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5  

 

 

2014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106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9권 제5호 2014년 10월  

Ⅰ. 머리말 

1. 암 발생 및 사망률 추이 

암은 심혈관 질환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사망원인 중의 하나이며, 특히, 지난 50여 년간 암에 의

한 사망률은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사망자 4명 중 1명

이 암으로 인한 사망). 또한, 평균수명까지 생존 시 암발

생 확률은 34%(3명 중 1명)에 이르러 심각성을 더해준

다. 세계보건기구의 2008년 세계 암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1,200만명이 새롭게 암으로 진단받고 700

만명이 사망함을 알 수 있다((그림 1) 참조). 우리나라에 

2008년 새롭게 암으로 진단받은 암 발생자는 178,816

명, 2009년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69,780명(보건복지부

통계자료(국립암센터 암등록 통계과)[1])이다. 매년 국

내 암 발생 환자의 수는 4%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5년에 추정되는 암 발생율은 2008년 대비 51.4% 증

가가 예상되고, 암 사망율 또한 2015년에는 2009년 대

비 15.9%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암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할지도 모른다. 

2. 혈액 중의 암세포란? 

암환자는 90% 이상의 경우, 원발성 암 성장(primary 

tumor growth)보다 암의 국소 재발(relapse) 또는 원격

전이(metastasis)에 의해 사망하게 된다. 즉, 암의 침윤 

및 전이 정도는 궁극적으로 암환자의 치료 예후를 결정

함으로써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최근 암 조기진단의 증가와 표적요법(targeted the-

rapy)과 같은 치료법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암은 여전히 

사망원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암

들은 아직도 수술적인 제거를 통해 완치될 수 있을 뿐이

다. 원발 종양이 제거된 후에 암이 재발하는 것은 그 발

병과정에 많은 인자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이며. 암 치

료성적과 예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첫 진단 시 또는 치료 중에 전이된 암세포의 존재 여부

이다. 암세포가 림프절이나 골수로 전이된 것을 ‘파종암

세포(DTCs: Disseminated tumor cells)’라 하며, 말초혈

액에도 존재하면 ‘혈중순환암세포(CTCs: Circulating 

tumor cells)’라 한다. 즉, CTCs는 암환자의 말초혈액 내

에서 순환하는 암세포로 정의되며, 원발 병소 또는 전이 

병소로부터 떨어져 나온 세포이다. 

종양세포가 전이되기 위해서는, 1) 원발암으로부터 

지엽적 침윤이 일어나고 2) 혈관 내로 유입되고, 3) 순

환하다가, 4) 혈관을 빠져 나오고, 5) 2차 지점에 정착한 

후 증식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6) 착상함으로써, 

임상적으로 관찰되는 암 전이가 일어난다((그림 2) 참

조). 따라서, 혈관 내에서 떠돌고 있는 암세포(circu-

lating tumor cells)의 존재 여부는 향후 발생하는 암 전

이의 일반적인 표지자로 볼 수 있다.  

혈중 암세포는 1) 치료 예후인자로((그림 3) 참조), 재

발을 예측할 수 있고, 2) 치료제 효능 평가 및 관찰의 유

용한 수단이며, 3) 임상적으로 쉽게 관찰하기 어려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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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암 전이의 확인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바

이오마커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의 침습적 조직검사에 

비해, 혈중 암세포 진단은, 비침습방식(non-invasive)

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혈장 내 바이오마커들

(CEA(Carcinoembryonic antigen), AFP(Alpha peto-

protein), CA19-9(Carbohydrate antigen 19-9), PSA 

(Prostate specific antigen) 등) 진단과 더불어 유용한 

암 진단기법으로 전망된다. 

파종암세포(DTCs)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모든 고형

암의 20% 정도에서 전이가 발견되며 이것은 원발암이 

무엇이건 약물과 방사선 치료에 저항성을 가지는 대표

적 난치암의 형태라 할 수 있다[4]. 

또한 고형암의 진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원발암을 떠난 암세포가 타 장기로 가는 것 이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DTCs로 알려지기 시작하였

으며 DTCs는 혈액 중에 분포하고 아주 작은 숫자이지

만 골수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림 4) 참

조). DTCs 또한 CTCs와 유사한 임상적인 중요성을 가

지고 있으며 CTCs와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것 또한 유방암의 경우 환자의 예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었다[6]. 전이에 의하여 골수에서 

발견되는 DTCs도 CTCs와 유사한 중요성을 보이고 있

으며 CTCs외에 DTCs의 임상적 유용성이 강조되고 있

는 실정이다.  

