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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eus forskholii의 구성성분 및 Forskolin 관련 유도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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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leus forskholii is an herb growing mainly in India and has been used for medicinal purposes from the
ancient times. Forskolin is one of the main components of Coleus forskholii’s root. Several forskolin derivatives in the
extracts of root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structural features. Forskolin is known to possess a variety of biological
activities such as anti-obesity, anti-glaucoma, anti-heart disease, anti-hypertension and oncolytic effects. A lot of biological
activities and medicinal effects have been discussed along with mechanistic aspects. In particular, treatment against obesity
associated with lean body mass was mentioned. Synthesis of forskolin through several intermediates and the related
derivatives were briefly discussed. It is suggested that forskolin and its derivatives deserve to be further investigated for
medicinal purposes.
Keywords Coleus forskholii, forskolin, 1,9-dideoxyforskolin, anti-obesity

서 론(Introduction)

서 유해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런 단점
을 보완하고자 초임계 유체 추출법이 시도되었고 그 외에도 수
3)

Coleus forskholii는 꿀풀과에 속하는 관엽식물로서 forskolin (또

용성 추출(hydrotropic extraction),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추출법

는 forskholin, forskohlin 으로도 표기), deoxyforskolin 및 coleol

등이 알려져 있다.

6,7)

Coleus forskholii 뿌리 추출물의 성분인 forskolin은 여러 가지

등의 다양한 유도체를 함유하고 있다. Coleus forskholii는 히말
라야 산맥을 거쳐서 주로 남인도 지방에서 서식한다고 알려져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만, 녹내장, 심장

있으며 고대로부터 그 지방의 약초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질환, 항암성분 효과 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여

Coleus forskholii는 오래 전부터 뿌리를 절여서 다용도로 사용되

러 효능들과 관련된 forskolin의 작용기작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

어 왔으며, 인도에서 의약적 용도로 어린아이들의 변비약으로

준의 연구가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 중 아데닐산 고리화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Coleus forskholii의 뿌리 추출물에

효소(Adenyl Cyclase, AC) 활성화를 통한 cyclic AMP (cAMP)

는 forskolin이 존재하는데, 이 화합물은 여러 부위 중 뿌리에만

농도조절과 cAMP-의존성 단백질 인산화효소 활성, 스테로이드

1)

2)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Forskolin을 Coleus forskholii의

합성 및 부신피질자극 호르몬 분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뿌리로부터 추출하는 보편적인 방법은 유기용매를 사용하여 추

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forskolin의 합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3)

출하는 것인데, 두 종류 이상의 유기용매에 대한 용해도 차이를

진행되어 전합성은 완료되었으나, 긴 반응경로 및 낮은 수율로

사용하여 forskolin을 분리해내는 방법과, 메탄올로 Coleus

인해 경제적인 면에서 활용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forskholii를 추출한 다음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으로 forskolin을 분

본 논문은 forskolin과 관련된 하나의 고찰논문으로서 Coleus

그러나 이 방법들은 유기

forskholii 추출물의 주요 성분인 forskolin 및 그 관련 성분에 관

용매를 대량으로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환경 등 여러가지 면에

해 논하고, 이들이 나타내는 다양한 효능 및 작용기작을 살펴보

리해내는 방법 등이 보고되어 있다.

4,5)

고, 또한 이러한 특이한 구조를 가진 forskolin의 전합성 및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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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ctures of the main components of Coleus forskolii

Coleus forskolii의 구성성분
Fig. 1에 제시된 것 처럼 Coleus forskolii 뿌리에는 forskolin
(1), 1,9-dideoxy-forskolin (2), deacetylforskolin (DAF) (3), 1,9dideoxy-7-deacetylforskolin (4), 9-deoxyforskolin (5), coleol (6)

될 수 있고,

20)

AC를 활성화 시키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21)

Forskolin의 효능 및 기작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forskolin은 여러 효능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한다. Coleus forskolii의 뿌리에는 약 0.5-1.0% 함량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관지 천식, 녹내장, 심장 질환, 당뇨,

forskolin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 다른 forskolin 유도체들도 존

고혈압, 비만 등의 질병에 효능을 가지고 있고,

재하는데 (2-6) 해당 서식지에 따라 forskolin 유도체들의 함량

기분전환 작용, 항암 작용, 항 혈소판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

비율들도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 알려져 있다.

