틸레닐)-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레닐)-N′-(아다만트-2-

일)구아니딘;  N,N′-비스(4-브로모-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4-브로모-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4-히드록시-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4-히드록시-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
스(4-아미노-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4-아미노-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4-니트로-
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4-니트로-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1-브로모-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1-브로모-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
(2-브로모-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2-브로모-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1-히드록시-
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1-히드록시-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2-히드록시-3-아세나
프틸)구아니딘;  N,N′-비스(2-히드록시-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1-옥소-3-아세나프틸)구아니
딘;  N,N′-비스(1-옥소-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2-옥소-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
(2-옥소-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3-아세나프틸레닐)구아니딘; N,N′-비스(5-아세나프틸)구아
니딘;  N,N′-비스(4-아지도-5-아세나프틸)구아니딘; 및 N,N′-비스(4-설포닐-5-아세나프틸)구아니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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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 조성물.

청구항 16 

하기 식(a), (b), (c), (d), (e) 및 (f)의 화합물, N,N′-디-(아다만탄-1-일)구아니딘, N,N′-디-(아다만
트-2-일)구아니딘,  N-(아다만탄-1-일)-N′-(2-요오도페닐)구아니딘, N-(아다만탄-1-일)-N′-(2-메틸페

닐)구아니딘,  N,N′-디-(1-나프틸)구아니딘,  N-(3-에틸페닐)-N′-(1-나프틸)구아니딘  및 N-(1-나프틸)-
N′-(m-에틸페닐)-N′-메틸구아니딘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의 화합물 또는 그 호변체를 
포함하는, 포유동물의 신경원 세포의 전압 감수성 칼슘 채널 차단용 약학 조성물:

상기 각 식에서, R, R
1
, R

4
 및 R

5
는 동일 또는 상이하며; 시클로프로필, 시클로펜틸, 시클로헥실, 시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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헥세닐, 시클로헵틸, 1,4-메틸렌시클로헥실, 1-아다만틸, 2-아다만틸, 엑소 2-노르보르닐, 엔도 2-이소보
르닐, 엑소 2-이소보르닐, 엔도 2-이소보르닐, 멘틸, 시클로펜틸-메틸, 시클로헥실-메틸, 1-시클로헥실에
틸, 2-시클로헥실에틸, 1-시클로헥실프로필, 2-시클로헥실프로필 또는 3-시클로헥실프로필을 포함한, 탄
소수 3 내지 12의 시클로알킬; 카르보시클릭 아릴; 알카릴; 아랄킬; 또는 페닐, 벤질, 1-페닐에틸, 2-페
닐에틸, 1-페닐프로필, 2-페닐프로필, 3-페닐프로필, o-톨릴, m-톨릴, p-톨릴, m,m′-디메틸페닐, o-에틸
페닐, m-에틸페닐, p-에틸페닐, m,m′-디에틸페닐, m-메틸-m′-에틸페닐, o-프로필페닐, 1-나프틸, 2-나
프틸, 비페닐, 인다닐, 인데닐 3-아세나프틸, 5-아세나프틸, 3-아세나프틸렌, 5-아세나프틸렌, 인돌릴 벤
즈티아졸, 퀴놀리닐, 이소퀴놀리닐, 피리딜, 피리미디닐, 피라지닐, 푸라닐, 티에닐, 피롤릴, 티아졸릴, 
옥사졸릴, 쿠마리닐 또는 이미다졸릴을 포함한, 탄소수 6 내지 18이고, 1∼3개의 분리 또는 융합된 고리
를 함유하며 아릴내에 0∼5개의 O, N 및/또는 S 고리 원자를 함유하는 헤테로시클릭 아릴, 알리시클릭 또