3. 혈중 암세포 진단법 개발의 중요성 

전세계적인 체외 진단 시장은 2007년도 390억불에서 

2012년도 500억불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바

이오마커 기반의 분자진단 분야는 2007년도 27억불에

서 2012년도 51억불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암 분자 진단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는 분야 중의 하나이

며,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여 2014년에 30억불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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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예측된다[7]. 

혈중 암세포의 존재는 전이 초기단계(전이성 암세포

의 존재)로 해석할 수 있으며, 혈중 암세포를 검출함으

로써, 암의 조기진단 및 효과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혈중 암세포

는 1) 혈액 내 그 빈도가 극히 낮고(전체 세포 10억개

당 암세포 1개 또는 백혈구 10
6
-10

7
개당 암세포 1개), 

２）혈액 내에서 망가지기 쉬운 상태이며, 3) 암세포들

의 각기 다른 특성으로 인해,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혈중 암세포 진단법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CTCs를 검출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 첫 번째는 말초혈액 내 전체 세포에 비해 CTCs가 

차지하는 개수가 매우 낮으므로 CTCs를 효율적으로 분

리하는 것이 어렵다. 두 번째는 대상 세포를 성공적으로 

분리한 후에 정확히 동정하는 것이 어렵다. 정확한 동정

은 위양성(false positive)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데, 

위양성은 암환자의 올바른 치료법 선택에 부정적 영향

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초혈액 내에서 CTCs

를 효율적으로 분리하고 이를 정확히 동정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암환자의 진단 및 치료 후 추적조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Ⅱ. 종래의 혈중 암세포 검출기술의 한계 

말초혈액에서의 CTCs 검출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은 방법상의 한계임. 유세포 분석(flow 

cytometry), 자기 세포 분리법(magnetic cell separa-

tion), 이중전기영동(di-electrophoresis) 등의 방법이 

말초혈액에서 CTCs 검출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왔다. 수년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

법들은 여전히 연구분야에서만 유용할 뿐이고 효율성과 

결과 재현성의 부족으로 인해 임상적 적용은 제한되고 

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승인받은 CellSearch
TM

 System이 

CTCs 검출시스템으로 임상 현장에 소개된 최초의 사례

이다[8]. Veridex LLC(Warren, NJ, USA)에서 개발한 

CellSearch
TM

 system의 경우, 환자의 혈액 7.5ml으로부

터, EpCAM(Epithelial cell adhesion molecule)-positive 

cell을 분리하고, CK-positive, nucleus-positive, CD45 

-negative cells을 검출함으로써, 혈중 암세포 진단을 

가능케 한다. CellSearch
TM

 system은 전이성 유방암

(2004/2006년), 전이성 대장암(2007년), 전이성 전립선

암(2008년)에 대해 FDA 승인되었다.  

AdnaTest BreaseCancer(AdnaGen AG, Hanover, 

Germany; OncoVista, Inc., San Antonio, TX, USA)의 

경우, 유럽에서 승인 받았으며 혈중 암세포를 암세포 특

이적 antibodies를 이용하여 분리하고, RT-PCR 

(Reverse Transcription PCR) 반응을 통해, MUC1 

/HER2/GA733-2 발현을 검출함으로써, 혈중 암세포 

유무 및 전이를 진단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혈중 암세포 진단은, EpCAM-

positive 세포의 분리 및 농축에 기반하고 있다. 혈액 내 

leukocytes가 EpCAM-negative이며, 상피세포에서 유

래한 carcinoma의 경우, 암세포가 기본적으로 EpCAM

을 발현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되었다. 하지만, 1) 상피

세포에서 유래한 암종의 경우 모든 혈중 암세포가 Ep 

CAM-positive하지 않고(예, 유방암세포 60% Ep CAM 

-positive, 전립선암세포 70% EpCAM-positive), 또한, 

２）상피세포에서 유래하지 않은 암종의 경우(예, 

melanoma) 혈중 암세포는 EpCAM-negative 인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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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pCAM-based 기법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CellSearch
TM

 system의 전이성 암세포 검출은 

20-60% 정도에 그치고 있다(<표 1> 참조). 