3,8,9)

1,4,22,23)

4,24,25)

그 외에도

그 중 forskolin의 비만 방지 효과에 관한

Forskolin (1) 다음으로 많이 존재하는 1,9-dideoxyforskolin (2)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황인데, forskolin 추출물이 지방

은 AC를 활성화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으며 forskolin (1)의 효

제외체중(lean body mass)을 증가시켜주는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능이나 기작을 연구할 때 AC 활성화의 관계성을 보기 위하여

보고 되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지방제외체중을 늘

자주 forskolin (1)의 비교 화합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임으로써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체중을 감소시

10,11)

1,9-

4)

dideoxyforskolin (2)은 forskolin (1)과 함께 포도당 수송체인 Glu-

키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었다. Forskolin을 적절한 양으로 복용

cose transporter 1 (GLUT1) 저해제로 작용하면서 나타내는 당뇨

하면(하루에 10-60 mg) 지방제외체중이 우선적으로 증가하면서

병 치료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니코틴성 아세틸 콜린

비만을 치료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또한 국내특허 중에서는

수용체 억제 효과, 칼슘 채널 억제 효과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

녹차 추출물과 forskolin 추출물이 포함된 약물이 동물 및 임상

4)

또한 forskolin (1)은 항고혈압 효능을 가

실험에서 식사 치료 동안 체중감소를 가속화 시킴을 보여주고

지고 있는데 1,9-dideoxy-forskolin (2)은 항고혈압 효능을 가지고

있다. 상이한 식물 추출물들의 조합물이 단독성분보다 더 효과

있지 않는 차이점이 있다.

적이며 체중 감소 치료 후 체중 재증가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

로 알려져 있다.

10,12,13)

14)

또 다른 구성성분인 coleol (6)은 1,6,7번 위치가 모두 수소로

점이 있지만, 과량투여시 심장근에 높은 근수축활성을 초래할
그 밖에도 녹내장의 치료 효능

치환된 유도체이며 다른 Coleus forskholii 구성 성분들 간의 산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화적 관계를 나타내는 내용이 언급된 적이 있으나, 특징적인 효

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 왔으며, 그 중 forskolin 함

26)

과나 활성에 대해 자세한 기술은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으며

유 점안액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개방각 녹내장 치료

그 외에도 구성성분

효과를 나타내는 보고가 있다. 그리고 forskolin은 항암효과를

중 deacetylforskolin (DAF) (3), 1,9-dideoxy-7-deacetylforskolin

나타내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forskolin을 포함하고 있는

(4), 9-deoxyforskolin (5) 등이 있다.

DAF (3)는 forskolin (1)의

Coleus forskolii 추출물이 약물 내성을 가지고 있는 암세포들에

7번 위치에 acetyl 기가 떨어지면서 생긴 유도체이며, forskolin

대해 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forskolin이

(1)에 비하여 AC 활성화 능력과 심장을 자극하는 효능이 떨어

심장 질환에 효능을 가질 가능성도 보고 되었는데, 이는 심장세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15,16)

17)

1)

24)

1,9-dideoxy-7-deacetyl-forskolin

포에 작용하는 AC의 활성화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4)은 미생물에 의해서 deacetylforskolin (DAF) (3)으로 전환이

