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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유방암 골전이 모델을 이용한 zoledronic acid의 골전이 

예방효과에 관한 연구 

 

 

Bisphosphonate제제들은 골전이가 있는 유방암 환자에서 통증, 

압박골절, 고칼슘혈증 등 골전이와 연관된 합병증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Zoledrnoic acid는 nitrogen을 함유하고 있는 

3세대 bisphosphonate제제로 현재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약제 중의 하나이다. 현재까지 

bisphosphonate제제를 이용하여 유방암의 골전이를 예방하는 

임상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으나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발표하여 일관성이 없고 zoledronic acid를 이용한 유방암 

골전이 예방에 관한 임상연구는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쥐에서 유방암 골전이 모델을 이용하여 zoledronic acid의 

유방암의 골전이 예방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골전이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luciferase 발현 vector로 

형질전환된 MDA-MB-231 유방암 세포주를 확립하여 

사용하였고 쥐의 좌심실에 주사한 뒤 5주 후에 IVIS imaging 

system (Xenogen)을 이용하여 골전이를 확인하였다. 

MDA-MB-231 세포주를 쥐의 심장에 주사한 후 대조군 에서는 

위약으로 PBS를 투여하였고 처치군 에서는 zoledronic acid를 

투여하는 시기에 따라 동시 투여군, 1주일 후 투여 시작군, 

2주일 후 투여 시작군으로 나누어 골전이 발생빈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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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였다. 대조군 에서는 51.8%에서 골전이가 발생한 반면 

zoledronic acid를 동시에 투여하기 시작한 군에서는 37.5%, 

1주일 후 투여하기 시작한 군에서는 46.6%, 2주 후 투여하기 

시작한 군에서는 64.2%에서 골전이가 발생하여 동시에 

투여하기 시작한 군에서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골전이 

빈도가 감소하였다. 골전이 조직에서의 세포고사 (apoptosis)는 

zoledronic acid 투여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증가되어 있었고 

골전이가 골 바깥으로 침범된 부위에서는 투여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세포고사가 증가된 소견은 없었고 두 군간에 차이도 

없었다. 따라서 zoledronic acid는 골전이된 유방암세포의 

세포고사를 유도하고 이것이 유방암 골전이 빈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다. 

 

 

 

 

 

 

 

 

 

 

----------------------------------------------

핵심되는 말 : 졸레드로닉산, 유방암, 골전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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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골전이 모델을 이용한 zoledronic acid의 골전이 

예방효과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이희대>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정     준 

 

 

Ⅰ. 서론 

유방암은 여성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암 중에 하나이고 진행성 

유방암인 경유 약 80%에서 골전이를 일으킨다. 유방암의 골전이는 

대부분 골용해성 전이로 종종 심각한 뼈의 통증, 병적 골절, 

고칼슘혈증, 신경압박 증후군, 골수 억제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고,(1-3) 결국 이런 것들은 유방암 환자에 있어 유병율과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골전이 유방암 환자의 골용해성 파괴는 유방암세포에서 

분비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에 의한 파골세포의 활성과 

RANKL(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ĸB ligand)을 통한 

조골세포의 파골세포 생성을 자극함으로 일어난다.(4,5) 

Bisphosphonate는 성숙한 파골세포의 활동 그리고 새로운 

파골세포의 형성을 억제하는 강력한 골흡수 저해제이다.(6-9) 이러한 

이유로 bisphosphonate는 Paget병, 골다공증, 고칼슘혈증을 동반한 

악성종양, 골용해성 골전이암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7, 10-17)  

Zoledronic acid는 3세대 nitrogen함유 bisphosphonate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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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bisphosphonate 중 가장 강력한 약제 중의 

하나이다. Zoledronic acid는 전이 유방암의 골용해성 병변과 연관된 

합병증의 치료법으로 승인되었다. 몇몇 임상 실험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zoledronic acid는 골전이로 확인된 유방암 환자의 골 합병증의 

빈도를 감소시킨다.(18-20) 그러나 고위험군 유방암 환자에 있어 

골전이의 일차 예방을 위해서는 아직 시용되고 있지는 않는다. 