특히,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종양세포가 전이 초

기단계에 침윤능력을 획득하고 혈관 내 유입되어 순환

하는 동안, 상피세포의 특성이 감소하고 중간엽세포의 

특성을 획득하게 되어(EMT: Epithelial-mesenchymal 

transition), EpCAM 발현수준이 감소하고, 줄기세포와 

유사한 특성을 획득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그림 5) 참조). 따라서, 혈액 내 백혈구 대비 

1/10
6
-10

7
의 낮은 빈도로 존재하는 암세포를 효과적으

로 검출하기 위하여, 기존 표적자 EpCAM의 한계를 극

복할 수 있는 새로운 혈중 암세포 표면 표적자의 발굴이 

요구되고 있다.   

말초혈액을 통해 전신을 순환하는 암세포(CTCs)와 

더불어 골수에서 검출되는 파종성암세포(DTCs)의 검출

은 암의 조기 검진에서 중요한 인자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방암의 경우 CTCs가 많이 검출되는 말기 

유방암환자는 특히 예후가 나쁘고 생존기간이 짧으며 

DTCs가 검출되는 초기 유방암환자라도 뼈로 전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아직까지 DTC의 

검출기술은 연구개발이 미흡한 단계로 조기진단을 위하

여 기술 개발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기존 CTCs/DTCs 검출을 위한 방법으로는 면역세포 

화학방법과 RT-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출

법, CTCs/DTCs로부터 용출되는 단백질을 항체로 검출

할 수 있는 EPISPOT assay 등이 있다((그림 6) 참조). 

면역세포 화학방법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

이 있으며 RT-PCR법은 target mRNA(messenger 

RNA(Ribonucleic acid))의 불안정한 발현 및 정상세포에 

비해 낮은 발현으로 인하여 검출이 힘든 점이 있다. 

EPISPOT assay의 경우 감도는 좋으나 CTCs로부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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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단백질이 반드시 용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

며 단백질이 용출되는 세포를 분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그림 7) 참조). 또한 암종에 따라 

EPISPOT assay에 반응하지 않는 암세포들도 있다는 

단점도 있다. 

Ⅲ. 새로운 바이오마커 및 검출시스템의 필요성 

1. 새로운 바이오마커의 필요성 

앞서 언급한 것처럼 Ep-CAM만을 이용한 혈중 암세

포 분리방법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Ep-CAM negative

의 암세포도 존재하며, EMT에 의한 Ep-CAM 발현 감

소로 CTC 검출에 있어 민감도와 정확도에 한계를 보이

고 있다. 따라서, Ep-CAM negative 암세포와 전이능

을 획득한 암세포를 검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혈중 암세

포 특이적 표적자가 요구된다.  

Ep-CAM 이외의 CTCs의 특이적인 마커들을 찾아내

고 또 미국의 Veridex system과 같은 장비가 국내에서 

개발된다면 특이 마커들을 이용한 진단의 target뿐 아

니라 치료를 위한 target을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중요성이 있다. 전이가 이루어진 장소의 암세포는 끊임

없이 자기재생(self-renewal)을 하며, 천 개 미만의 적

은 세포수로도 실험동물 모델에서 종양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악성 종양세포로써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

으며, 또한 필수적인 암 치료법인 방사선 치료에 놀라울 

정도로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 전이암의 씨앗이 되는 

CTCs의 조기 제거는 암 치료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점차 인식되고 있다. 최근에는 암의 전이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장기에 종양을 재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CTCs 타깃으로 하는 화학요법 및 이를 바

탕으로 하는 치료프로토콜이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2. 기술적 현황에 의거한 필요성 

CTCs 및 DTCs 환자 예후에 대한 내용을 본 연구진이 

미국의학도서관의 정보원인 PubMed을 통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는 개념 정립 단계이다. 이는 CTCs와 

각종 암에 대한 예후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현재 출발선

상에 있는 것으로 선도연구가 시행된다면 국내를 떠나 

세계적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단순히 CTCs만을 관찰/분석하지 않고 CTCs와 DTCs가 

전이된 장소의 세포를 같이 분석하여 그 의미를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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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를 환자 예후 및 생존기간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

구를 시행할 것이며 이는 개념 정립 단계이므로 세계적

인 선도연구가 될 수 있으며 또한 한국인 특이적 CTCs 

발굴 및 발굴 방법을 이용함으로 그 결과에 대한 경쟁력

과 차별화가 가능한 연구로 사료된다. 국내에서 시행된

다면 CTCs와 암종에 따른 임상적 예후를 판단에 대한 

연구에 있어 국제적인 선점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

다. 이 글에서 제안하는 신개념 신기능 혈중 암세포 진

단 소자 및 시스템의 개념도는 (그림 8)과 같다. 