는 혼합 고리 시스템이고; 이때 R, R
1
, R

4
 및 R

5
(및 화합물(f)의 아세나프틸 그룹)는 히드록시 

아세테이트, 옥소, 아미노, 저급 C1-6알킬, 저급 C1-6알킬 아미노, C1-6알콕시, 디-저급 C2-12알킬 아미노, 니

트로, 아지도, 설프히드릴, 시아노, 이소시아네이토, 할로겐, 아미도, 설포네이토 또는 카르바미도로 임

의 치환되며; R
6
은 수소 C1-6알킬, C3-12시클로알킬, 카르보시클릭 아릴, 니트릴, C1-6알콕시카르보닐, C1-6아

실 또는 벤조일이며; R
11
 및 R

12
는 동일 또는 상이하고; 수소 저급 C1-6알킬, 저급 C1-6알킬아미노, C5-10아릴 

및 치환 아릴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며; X
1
, X

2
, X

3
 및 X

4
는 동일 또는 상이하고; 수소, 히드록시, 아

세테이트, 옥소, 아미노, 저급 C1-6알킬, 저급 C1-6알킬 아미노, C1-6알콕시, 디-저급 C2-12알킬 아미노, 니트

로, 아지도, 설프히드릴, 시아노, 이소시아네이토, 할로겐, 아미도, 설포네이토 및 카르바미도로 이루어

지는 군에서 선택되며(단, 화합물(e)에서 X
1
, X

2
, X

3
 및 X

4
중 최소한 하나는 수소가 아님); x 및 y는 동일 

또는 상이하고; 0, 1, 2, 3 또는 4이다.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화합물이  N,N′,N″,N″′-테트라시클로헥실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N″,N″′-테트라페닐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아다만탄-1-일)-N″,N″′-디시클
로헥실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N″,N″′-테트라-(아다만탄-1-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
미드,  N,N′,N″,N″′-(아다만탄-2-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아다만탄-1-일)-N″,N
″′-디-(아다만탄-2-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2-노르보르닐)-N″,N″′-디시클로헥
실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2-이소보르닐)-N″,N″′-디시클로헥실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
미다미드,  N,N′-디-(2-이소보르닐)-N″,N″′-디-(아다만탄-1-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
′-디-(2-이소보르닐)-N″,N″′-디-(아다만탄-2-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N″,N″′-테
트라-(아세나프트-5-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N″,N″′-테트라-(아세나프틸렌-5-일)히드
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아세나프트-5-일)-N″,N″′-디-(아세나프틸렌-5-일)히드라진디카
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2-노르보르닐)-N″,N″′-디-(아세나프트-5-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
드,  N,N′-디-(2-노르보르닐)-N″,N″′-디-(아세나프틸렌-5-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
-(2-이소보르닐)-N″,N″′-디-(아세나프트-5-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2-이소보르닐)-N″,N″′-디-(아세나프틸렌-5-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시클
로헥실-N″,N″′-디-(아세나프트-5-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또는 N,N′-디시클로헥실-N″,N″
′-디-(아세나프틸렌-5-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 조성물.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화합물이  N,N′-디-(1-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디-(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디-(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디-(아세나프틸렌-1-일)구아니딘; N-(아다만탄-1-일)-N′-(5-아
세나프틸)구아니딘;  N-(아다만탄-2-일)-N-(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아다만탄-1-일)-N-(3-아세나프틸)
구아니딘;  N-(아다만탄-2-일)-N′-(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아다만탄-1-일)-N′-(아다만트-2-일)구아
니딘;  N-(3-아세나프틸)-N′-(4-플루오로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4-플루오로나프틸)구아
니딘;  N-(3-아세나프틸)-N′-(4-히드록시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4-히드록시나프틸)구아
니딘; N-(3-아세나프틸)-N′-(4-메톡시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4-메톡시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니트로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니트로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아미노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아미노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아지도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아지도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브로모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브로모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시아노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시아노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아미도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아미도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4-요오도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
나프틸)-(4-요오도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7-플루오로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7-플루오로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2-플루오로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2-플루오로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2-메톡시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2-메톡시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2-히드록시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2-히드록시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2-아미노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2-아미노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이소프로필페닐)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이소프로필페닐)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n-프로필페닐)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n-프로필페닐)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2-이소프로필페닐)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2-이소프로필페닐)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시클로프로필페닐)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시클로프로필페닐)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쿠마리닐)구아니딘; N-(5-아세
나프틸)-N′-(쿠마리닐)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퀴놀리닐)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퀴
놀리닐)구아니딘;  N-(4-히드록시-3-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히드록시-3-아세나프
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4-히드록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히
드록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4-이트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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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딘;  N-(4-니트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4-아미노-3-아세나프틸)-N′-(아다
만트-1-일)구아니딘;  N-(4-아미노-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4-아미노-5-아세나프
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아미노-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4-메톡
시-3-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메톡시-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

