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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질환건강상식

암치료후, 건강관리

40번째이야기

비뇨의학과박문수원장의

전립선이야기

모든영양소를섭취할수있도록골고루먹는다 PSMA PET/CT로임파선절제술여부를
판단할수있을까?

"발기부전"이란 성생활에 충분할 만큼 발기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발기부전이 발생하는 원인은 우울증, 스트레스, 애정결핍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부터 전립선암

또는 기타 암 치료 등 매우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비만, 혈증 중성지방 증가, 고혈압 , 당뇨 등과 같은

대사질환이 주된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러한 질환이 있는 환자는 일반인보다 발기부전 유병률이

2배~4배가량 높다는 국내 연구도 존재하며, 특히 50세 이상 남성의 경우 대부분 대사증후군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따라서, 평소 건강관리가 발기부전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주,

금연,지방섭취를줄이고채소와과일섭취하기,인스턴트식품줄이기,규칙적인운동하기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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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균형 잡힌 식사하기

금연

스트레스

운동

식단

금주

수면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하루 한 두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흡연량을 서서히 줄이고,
간접 담배연기도 피하기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을 위해
나만의 규칙적인 수면습관 만들기

규칙적인 명상을 통해
생각과 감정 관리하기

전립선에 안 좋은 고기…
그럼 좋은 음식은?

2022.11.22 헬스조선

40대 남성 58% 비만…3040서 비만
유병률 증가

과음 잦고 음주 후 안면홍조男, 
남성호르몬 결핍 위험 높다

음주와 테스토스테론의상관성 분석연구

2022.11.28 세계일보

아침 햇살 30초, 암을 막는다 (연구)

오전 9시 전의햇빛이 암발병률을 감소시킴

2022.11.17 코메디닷컴

국가암정보센터암정보
서울아산병원건강정보

2022.11.24 코메디닷컴

2021국민견강영양조사 결과 남성 비만율이 46.3%

로봇 절제술 전립선 암환자, 수술 후 발기부전 '재활 가능성 ' 열려

2022-11-22  이데일리

고도한 동물성단백질과 지방섭취는전립선비대증
발병 시기를앞당김

㈜프로카젠은 전립선암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56번길 11 
세명타워 501-2호
대표전화: 070-4915-2270
이메일: procagen1@procagen.com

INFORMATION

프로카젠 전립선암정보센터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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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메일은프로카젠메일로회신을통해수신거부가가능합니다.
뉴스레터이메일수신을원하지않는고객님께서는 procagen1@procagen.com으로회신주십시오.

12월 19일호르몬반응성전이성전립선암치료 강좌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128506891?OutUrl=naver
https://kormedi.com/1545502/40%eb%8c%80-%eb%82%a8%ec%84%b1-58-%eb%b9%84%eb%a7%8c-3040%ec%84%9c-%eb%b9%84%eb%a7%8c-%ec%9c%a0%eb%b3%91%eb%a5%a0-%ec%a6%9d%ea%b0%80/
https://kormedi.com/1543583/%ec%95%84%ec%b9%a8-%ed%96%87%ec%82%b4-30%ec%b4%88-%ec%95%94%ec%9d%84-%eb%a7%89%eb%8a%94%eb%8b%a4-%ec%97%b0%ea%b5%ac/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2/11/21/2022112102144.html
https://www.prohealthy.co.kr/info/prostate_prev/pr_after_view.aspx?seq=52
https://blog.naver.com/penopia/222936980909
http://www.realfoods.co.kr/view.php?ud=20220801000093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13686632528344&mediaCodeNo=257&OutLnkChk=Y
http://www.procagen.com/user/pr/notice/view.aspx?no=74
http://www.prohealthy.co.kr/
https://www.youtube.com/channel/UCz49Ft5ZO9qxh01H2X9nUlg
https://www.kbdca.or.kr/bbs/board.php?tbl=bbs42&mode=VIEW&num=1182&category=%C1%BE%BE%E7(Oncology)&findType=&findWord=&sort1=&sort2=&sh=&page=1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2/11/21/20221121021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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