Ⅳ. 해외 기술개발 현황 

CTCs는 보통 원발 부위에서 벗어나 말초혈관을 순환

한다. 생존 가능한 CTCs는 국소 침습(local invasion), 

혈관 내 침습(intravasation), 순환(circulation), 정지

(arrest), 혈관 외 유출(extravasation), 증식(proliferation)

과 신혈관 생성(angiogenesis) 등 여러 단계를 통해 암 

전이를 일으킨다. CTCs의 존재는 암의 진행과 전이에 

중요한 지표가 됨으로 정확한 CTCs의 집계는 암 진단, 

예측과 치료 반응 모니터링에 기여할 것으로 앞으로 더 

기대된다. 말초혈액 샘플에서 CTCs의 희귀성으로 인해 

CTCs의 수집, 특징화와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

로 효율적인 CTCs의 감지를 위해 높은 민감성과 처리

량, 고순도와 저비용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더욱더 필요

하다. 

CTCs 는 전이성 암환자의 경우에도 mL개만 존재할 

정도로 매우 희귀하다. 따라서 매우 효율적인 세포분리

기술이 필수적이다. CTCs 분리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

이 개발되어왔는데, 다른 혈액세포들로부터 CTCs와 같

은 단핵세포들을 분리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은 밀도 

차를 이용한 원심 분리 방법으로, Ficoll-Hypaque(GE 

Healthcare)나 Oncoquick(Greiner Bio-One) 등의 제품

들이 상용화된 바 있다[2]. 또한 자성 입자와 자기장을 

이용한 세포분리방법도 널리 이용되어왔다. 최근에는 

미세유체 제어기술을 이용한 많은 CTCs 분리 및 분석

기술들이 많이 보고 있다. 분리기술에는 크게 친화도 기

반의 CTCs 분리기술, 크기, 밀도, 변형성 기반의 CTCs 

분리기술, 유전영동 기반의 비표지 방식 CTCs 분리 기

술이 있다. 분리된 CTCs 분석 기술로는 분자 분석법, 

세포 분석법, 전기화학적 방법이 주가 되고 있다[12].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친화도 기

반의 세포분리기술인 면역 자성 세포분리기술은 단클론 

항체가 코팅된 자성 미세입자를 이용한 세포분리기술

로, 강한 자기장에 의해 자성 미세입자로 라벨링된 세포

들만 선택적으로 분리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CellSearch라는 회사의 기술은 FDA 승인을 받은 기

술로, EpCAM이 코팅된 자성 미세입자를 이용하여 혈

액세포로부터 CTCs를 분리해낼 수 있는 기술이다. 하

지만 이러한 기술은 분리 효율이 높지 않으며, 분리된 

세포의 순도는 0.1%에 불과하다.  

Powell 등은 MagSweeper라고 하는 면역 자성 세포분

리소자를 개발한 바 있는데, 그들은 분리된 암세포의 유

전자 발현 패턴이 분리과정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13].  

미국에 Johnson & Johnson/Veridex사에서는 Ep 

CAM-antibody가 conjugation되어 있는 마그네틱비드

를 이용하여 Nucleus+, CK+, CD45-인 암세포를 검출

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본 기술을 이용한 CellSearch 

시스템을 이용하여 여러 암종 및 전이성암을 검출할 수 

있으나 검진비용이 비싸며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점이 있다.  

Harvard University에서는 여러 암종에 의해 over-

expression되는 EpCAM에 specific하게 반응하는 

EpCAM antibody를 코팅해 놓은 바이오칩을 이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암 세포 수를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

할 수 있으나, 바이오칩의 단가가 높고 칩을 이용한 측

정방법임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Yale University에서는 혈액 내의 종양 mRNA를 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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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암세포의 수를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mRNA의 발현율, mRNA의 불안정한 성질에 따라 결과

의 오차가 나서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 있다는 

단점이 있다.  

Sysmax/Oncolys Biopharma사는 암세포 속에서 증

식하는 바이러스를 이용해 혈액 중에 유리된 극히 미세

하게 살아있는 암세포인 순환 혈중 세포를 발광시켜 고

감도로 검출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mRNA의 

발현율, 그리고 mRNA의 안정성에 따라 결과의 오차가 

차이가 발생하며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 있는 문

제점이 있을 수 있다.  