Forskolin의 유도체가 심장의 AC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할 수 있

진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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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1. Synthesis of forskolin. Reagents and conditions: (a) DIBAH/hexane-ether/0oC, 91%; (b) nBuLi (1eq)/THF/-78oC then Me2NCOCl,
-78oC to rt, 92%; (c) mCPBA/NaHCO3/CH2Cl2/rt, 84%; (d) BF3-Et2O (1.5eq), Et2O, 0oC to rt and neutralization with Et3N (2.3eq) followed by
aqueous borax, 56%; e) LiAlH4/Et2O/-78oC to rt, 82%; f) CDI/toluene/rt to reflux g) TBAF/THF/rt, 93%; (h) Swern, 93%; (i) CH3C≡CLi/THF/
-20oC, 79%; (j) Collins/CH2Cl2/rt, 48%; (k) Cs2CO3/MeCN/rt, 64%; (l) (vinyl)2CuLi/BF3-Et2O/-78oC to rt, 15-21%; (m) 2N NaOH/MeOH/rt,
61%; (n) pTsOH/MeOH/CH2Cl2/rt; (o) Ac2O/py/0oC, 73%.

는데, 그 중에서 6-[3-(dimethylamino)propionyl]forskolin forskolin

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고, 향후 더욱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NKH477)이 존재한다. NKH477은 쥐의 간을 통하여 대사 과정

추가적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보고되었는데, NKH477은 N-demethylation, hydroxylation,
intramolecular cyclization 반응 등이 일어나는 대사 경로를 거친
종합적으로 forskolin 유도체 및 대사체는 심장의 AC를 선

Forskolin의 합성 및 유도체화
이와 같이 forskolin의 효능과 작용기작에 관한 연구를 통해

택적으로 자극시킴으로써 β-교감신경 조절에 대한 치료제로서의

forskolin의 이점이 부각되면서 forskolin과 그 유도체들의 합성에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forskolin의 전합성

다.

27)

28)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forskolin의 작용기작들이 보고되

이 완료되었으나 매우 많은 반응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었는데 대표적으로 cAMP 농도 증가, 세포 내 칼슘 채널 억제,

현실적으로 일정량 이상의 합성을 위해서는 경제적이지 않다는

그 밖에도 혈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합성 연구와 함께 유용한 중간

사이토크롬 p450 발현 유전자 조절이 있으며

4,13,29)

소판 집합체 형성 방해, 심박수 변동 효과(chronotrophic), 기관

체에 대한 효율적 합성법도 보고되었다.

35,36)

지 확장, 인슐린 분비 증가, 체중 감소 그리고 안압 감소 등이

Schem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간체 7로부터 DIBAH reduc-

효능들에 대한 작용기작의 중심에는 cAMP의 역할이

tion, acylation, mCPBA에 의한 epoxidation, BF ·Et O에 의한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유도체 변형을 통해 주로 AC 활

ring opening을 거쳐 화합물 8을 합성하였다. 그 다음 LAH에 의

성도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다.

한 reduction, 6,7번 위치의 diol을 carbamate로 보호 후, TBAF로

있다.

26,30-33)

34)

Forskolin

3

2

의 cAMP 농도조절과정은 앞서 언급된 비만 치료 효능에도 연

TBDMS기를 제거하였다. 이어서 Swern oxidation 반응을 통해 -OH

관이 깊다. Forskolin이 교감신경의 노르아드레날린 분비를 증가

를 -CHO로 산화시킨 후, propyne lithium으로 propyne기를 도입

시키면 AC가 활성화되면서 cAMP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하고 Collins oxidation을 통해 중간체 9를 만들었다. 이를 Cs CO

때 cAMP는 리파아제(lipase)를 인산화 시키는 단백질 인산화 효

를 처리하여 화합물 10을 만들었다. 다음, (vinyl) CuLi를 이용하

소를 자극한다. 그렇게 해서 활성화된 리파아제는 체내의 지방

여 1,4-첨가반응 후 보호기를 제거하여 화합물 3을 얻었다. 마

분해 및 방출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는 열 발생 반응을 증가시

지막으로 acylation 반응을 거쳐 forskolin (1)을 얻었다. 전체적

2

3

2

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과적으로, forskolin을 이용하여 지방을

으로 출발물질 7로부터 15단계의 반응을 거쳐 0.63%의 수율로

연소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지방제외체중을 증가시킬 수 있다.

forskolin의 합성이 이루어졌음이 보고되었다.