딘;  N-(4-메톡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메톡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
-2-일)구아니딘;  N-(4-브로모-3-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브로모-3-아세나프틸)-N
′-(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4-브로모-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브로모-5-
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1-옥소-3-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
(1-옥소-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1-옥소-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
니딘;  N-(1-옥소-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2-옥소-3-아세나프틸)-N′-(아다만트-
1-일)구아니딘;  N-(2-옥소-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2-옥소-5-아세나프틸)-N′-
(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2-옥소-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1-브로모-3-아세나
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1-브로모-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1-브
로모-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1-브로모-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

니딘;  N-(2-브로모-3-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2-브로모-3-아세나프틸)-N′-(아다만
트-2-일)구아니딘;  N-(2-브로모-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2-브로모-5-아세나프
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1-히드록시-3-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1-히
드록시-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1-히드록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
구아니딘;   N-(1-히드록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2-히드록시-3-아세나프틸)-
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2-히드록시-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2-히드록
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2-히드록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

니딘;  N-(3-아세나프틸레닐)-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레닐)-N′-(아다만트-2-일)구
아니딘;  N-(5-아세나프틸레닐)-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레닐)-N′-(아다만트-2-

일)구아니딘;  N,N′-비스(4-브로모-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4-브로모-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4-히드록시-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4-히드록시-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
스(4-아미노-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4-아미노-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4-니트로-
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4-니트로-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1-브로모-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1-브로모-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
(2-브로모-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2-브로모-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1-히드록시-
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1-히드록시-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2-히드록시-3-아세나
프틸)구아니딘;  N,N′-비스(2-히드록시-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1-옥소-3-아세나프틸)구아니
딘;  N,N′-비스(1-옥소-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2-옥소-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
(2-옥소-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3-아세나프틸레닐)구아니딘; N,N′-비스(5-아세나프틸)구아
니딘;  N,N′-비스(4-아지도-5-아세나프틸)구아니딘; 및 N,N′-비스(4-설포닐-5-아세나프틸)구아니딘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 조성물.

청구항 19 

N,N′-디-(아다만탄-1-일)-N″,N″′-디시클로헥실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N″,N″′-테트
라-(아다만탄-1-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N″,N″′-테트라-(아다만탄-2-일)-히드라진디
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아다만탄-1-일)-N″,N″′-디-(아다만탄-2-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
다미드,  N,N′-디-(2-노르보르닐)-N″,N″′-디시클로헥실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2-이
소보르닐)-N″,N″′-디시클로헥실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2-이소보르닐)-N″,N″′-디

--(아다만탄-1-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2-이소보르닐)-N″,N″′-디-(아다만탄-
2-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N″,N″′-테트라-(아세나프트-5-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
다미드,  N,N′,N″,N″′-테트라-(아세나프틸렌-5-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아세나프
트-5-일)-N″,N″′-디-(아세나프틸렌-5-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2-노르보르닐)-N″,N″′-디-(아세나프트-5-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2-노
르보르닐)-N″,N″′-디-(아세나프틸렌-5-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2-이소보르닐)-
N″,N″′-디-(아세나프트-5-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2-이소보르닐)-N″,N″′-디-

(아세나프틸렌-5-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시클로헥실--N″,N″′-디-(아세나프트-5-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및 N,N′-디시클로헥
실-N″,N″′-디-(아세나프틸렌-5-일)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된  화합물 
또는 그것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청구항 20 

하기 식(e)의 화합물 또는 그것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상기 식에서, X
1
, X

2
, X

3
 및 X

4
는 동일 또는 상이하며, 수소, 히드록시, 아세테이트, 옥소, 아미노, 저급 

C1-6알킬, 저급 C1-6알킬 아미노, C1-6알콕시, 디-저급 C2-12알킬 아미노, 니트로, 아지도, 설프히드릴, 시아

노, 이소시아네이토, 할로겐, 아미도 및 카르바미도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고; 이때, X
1
, X

2
, X

3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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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4
중 적어도 하나는 수소가 아니며; x 및 y는 동일 또는 상이하고 0, 1, 2, 3 또는 4이다.