동물실험을 통해 몇 가지 종류의 bisphosphonate제제가 골전이를 

막아준다는 보고들이 있었고, 인간 유방암세포의 심장 내 주사를 

통해 골용해성 병변을 유도한 누드 마우스 모델에서 고용량의 

pamidronate가 예방적 효과가 있음을 관찰하였다.(21-24) 하지만 

대부분이 골전이의 정도가 줄어든다는 보고였고 골전이의 발생에 

bisphosphonate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Zoledronic 

acid는 심각한 부작용 없이 비교적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약물로 

유방암의 골전이를 줄여줄 수 있다면 임상적으로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zoledronic acid의 파골세포에 대한 작용 기전으로 볼 때 

골전이 예방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따라서 전임상 단계에서 

골전이의 발생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유방암에서 일어나는 골전이는 대부분 골용해성 전이로 

Radiography로 진단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동물을 가지고 하는 경우 

detection이 어려울 수 있고 또 아주 초기 병변일 경우 

radiography에서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uciferase유전자 형질 전환 유방암 세포주를 사용하여 IVIS™ 

imaging system으로 전이된 세포를 찾는 방법을 이용하여 초기 

전이병변도 찾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zoledronic acid의 투여시기를 

다르게 하여 비교함으로써 예방을 위한 적절한 투여시기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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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MDA-MB-231 세포주의 Luciferase 유전자 형질 전환 

MDA-MB-231은 estrogen receptor가 발현되지 않는 유방암 

세포주로 RPMI 1640 (Gibco, Grand Island, NY) 배지에 10% fetal 

bovine serum (FBS; Cansera, Canada), antibiotic-antimycotic 

(Gibco)을 첨가하여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Lipofectamine 

2000 (Invitrogen)을 이용해서 MDA-MB-231 cell line에 

pGL3-control (Promega)과 pTK-Hygro (Clontech)을 1:4 ratio로 

co-transfection시켰다. transfected cell은 hygromycin (200ug/ml, 

Invitrogen)이 포함된 배지에서 배양하였다. Resistant colony는 ring 

cloning을 이용해서 분리하였다. Promega brite-glo reagent를 

이용하여 Hygro-resistant colony가 luciferase를 발현하는지 

확인하였다. RLU/ug protein으로 normalization한다. 확인 결과 

luciferase activity가 가장 높게 나타난 subclone만을 분리해서 

MDA-MB-231/Luc로 명명하고, RPMI1640-10% FBS에서 

배양하였다. 

 

2. MDA-MB-231/Luc 세포주의 Intracardiac injection 및 

Zoledronic acid 투여 

5주령 된 암컷 BALB/c-Foxn1nu mice (Japan SLC, Shizuoka, 

Japan)를 사용하였다. 투여할 bisphosphonate zoledronic acid 

[1-hydroxy-2-(1H-imidazole-1-yl)ethylidene-bisphophonic 

acid)는 조메타® 주사 (ZOMETA®, Novartis Pharmaceuticals Ltd.)를 

사용하였다. Zoledronic acid는 4℃에서 보관하며, PBS (pH 7.4)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접종해 사용할 세포는 신선한 배지에서 24시간 배양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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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며, MDA-MB-231/Luc 세포를 5X105 cells/0.1ml 

phosphate-buffered saline (PBS)로 준비한 후, 27-gauge needle 

syringe를 사용하여 마취된 nude mouse의 좌심실에 접종하였다 

(그림 1). 암세포 접종 후 서로 다른 시점에서 시작하여 zoledronic 

acid를 120ug/kg로 3주 동안 주 2회 피하 투여한 후, 5주 (35일) 

경과된 시점에서 모든 nude mouse를 sacrifice시켰다. 암세포 접종과 

함께 zoledronic acid를 3주간 처리 (실험군 1), 암세포 접종 후 

1주일 경과된 시점부터 3주간 처리 (실험군 2) 및 암세포 접종 후 

2주일 경과된 시점으로부터 3주간 처리 (실험군 3)하는 방법으로 총 

3가지의 서로 다른 투여방법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세 실험군 모두 약제 비처리 대조군의 경우 vehicle인 PBS를 같은 

방법으로 투여하였다 (그림 2).  

 

   그림 1. Intracardiac injection of MDA-MB-231/Luc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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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xperimental schedule of zoledronic acid administration. 

 

3. Nude mouse에서 luciferase 발현 MDA-MB-231 세포의 검출 

Tumor cell line 접종 후 5주째 측정하였다. Ketamine/xylazine로 

5분간 마취시킨 후 D-luciferin (Xenogen Corp)을 150mg/kg으로 

복강 내에 주사하였다(IP injection). 5분 후 IVIS™ imaging system 

(Xenogen Corp)을 이용하여 bioluminescent tumor cell로부터 나오는 

빛을 측정하였다. 배측과 복측을 모두 촬영하였다 (그림. 3, 4). 5주 

촬영 후 sacrifice 시킨 뒤 촬영 결과 골전이가 있는 부위를 분리한 

후 고정, 탈수하여 H&E염색을 시행하여 골전이 여부를 

병리조직학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림 5). 