4)

35)

이 합성 과정에

또한 forskolin이 뇌의 시냅스 후 작동 세포(postsynaptic effector

서 여러가지 중간체 및 최종 화합물이 많은 키랄탄소를 가지고

cell)의 cAMP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기분 장애에 대한 효능을

있고 그에 따라 여러가지 이성질체로 존재할 수 있는데, 소개된

나타내는 기작도 알려져 있다.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효능에 대

논문에서는 이러한 stereochemistry 나 광학 활성에 대한 자세한

한 많은 연구 결과가 진행되어 그 작용기작에 대한 이해가 점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 다소 보완 연구의 필요성이 느껴진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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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AC를 더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37)

이와

같이 의미 있는 유도체화에 대한 합성 및 활성 연구들이 진행
되고 있으나, 전합성의 난이도로 인해 다양한 유도체화가 이루
어지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앞으로도 특정 활성 향상이나
물성개선을 위한 유도체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결 론(Conclusion)
남인도 지방에서 서식하는 꿀풀과 식물인 Coleus forskholii 뿌
리 추출물의 주요성분과 그 중 대표적 성분인 forskolin에 대해

Fig. 2. Derivatives of forskolin (11)

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Coleus forskholii로부터 forskolin
또한 forskolin 유도체화 연구도 진행되어 왔는데, 특정 위치

을 추출하는 방법과 추출물 중 주요 구성 성분이 되는 forskolin

의 치환기에 변형을 줌으로써 다양한 유도체를 창출하고자 하

유도체들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나아가 forskolin

였다. Fig. 2에 나타난 것처럼, 주로 변형 가능한 치환기는 R -

이 가지고 있는 효능과 기작에 대해 살펴보았고, forskolin의 합

R 인데, 이 치환기들을 변형시킴으로써 물성 변화, 그리고 특정

성 및 유도체화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오래전부터 Coleus

1

4

효능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R , R 위치 변형연구는 폭 넓게 수

forskholii는 뿌리를 절여서 의약적인 용도로 사용되어 온 식물

행되고 있으며 주로 ester, 또는 amine 함유 ester 형태 (amino

이다. Coleus forskholii 뿌리 추출물에는 forskolin과 그 관련 유

acyl 형태)로 도입이 이루어졌다. 반면 R , R 위치 변형연구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R 변형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

도체들이 있는데, 1,9-dideoxyforskolin (2), deacetylforskolin (DAF)
(3), 1,9-dideoxy-7-deacetylforskolin (4), 9-deoxyforskolin (5), coleol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6) 등이 존재한다. Forsklin은 녹내장, 암, 심장 질환, 비만 등 다

2

3

1

5

4

또한 forskolin의 치환기에 변형을 줌으로써 발생되는 용해도

양한 질환에 대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의 변화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생물학적 활성과 관련하여

특히 비만 치료 효과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보고되었다. Forskolin

forskolin의 기능에 관한 연구에서는 먼저 물에 대한 용해도가

추출물을 이용하여 AC를 활성화시켜 상대적으로 지방제외 체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된다. 어떤 유도체들은 물에 녹지 않고 유

중을 증가시킴으로써 전체 체중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소개되었

기용매에만 녹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용해도 문제로 생물

다. Forskolin 작용기작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AC 활성화로 인

학적 활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forskolin의 물에

한 cAMP 농도 증가인데, forskolin의 유도체 구조에 따라 다양

대한 용해도를 증가시켜 수용액 상태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

한 활성이 보고되었다. 그리고 적절한 단계의 중간체 7을 이용

하게 된다. Forskolin의 물에 대한 용해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으

한 forskolin의 전합성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Total Y=0.63%