청구항 21 

하기 식(f)의 아세나프틸-치환된 구아니딘 또는 그것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상기 식에서, R은 시클로프로필, 시클로펜틸, 시클로헥실, 시클로헥세닐, 시클로헵틸, 1,4-메틸렌시클로
헥실, 1-아다만틸, 2-아다만틸, 엑소 2-노르보르닐, 엔도 2-노르보르닐, 엑소 2-이소보르닐, 엔도 2-이소
보르닐, 멘틸, 시클로펜틸-메틸, 시클로헥실-메틸, 1-시클로헥실에틸, 2-시클로헥실에틸, 1-시클로헥실프
로필, 2-시클로헥실프로필 또는 3-시클로헥실프로필을 포함한, 탄소수 3 내지 12의 시클로알킬; 카르보시
클릭 아릴; 알카릴; 아랄킬; 또는 페닐, 벤질, 1-페닐에틸, 2-페닐에틸, 1-페닐프로필, 2-페닐프로필, 3-
페닐프로필, o-톨릴, m-톨릴, p-톨릴, m,m′-디메틸페닐, o-에틸페닐, m-에틸페닐, p-에틸페닐, m,m′-디
에틸페닐, m-메틸-m′-에틸페닐, o-프로필페닐, 1-나프틸, 2-나프틸, 비페닐, 인다닐, 인데닐 3-아세나프
틸, 5-아세나프틸, 3-아세나프틸렌, 5-아세나프틸렌, 인돌릴 벤즈티아졸, 퀴놀리닐, 이소퀴놀리닐, 피리
딜, 피리미디닐, 피라지닐, 푸라닐, 티에닐, 피롤릴, 티아졸릴, 옥사졸릴, 쿠마리닐 또는 이미다졸릴을 
포함한, 탄소수 6 내지 18이고, 1∼3개의 분리 또는 융합된 고리를 함유하며 아릴내에 0∼5개의 O, N 및/

또는 S 고리 원자를 함유하는 헤테로시클릭 아릴, 알리시클릭 또는 혼합 고리 시스템이고; R
11
 및 R

12
는 동

일 또는 상이하며, 수소 저급 C1-6알킬, 저급 C1-6알킬 아미노, C5-10아릴 및 치환 아릴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고; 이때 R 및 아세나프틸 그룹은 히드록시, 아세테이트, 옥소, 아미노, 저급 C1-6알킬, 저급 C1-6알

킬 아미노, C1-6알콕시, 디-저급 C2-12알킬 아미노, 니트로, 아지도, 설프히드릴, 시아노, 이소시아네이토, 

할로겐, 아미도, 설포네이토 또는 카르바미도로 임의 치환된다.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화합물이  N,N′-디-(1-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디-(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디-(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디-(아세나프틸렌-1-일)구아니딘; N-(아다만탄-1-일)-N′-(5-아
세나프틸)구아니딘;  N-(아다만탄-2-일)-N-(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아다만탄-1-일)-N-(3-아세나프틸)
구아니딘;  N-(아다만탄-2-일)-N′-(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아다만트-1-일)-N′-(아다만트-2-일)구아
니딘;  N-(3-아세나프틸)-N′-(4-플루오로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4-플루오로나프틸)구아
니딘;  N-(3-아세나프틸)-N′-(4-히드록시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4-히드록시나프틸)구아
니딘; N-(3-아세나프틸)-N′-(4-메톡시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4-메톡시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니트로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니트로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아미노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아미노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아지도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아지도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브로모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브로모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시아노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시아노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아미도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아미도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4-요오도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
나프틸)-(4-요오도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7-플루오로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7-플루오로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2-플루오로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2-플루오로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2-메톡시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2-메톡시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2-히드록시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2-히드록시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2-아미노나프틸)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2-아미노나프틸)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이소프로필페닐)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이소프로필페닐)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n-프로필페닐)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n-프로필페닐)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2-이소프로필페닐)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2-이소프로필페닐)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4-시클로프로필페닐)구아니딘; N-
(5-아세나프틸)-N-(4-시클로프로필페닐)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쿠마리닐)구아니딘; N-(5-아세
나프틸)-N′-(쿠마리닐)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N′-(퀴놀리닐)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퀴
놀리닐)구아니딘;  N-(4-히드록시-3-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히드록시-3-아세나프
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4-히드록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히
드록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4-이트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