 

 

Group 1 : ControlGroup 1 : ControlGroup 1 : ControlGroup 1 : Control    

Group 2 : Test 1Group 2 : Test 1Group 2 : Test 1Group 2 : Test 1    

Zoledronic acidZoledronic acidZoledronic acidZoledronic acid  

0wk0wk0wk0wk    3wk3wk3wk3wk    5wk5wk5wk5wk    

0wk0wk0wk0wk    3wk3wk3wk3wk    5wk5wk5wk5wk    

Group 2 : Test 2Group 2 : Test 2Group 2 : Test 2Group 2 : Test 2    

Zoledronic acidZoledronic acidZoledronic acidZoledronic acid  

4wk4wk4wk4wk    5wk5wk5wk5wk    1wk1wk1wk1wk    

Group 2 : Test 3Group 2 : Test 3Group 2 : Test 3Group 2 : Test 3    

Zoledronic acidZoledronic acidZoledronic acidZoledronic acid  

5wk5wk5wk5wk    2wk2wk2wk2wk    

SacrificeSacrificeSacrificeSacrifice    

Cell injectionCell injectionCell injectionCell injection    

Cell injectionCell injectionCell injectionCell injection    

Cell injectionCell injectionCell injectionCell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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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etastatic activities visualized using bioluminescent 

imaging in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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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etastatic activities visualized using bioluminescent 

imaging in test 1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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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Bone histopathology of metastatic site according to the 

bioluminescence imaging 

 

4. Immunohistochemistry for Apoptosis 

ApopTag® Peroxidase In Situ (chemicon)를 이용하여 골 주위 

전이 부위에서 종양세포의 고사(apoptosis)여부를 확인하였다. 

Zoledronic acid를 처리한 군과 처리하지 않은 군에서 골전이를 보인 

부위를 얻어 파라핀 블록을 제작하였다. 파라핀 포매 조직을 잘라 

상온에서 15분간 차가운 PBS(pH 7.5)속에서 proteinase K 

(20μg/mL)로 처치하였다. 그 후에 3% hydroperoxidase로 

처치하였다. PBS로 수세 후에 37℃에서 1시간 동안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와 nucleotide mixture로 처리하여 

배양한 다음 anti-digoxigenin conjugate를 가한다. DAB를 처리한 

후에 hematoxylin으로 대조염색 하였다.  

 

5. TGF-β ELISA 

ELISA Kit (BIO/SOURCE, Cat No. KAC1689, California)을 이용하

여 96well plate에 Standard와 sample을 antigen이 코팅된 well에 

넣어 준 다음 antigen이 label된 enzyme인 biotin conjugat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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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tinylated anti-mouse-TGF-B1)을 넣고 상온에서 3시간 동안 

incubation시켰다. Incubation time이 끝나면 washing solution을 이용

하여 4번 washing하여 반응하지 못한 Antigen들을 제거해주고, 거기

에 Streptavidin-HRP Working solution을 넣어 준 다음 상온에서 30

분 동안 incubation시켜 biotinylated detection antibody와 반응시켰

다. Washing solution을 이용하여 4번 washing해준 다음 substrate인 

stabilized chromogen을 100ul씩 넣어준 다음 상온에서 30분 동안 

incubation시켜주었다. Stop solution을 넣어서 반응을 정지시켜 색깔

이 노란색으로 바뀌면 450nm의 파장에서 reading하였다.  

 

Ⅲ. 결과 

1. Zoledronic acid의 골전이 예방 효과 

대조군과 실험군을 Xenogen IVIS-200 촬영을 실시한 결과 

대조군의 경우 27마리 중 14마리에서 (51.8%) 골 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험군 1의 경우 24마리 중 9마리 에서 (37.5%) 실험군 

2의 경우엔 15마리 중 7마리 (46.6%), 실험군 3의 경우 14마리 중 

9마리 (64.2%)에서 골전이 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림 6). 