로서 Fig. 2에 제시된 유도체 11 (R , R =C(O)R', amino acyl) 이

for 15 steps). 그리고 forskolin의 유도체화 부분에서 forskolin의

보고되었는데, 이러한 유도체들은 생체내에서 amine기가 이온화

R , R 에 amino acyl 기를 도입하여 물에 대한 용해도를 증가시

됨으로써 용해도가 증가하였다. Table 1에 나타난 것처럼, amino

켜 AC 활성을 향상시킨 결과를 소개하였다. 이와 같이 forskolin

2

3

2

3

acyl 기를 가진 물질들은 대체로 물-에탄올 혼합용매에 용해도

은 다양한 의약적 효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작

가 우수한 편이었고, AC 활성도 양호한 편이었다. 그 중 R 에

용기작과 합성 방법에 관한 계속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acetyl 기를 유지하면서 R 에 amino acyl 기가 치환된 유도체

자 한다.

3

2

(11a)가 쥐 뇌에서 AC 활성이 매우 우수하고 (EC =2-10 μM),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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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에만 amino acyl 기로 치환된 유도체 (11c)도 AC 활성이 우
3

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EC =4-13 μM).

34)

50

또한 C-6, 7번 위치

본 연구는 덕성여자대학교 2018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에 carbamate 기를 도입한 유도체들의 AC 활성을 비교하였는데,
C-7번 위치에 carbamoyl 기나 acetyl 기로 치환 시킨 유도체들이

수행되었음.

Table 1. Adenyl Cyclase (AC) activity in proper dissolving solvents
Compounds

R2

R3

AC activity (EC50)

Dissolving solvents (H2O:EtOH)

11a
(3 derivatives)

C(O)R'
(amino acyl)

C(O)CH3

2-10 µM

1:1

11b
(16 derivatives)

C(O)R'
(amino acyl)

H

20-100 µM

1:1-1:0

11c
(4 derivatives)

H

C(O)R'
(amino acyl)