아니딘;  N-(4-니트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4-아미노-3-아세나프틸)-N′-(아다
만트-1-일)구아니딘;  N-(4-아미노-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4-아미노-5-아세나프
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아미노-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4-메톡
시-3-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메톡시-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

딘;  N-(4-메톡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메톡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
-2-일)구아니딘;  N-(4-브로모-3-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브로모-3-아세나프틸)-N
′-(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4-브로모-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4-브로모-5-
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1-옥소-3-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
(1-옥소-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1-옥소-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
니딘;  N-(1-옥소-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2-옥소-3-아세나프틸)-N′-(아다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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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구아니딘;  N-(2-옥소-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2-옥소-5-아세나프틸)-N′-
(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2-옥소-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1-브로모-3-아세나
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1-브로모-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1-브
로모-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1-브로모-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

니딘;  N-(2-브로모-3-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2-브로모-3-아세나프틸)-N′-(아다만
트-2-일)구아니딘;  N-(2-브로모-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2-브로모-5-아세나프
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1-히드록시-3-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1-히
드록시-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1-히드록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
구아니딘;   N-(1-히드록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2-히드록시-3-아세나프틸)-
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2-히드록시-3-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니딘; N-(2-히드록
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2-히드록시-5-아세나프틸)-N′-(아다만트-2-일)구아
니딘;  N-(3-아세나프틸레닐)-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3-아세나프틸레닐)-N′-(아다만트-2-일)구
아니딘;  N-(5-아세나프틸레닐)-N′-(아다만트-1-일)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레닐)-N′-(아다만트-2-

일)구아니딘;  N,N′-비스(4-브로모-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4-브로모-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4-히드록시-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4-히드록시-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
스(4-아미노-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4-아미노-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4-니트로-
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4-니트로-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1-브로모-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1-브로모-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
(2-브로모-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2-브로모-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1-히드록시-
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1-히드록시-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2-히드록시-3-아세나
프틸)구아니딘;  N,N′-비스(2-히드록시-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1-옥소-3-아세나프틸)구아니
딘;  N,N′-비스(1-옥소-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2-옥소-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
(2-옥소-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3-아세나프틸레닐)구아니딘; N,N′-비스(5-아세나프틸)구아
니딘;  N,N′-비스(4-아지도-5-아세나프틸)구아니딘;  및  N,N′-비스(4-설포닐-5-아세나프틸)구아니딘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된 아세나프틸-치환된 구아니딘.

청구항 23 

N,N′-비스(4-이소프로필페닐)구아니딘;  N,N′-비스(4-3차-부틸페닐)구아니딘; N,N′-비스(4-4-n-부틸페
닐)구아니딘; N,N′-비스(4-시클로헥실페닐)구아니딘; N,N′-비스(4-비페닐)구아니딘; N,N′-비스(4-네오
펜틸페닐)구아니딘;  및  N,N′-비스(4-시클로프로필페닐)구아니딘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된  화합물 
또는 그것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청구항 24 

N,N′-비스(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아다만탄-1-일)-N′-(α-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
(4-이소프로필페닐)구아니딘,  N-(아다만탄-1-일)-N′-(아다만탄-2-일)구아니딘, N,N′-비스(p-3차-부틸페
닐))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4-플루오로나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4-히드록시나
프틸))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4-메톡시나프틸))구아니딘, 
N-아다만탄-2-일)-N′-(5-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비스(3-아세나프틸)구아니딘, N,N′,N″,N″′-
테트라시클로헥실히드라진디카르복시이미다미드,  N,N′-디-(아다만탄-2-일))구아니딘, N,N′-비스(1-나프
틸)구아니딘,  N,N′-디-(4-이소프로필페닐))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아다만탄-1-일))구아니딘, 
N-(5-아세나프틸)-N′-(1-나프틸)구아니딘  및  N,N′-디-(아다만탄-1-일)구아니딘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된 화합물; 또는 그것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청구항 25 

제19항 내지 제24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방사능 표지시킨 형태의 화합물.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방사능 표지체는 
3
H, 

11
C, 

14
C, 

18
F,   

125
I, 

131
I, 

15
N, 

35
S 및 

32
P로 이루어지는 군에

서 선택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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