통계적으로 의의있는 결과는 아니었으나 zoledronic acid를 

예방적으로 투여한 실험군 1에서 골전이의 빈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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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incidence of bone metastases 

    

2. 전이부위 apoptosis 

Zoledronic acid 처치군과 zoledronic acid를 처치하지 않은 

대조군에서 골전이가 발생한 부위를 체취하여 ApopTag® 

Peroxidase In Situ (chemicon)로 면역 염색하여 mm3당 apoptosis된 

전이세포를 count한 결과 zoledronic acid 처치군 에서는 평균 

1018.3개, 대조군 에서는 평균 282.0개로 의의있게 zoledronic acid 

처치군에서 전이세포의 apoptosis가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골전이 암세포의 세포고사는 zoledronic acid의 처치 시기에 관계없이 

일어났다. 골 외부로 전이가 진행된 부분에서의 전이세포의 

apoptosis는 zoledronic acid 처치군에서 173.6개, 대조군에서 

217.3개로 양 군 모두에서 증가되어 있지 않았고 차이도 없었다 

(그림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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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results for apoptosis in 

metastatic tumor cells in the bone. ApopTag® Peroxidase In 

Situ(chemicon) results of metastatic tumor tissues of bone in test 

groups(A, C, E) and in control groups(B, D, F). Many apoptotic tumor 

cells were positively stained in test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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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results for apoptosis in 

metastatic tumor cells outside the bone. ApopTag® Peroxidase In 

Situ(chemicon) results of metastatic tumor tissues outside bone in 

test groups(A, C, E) and in control groups(B, D, F). No difference 

was seen between test and contro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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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Number of apoptotic tumor cells at the inside and outside 

bone in each groups. 

 

3. TGF-β 

대조군 에서는 MDA-MB-231/Luc 세포를 심장 내로 주사하기 

전과 주사하고 4주 지난 후에 혈청을 측정하여 변화를 보았고 실험 

군에서는 zoledronic acid 투여 전 후에 혈청의 TGF-β level 변화를 

측정하였으나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그림 10).  

 

 

 

 

 

 

 

 

 

그림 10. Changes of serum level of TGF-β after zoledronic acid 

treatment(In control, zoledronic acid was not t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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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Zoledronic acid는 nitrogen함유 bisphosphonate제제로 파골세포의 

세포고사 (apoptosis)를 유도하여 약리작용을 나타낸다. Zoledronic 

acid는 파골세포의 mebalonate pathway를 억제하여 Ras, Rho, Rab 

같은 작은 GTP 단백질의 prenylation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세포고사를 일으킨다.(25,26) 유방암에서 Zoledronic acid의 골용해성 

골전이 억제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한가지는 

파골세포를 억제하여 bone matrix 내에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는 IGF 

(insulin like growth factor)나 TGF-β (transforming growth factor 

beta)같은 성장인자 (growth factor)들이 유리되어 나오는 것을 

감소시켜 유방암세포의 골전이를 억제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zoledronic acid의 골전이 유방암세포에 대한 직접적인 

세포고사 효과로 볼 수 있다. 고농도의 bisphosphonate가 실험실에서 

암세포의 세포고사를 일으킨다고 보고되었고,(27-29) 4T1 mouse 

유방암 세포주를 이용한 실험에서 고농도의 zoledronic acid가 

유방암세포의 mebalonate pathway를 억제하여 세포고사를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었다.(30) 본 연구에서도 비교적 고농도의 

zoledronic acid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람에서 4mg IV에 

해당하는 양이 mouse에서는 98-100μg/kg로 알려져 있는데(31), 본 

연구에서는 1회 투여 량을 120μg/kg로 하여 일주일에 2회 

투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임상에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투여 

량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zoledronic acid 처치군에서 유방암 골전이세포의 

세포고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골 외부로 전이가 

진행된 부분에서는 zoledronic acid의 세포고사효과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이 전의 보고들에서도 유방암세포의 타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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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나 원발병소에 대해 bisphosphonate의 세포고사효과가 

없었다(22)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Bisphosphonate 제제들은 

정맥 주사하게 되면 주로 뼈에 축적되기 때문에 뼈에서의 

bisphosphonate 농도가 다른 장기에 비해 높아 원발병소나 타 

장기의 병변보다 골전이에 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다. Zoledronic 

acid의 유방암 골전이 세포에 대한 세포고사 효과의 기전은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으나 어느 한 쪽에 의한 것인 지 

아니면 두 가지 기전이 모두 관여한 것인지는 본 연구 결과로는 알 

수가 없었다. 다만 zoledronic acid 처치 전 후 혈청 TGF-β 수치를 

비교하였으나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워낙 검체량이 적고 제한된 

개체에서만 시행되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또 골전이가 있는 

부분의 TGF-β의 변화가 혈청 내의 수치변화로 나타난다고 

생각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zoledronic acid의 골전이의 발생빈도를 줄일 수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전의 대부분의 연구결과들은 

bisphosphonate가 골전이 용적을 감소시킴으로 골전이 예방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24,30) 하지만 임상에서는 골전이가 한 