최근에는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CTCs를 정량

적으로 검출하는 방법들도 소개되었다. Chen 등은 

96×96 CMOS(Complementary metal-oxide semicon-

ductor) 전극 배열을 이용하여 세포의 임피던스를 측정

하는 방식으로 단일 세포 수준에서 암세포를 계수하는 

데 성공하였다[14]. Arya 등은 anti-EpCAM 항체가 코

팅된 금 미세 전극을 이용하여 CV(Cyclic voltammetry) 

방식으로 암세포의 농도를 측정하는 데 성공하였다

[15].  

최근 CTCs 검출을 위해 MGH M. Toner 교수 그룹에

서는 CTC-iChip(micro-fluidic chips)을 발표했는데, 3 

가지 분리단계(debulking inertial focusing, immuno-

magnetic separation)를 거치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 시

스템은 대량의 RBC(Red blood cells, 적혈구) 용해와 원

심분리, 유세포 분석기(flow cytometry) 내 유체역학적

인 sheath 흐름(hydro-dynamic sheath flow)과 자기활

성 세포분리를 대체하기 위해 3 가지 미세유체 기반 분

리 기능을 가지도록 제작하여 암세포 분리 특성을 보고

하였다.  

일반적인 기존의 MACS(Magnetic-activated cell 

sorting) 시스템에 비하여 마이크로칩 기술 기반 면역 

자성학적 분석법은 시스템 규모를 축소함으로 보다 나

은 유체 흐름 제어 및 자기장 제어 특성을 가지는 장점

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간단하면서도 정밀한 CTCs 

분리 및 분석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16]. 하

지만 소규모화는 채널 내 세포 막힘과 층류(laminar 

flow) 형성에 한계를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Ⅴ. 맺음말 

본고는 열거한 혈중 암세포가 무엇인지, 분리기술의 

종류 등을 서술하였다. 끝으로 현시점에서의 혈중 암세

포 분리기술 개발의 요약 및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기

고문을 마치고자 한다. 

 

1) 혈중 암세포 분리를 이용한 암 진단기술은 Im-

municon이라는 회사에 의해 최초 개발되고 발표

되었으며, 이후 Johnson & Johnson에 넘겨져 

FDA 승인을 받고 현재 상용화되어 있음. 

2) 현재 이 암 진단기술은 비싼 진단비용으로 인해 

국내에 들여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3) 2007년 이후 많은 연구그룹에서 마이크로/나노 

기술을 이용하여 혈중 암세포 분리를 더욱 신속하

고 정확하게 분리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4) 이들 기술이 마이크로칩 형태로 개발되고 있는 

것은 성능 향상과 함께 기존 기술의 비싼 진단비

용을 극복하기 위함. 

5) 현재 마이크로/나노 기술기반의 혈중 암세포 분

리를 이용한 암 진단 및 예후관리 기술은 국외의 

많은 대학과 제약회사에서 핵심기술의 선점을 위

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므로 조만

간 다수의 기업들이 제품화를 통해 시장에 진입

할 것으로 예상됨. 

6) 현 상황에서 빠른 연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면 중요한 암 진단분야에서 세계의 기술 수준에 

뒤처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임. 

7)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연구개발이 미비한 상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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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국내 기술이 의료시장에 대한 국제경제력을 

키우기 위해 이들 관련 기술개발이 시급함. 

8) 외국의 원천 특허들을 피할 수 있는 독자적인 핵

심 기술의 개발이 요구되며, 빠른 시스템화 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이 있는 prototype을 제작하

여 시장에 뒤처지지 않는 것이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함. 

약어 정리 

CTCs Circulating tumor cells  

DTCs  Disseminated tumor cells 

EpCAM Epithelial cell adhesion molecule 

EMT Epithelial-mesenchymal transition 

mRNA messenger RNA 

RNA ribonucleic acid 

RT-PCR Reverse Transcription PCR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CEA Carcinoembryonic antigen 

PSA prostate specific antigen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FP alpha petoprotein 

CA19-9 carbohydrate antigen 19-9 

CMOS Complementary metal-oxide semiconduc-

tor 

CV cyclic voltammetry 

MACS Magnetic-activated cell sorting 

RBC Red blood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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