4-13 µM

1:0-0:1

Vol. 63, No. 2, 2019

Forskolin 관련 유도체에 관한 연구

References
1. Majeed, M., Nagabhushanam, K., Natarajan, S., Vaidyanathan, P.,
Karri, S. K. and Jose, J. A. : Efficacy and safety of 1% forskolin
eye drops in open angle glaucoma-An open label study. Saudi J.
Ophthalmol. 29, 197 (2015).
2. Harde S. M., Kagliwal L. D., Singhal R. S. and Patravale V. B. :
Supercritical fluid extraction of forskolin from Coleus forskohlii
roots. J. Food. Eng. 117, 443 (2013).
3. Pateraki, I., Andersen-Ranberg, J., Jensen, N. B., Wubshet, S. G.,
Heskes, A. M., Forman, V., Hallström, B., Hamberger, B.,
Motawia, M. S., Olsen, C. E., Staerk, D., Hansen, J., Møller, B.
L. and Hamberger, B. : Total biosynthesis of the cyclic AMP
booster forskolin from Coleus forskohlii. eLife. 1, 2 (2017).
4. Majeed, M., Badmaey, V. and Rajendran, R. : Method of preparing
a forskohlin composition from forskohlin extract and use of
forskohlin for promoting lean body mass and treating mood
disorders. US 5804596A, Sep. 08 (1998).
5. Bhat, S. V., Bajqwa, B. S., Dornauer, H., do Scusa, N. J. and
Fehlhaber, H.-W. : Structures and stereochemistry of new labdane
diterpiniods from Coleus forskohlii briq. Tetrahedron Lett. 18,
1669 (1977).
6. Mishra, S. P. and Gaikar, V. G. : Hydrotropic extraction process
for recovery of forskolin from Coleus forskohlii roots. Ind. Eng.
Chem. Res. 48, 8083 (2009).
7. Devendra, L. P. and Gaikar, V. G. : Microwave-assisted extraction
of forskolin from Coleus roots and its purification by adsorptive
separation using functionalized polymer designed by molecular
simulation. Ind. Eng. Chem. Res. 49, 9271 (2010).
8. Revadigar, V., Shashidhara, S., Pradeep, N. S., Murali, B.,
Rajasekharan, P. E. and Prakashkumar, R. : Variability in the
chemical constituents in the roots of Coleus forkohlii from
different geographical regions of India, plants as food and
medicine. Acta Horticulturae 785, 245 (2008).
9. Harde, S. M., Lonkar, S. L., Degani, M. S. and Singhal, R. S. :
Ionic liquid based ultrasonic-assisted extraction of forskolin from
Coleus forskohlii roots. Ind. Crop. Prod. 61, 258 (2014).
10. Gandia, L., Vitale, M. L., Villarroya, M., Ramirez-Lavergne, C.,
Garcia, A. G. and Trifaro, J. M. : Differential effects of forskolin
and 1,9-dideoxy-forskolin on nicotinic receptor- and K+-induced
response in chromaffin cells. Eur. J. Pharmacol. 329, 189 (1997).
11. Doi, K., Mori, N. and Matsunaga, T. : Effect of forskolin and 1,9dideoxy-forskolin on cochlear potential. Hearing Res. 45, 157
(1990).
12. Campochiaro, P. A. and Lu, L. : Compositions and methods for
the prevention or treatment of diabetic complications. US
0314740A1, Oct. 23 (2014).
13. Zerr P., Becherer U., Rodeau J. L. and Feltz A. : Forskolin’s
structural analogue 1,9-dideoxyforskolin has Ca2+ channel blockerlike action in rat cerebellar granule cells. Eur. J. Pharmacol. 303,
101 (1996).
14. Hagiwara, H., Takeuchi, F., Hoshi, T., Suzuki, T., Hashimoto, T.
and Asakawa, Y. : First synthesis of 1,9-dideoxyforskolin from
ptychantin A. Tetrahedron Lett. 44, 2305 (2003).
15. Akhila, A., Rani, K. and Thakur, R. S. : Biogenetic relationship of
polyoxygenated diterpenes in Coleus forskohlii. Phytochemistry
29, 821 (1990).
16. Gabetta, B., Zini, G. and Danieli, B. : Minor diterpenoids of
Coleus forskohlii. Phytochemistry 28, 859 (1989).
17. Kanne, H., Burte, N. P., Prasanna, V. and Gujjula, R. : Extraction
and elemental analysis of Coleus forskohlii extract. Pharmacogn.
Res. 7, 238 (2015).
18. Schmidt, K. and Kukovetz, W. R. : Mediation of the cardiac
effects of forskolin by specific binding site. J. Cardiovasc. Pharm.
13, 355 (1989).