부분에라도 보이면 골전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치료를 시작하기 

때문에 골전이의 용적보다도 전이빈도(incidence)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과에서처럼 전이빈도는 zoledronic acid를 예방적으로 

사용한 군에서 통계적 의의는 없었지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zoledronic acid의 투여가 늦어질수록 골전이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없어졌다. 따라서 Zoledronic acid의 골전이 

예방효과는 골전이 과정이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전의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골전이 진단 방법으로 X-ray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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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하지만 mouse에서의 X-ray에 의한 골전이 진단은 

감수성이 낮아 특히 미세한 골전이가 있어도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X-ray에서는 골전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조직학적 

검사에서는 전이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가 보고되었다.(24) 본 

연구에서는 이런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bioluminescence imaging을 

이용하여 골전이를 발견하는데 이용하였다. 보고에 의하면 GFP 

(green fluorescent protein)을 사용하였을 때 x-ray보다 약 1주일 

먼저 골전이를 진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32)  

본 연구에서는 더 정확환 진단법을 사용하여 zoledronic acid의 

골전이 예방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zoledronic acid의 

골전이에 대한 작용기전이 어떤 방법으로든 전이된 유방암세포의 

세포고사이지 유방암세포가 뼈에 정착해서 colonization 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기 때문에 zoledronic acid의 예방효과는 전이빈도 보다는 

전이된 병소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이병소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전이빈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일 수도 있고 크기 감소의 효과가 

크지 않을 때는 전이빈도는 차이가 없게 나올 수 도 있다. 같은 

bisphosphonate제제인 Clodronate나 pamidronate을 이용한 유방암 

환자에서의 골전이 예방효과에 대한 몇몇 임상연구에서도 예방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반면 반대의 결과를 보인 경우도 있고 또 

예방효과는 있으나 통계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된 경우도 

있었다.(33-36) 이렇게 결과가 서로 상반되게 나온 것도 이런 이유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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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유방암의 골전이 유발 쥐에서 

Zolecronic acid의 골전이 발생빈도를 억제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 Zoledronic acid를 처리한 군에서 골전이 종양 세포의 

apoptosis가 zoledronic acid를 처리하지 않은 군에 비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것은 통계적으로 의의있는 차이를 

보였다.  

• 결론적으로 zoledronic acid는 골전이가 일어난 유방암세포의 

apoptosis를 통해 골전이 억제효과를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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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phosphonates are used routinely to reduce the SRE 

(skeleton related events), like bone pain, compression 

fracture, hypercalcemia in breast cancer patients with bone 

metastasis. Zoledronic acid, a third-generation 

nitrogen-containing bisphosphonate is the most potent of the 

bisphosphonates currently in clinical fields. There are several 

reports that bisphosphonates could prevent bone metastasis 

of breast cancers but they are not solid enough to support 

clinical use. Clinical trials exploring the use of zoledronic acid 

as adjuvant therapy in breast cancer patients are ongoing. In 

the present study, to evaluate the prevention effect of 

zoledronic acid on bone metastasis of breast cancer, 

zoledronic acid or vehicle alone was administered to nude 

mice either simultaneously or as post intracardiac injection of 

the human breast cancer MDA-MB-231 cells. In orde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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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 evaluate the metastatic activities of MDA-MB-231 

cells, we used luciferase-based biolumninescence imaging. 

The luciferase expression vector was transfected into the 

MDA-MB-231 cells and transfected cells were injected into 

the left ventricle of nude mice. Five weeks after injection, 

luciferase activity was measured with the IVIS imaging system 

(Xenogen). Nude mice treated with zoledronic acid early, but 

not late, showed a lower incidence of bone metastases than 

did vehicle-treated nude mice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37.5% of mice treated with zoledronic acid at 

the time of tumor cell inoculation developed bone metastases 

as compared to over 51.8% of mice receiving vehicle alone. 

46.6% of mice treated with zoledronic acid 1 week after tumor 

cell inoculation developed bone metastases and 64.2% in 

group 2 weeks after tumor cell inoculation.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apoptosis in metastatic 

tissue of bone showed increased apoptosis in zoledronic acid 

treated groups.  But metastatic tissue outside of the bone 

which invaded soft tissue around the bone showed not so much 

apoptosis and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zoledronic acid 

treated and control group. These results showed that 

zoledronic acid increased apoptosis of metastatic breast tumor 

cells in bone and could reduce metastatic tumor burden in 

bone and it could be translated to the reduction of incide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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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e metastasis in zoledronic acid treat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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