69

19. Hylse, O., Maier, L., Kucera, R., Perecko, T., Svobodova, A.,
Kubala, L., Paruch, K. and Svenda, J. : A concise synthesis of
forskolin. Angew. Chem. 129, 12762 (2017).
20. Inamdar, P. K., Khandelwal, Y., Garkhedkar, M., Rupp, R. H. and
de Souza, N. J. : Identification of microbial transformation products of
1,9-dideoxyforskolin and 7-deacetyl-1,9-dideoxyforskolin. Planta
Med. 55, 386 (1989).
21. Pinto, C., Papa, D., Hübner, M., Mou, T-C., Lushington, G. H.
and Seifert, R. : Activation and inhibition of adenylyl cyclase
isoforms by forskolin analogs. J. Pharmacol. Exp. Ther. 325, 31
(2008).
22. Bhat, S. V., Dohadwalla, A. N., Bajwa, B. S., Dadkar, N. K.,
Dornauer, H. and de Souza, N. J. : The antihypertensive and
positive inotropic diterpene forskolin: Effects of structural
modifications on its activity. J. Med. Chem. 26, 486 (1983).
23. Ríos-Silva, M., Trujillo, X., Trujillo-Hernández, B., SánchezPastor, E., Urzúa, Z., Mancilla, E. and Huerta, M. : Effect of
chronic administration of forskolin on glycemia and oxidative
stress in rats with and without experimental diabetes. Int. J. Med.
Sci. 11, 449 (2014).
24. Saeed, M. E. M., Meyer, M., Hussein, A. and Efferth, T. :
Cytotoxicity of South-African medicinal plants towards sensitive
and multidrug-resistant cancer cells. J. Ethnopharmacol. 186, 209
(2016).
25. Moalli, R., Warburton, S., Hasan, F. M., Teplitz, C., Farrugia, R.,
Agnes, R. and Agarwal, K. C. : Effects of antiplatelet drugs on
pulmonary responses to thrombin in anesthetized rabbits. Thromb.
Res. 48, 519 (1987).
26. Krotkiewski, M. : Formulation for treating obesity and associated
metabolic syndrome. WO 067952A1, Jul. 28 (2005).
27. Irie, T., Matsumoto, S., Eki, T. and Yamashita, K. : Metabolic fate
of NKH477 (4): Metabolism after intravenous administration in
rats, dogs and human. Drug Metab. Pharmacok. 13, 237 (1998).
28. Toya, Y., Schwencke C. and Ishikawa, Y. : Forskolin derivatives
with increased selectivity for cardiac adenylyl cyclase. J. Mol.
Cell. Cardiol. 30, 97 (1998).
29. Dowless, M. S., Barbee, J. L., Borchert, K. M., Bocchinfuso, W.
P. and Houck, K. A. : Cyclic AMP-independent activation of
CYP3A4 gene expression by forskolin. Eur. J. Pharmacol. 512, 9
(2005).
30. Ammon, H. P. and Müller A. B. : Effect of forskolin on islet
cyclic AMP, insulin secretion, blood glucose an intravenous
tolerance in rats. Naunyn Schmiedebergs Arch. Pharmacol. 326,
366 (1984).
31. Wong, S., Mok, W., Phaneuf, S., Katz, S. and Salari, H. :
Forskolin inhibits platelet-activating factor binding to platelet
receptors independently of adenylyl cyclase activation. Eur. J.
Pharmacol. 245, 55 (1993).
32. Vaden, S. L. and Adams, H. R. : Inotropic, chronotropic and
coronary vasodilator potency of forskolin. Eur. J. Pharmacol. 118,
135 (1985).
33. Mittag, T. W. and Tormay, A. : Interactions between forskolin, Gs,
and divalent cations on ciliary process adenylyl cyclase and
intraocular pressure in the rabbit eye. Exp. Eye Res. 57, 13 (1993).
34. Laurenza, A., Khandelwal, Y., De Souza, N. J., Rupp, R. H.,
Metzger, H. and Seamon, K. B.: Stimulation of adenylate cyclase
by water-soluble analogues of forskolin. Mol. Pharmacol. 32, 133
(1987).
35. Delpech, B., Calvo, D. and Lett, R. : Total synthesis of forskolin–
Part II. Tetrahedron Lett. 37, 1019 (1996).
36. Colombo, M. I., Zinczuk, J. and Rúveda, E. A. : Synthetic routes
to forskolin. Tetrahedron 48, 1005 (1992).
37. Robbins, J. D., Boring, D. L., Tang, W-J., Shank, R. and Seamon,
K. B. : Forskolin carbamates: binding and activation studies with
type I adenylyl cyclase. J. Med. Chem. 39, 2745 (1996).

J. Pharm. Soc.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