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프로카젠 전립선암 정보센터 입니다.

추운 겨울도 이제 끝이 나려나 봅니다. 지난 토요일 입춘을 맞이하며 봄의 길목에 들어섰습니다. 2023년이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이라니 기분이 묘합니다. 빠르게 흘러간 1월 동안 새해계획은 잘 지키고 계신가요? 무언가를 도전하기에 늦은

것은 없다고 합니다. 만약 1월에 세운 계획들을 지키지 못했다면 2월부터 새로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달간 전립선암과 관련한 주요 소식과 다양한 건강 이야기를 담아 43호 소식지를 전합니다.

📢📢프로그램 정보

💊💊암경험자 관련 프로그램💊💊
• 2월 8일~9일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서울성모병원)

• 2월 16일 가정간호를 통한 암환자 돌봄(국립암센터)

• ~2월 17일 심리사회적 지지프로그램(고잉 온 다이어리)참가지 모집

• 2월 24일 골 전이 환자의 안전한 생활과 운동(한국혈액암협회) 

• 3월 4일 전립선암 메디컬 멘토링(미니강의+개별상담) (한국혈액암협회)

📅📅 2월의다른교육보러가기

📢📢건강정보

👀👀전립선암, 무엇이든물어봐!👀👀

"전립선염"은 전립선의 염증이며, 감염으로 인해 생길 수 있습니다. 급성 전립선염은 급격히 심한

증상을 일으켰다가 치료하면 빠르게 좋아집니다. 증상은 주로 발열과 오한, 음경 기저부 주위 통증,

장운동 시 통증, 빈뇨, 급박뇨, 배뇨통 등이 나타납니다. 만성 전립선염은 약하지만 지속적인 증상을

유발하고 치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급성 또는 만성 전립선염을 일으키는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형태 모두 요로에서 전립선으로 퍼진 세균감염의

결과로 생기거나 성병과 연관됩니다. 세균 감염이 발견되면 항생제를 사용하여 치료하며, 세균

감염으로 생긴 전립선염이 아니라면 진통제와 대변을 무르게 하는 약(하제)을 써서 장운동을 편하게

만듭니다. 전립선염은 주로 30~50세에 많이 발생합니다.

음주가 전립선암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음주와 전립선암 사이의 상관관계가 없거나 적당한 음주(레드와인)는 오히려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연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음주와 전립선암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른 나이부터 시작한 음주, 음주 빈도, 폭음 횟수 등이

악성도가 높은 전립선암에 기여한다는 연구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물론 식이요법, 인종, 비만,

가족력과 같은 요소에 비하면 음주는 전립선암 발병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설령 알코올이 전립선암에 영향을 미치진 않더라도, 잦은 과음은 과체중을 유발하여 진행성

또는 공격성 전립선 암 진단을 받을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술은 심장병, 제2형 당뇨병 및 기타 암과

같은 여러 건강상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므로 술은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출처: Macke AJ, Petrosyan A. Alcohol and prostate cancer: time to draw conclusions. Biomolecules. 2022 Feb 28;12(3):375.

doi: 10.3390/biom12030375. PMID: 35327568; PMCID: PMC8945566.

평소 전립선암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질문을 해주시면,

다음 소식지 발송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암치료후, 건강관리이야기🚑🚑
운동이 암 치료 후 불편증상을 개선시킨다.

운동은 암 관련 사망률을 낮춰주는 것 외에도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1.

꾸준한 운동은 암 관 련 피료 개선에 매우

효과적이다. 2. 수술이나 치료의 부작용인 통증과

사지 말단의 저림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 3.

몸의 붓기를 개선시켜 관절 ... 더보기

운동 시, 암 치료 시기별로 고려해야할 것들

운동은 암환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나, 무조건적인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암 치료 중

또는 암 치료가 종료된 환자는 암의 병기, 치료

형태 , 치료 이후 기간 , 검사 소견 , 투약 상황 ,

현재의 신체 상태 및 스트레스 수준 등에 따라

운동 강도를 조절하거나... 더보기

👇👇이전암치료후, 건강관리이야기

• 암 치료후, 건강관리 42번째 이야기 "운동이 암 경험자의 장기 생존율을 높인다"

• 암 치료후, 건강관리 41번째 이야기 "저지방 식사, 이왕이면 당화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한다"

• 암 치료후, 건강관리 40번째 이야기 "모든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골고루 먹는다"

🚑🚑암치료후, 건강관리이야기🚑🚑
전립선암은변한다

전립선암은 변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진단과 치료도

변해야 합니다. 전립선암이 변하는 이유는

돌연변이가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각종 기능을 잃어버리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를

'역진화'라고 합니다. PSA를 만드는 기능도 결국은

사라지고 ... 더보기

우리는어떤표적을치료하고있는가?

전립선암으로 진단받으면 우선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초기암으로 나오면

안심입니다. 부작용없이 수술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문제지

모든 전립선암은 치료 후 재발한다'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암 초기부터 전신에 퍼진 암씨앗

때문... 더보기

🚑🚑암치료후, 건강관리이야기🚑🚑

🔥🔥전립선관련 HOT ISSUE🔥🔥

• 저위험 전립선암에 아팔루타마이드 효과... 예방약 가능성 (2023.01.11 메디칼타임즈)

• 소변으로 간단하게 전립선암 진단한다. (2023.01.19 ZDNet Korea)

• '순한 암'이라고? 증상 나타나려면 이미 3기... 韓남성 발병 늘었다 (2023.01.24 중앙일보)

• 5070전립선비대증 환자 절반, 불편해도 병원 안간다 (2023.01.03 뉴시스)

• 전립선 비대증 오래되면 암 된다? (2023.01.07 헬스조선)

• 고강도 유산소 운동, 전립선암 진행 억제에 도움 (2023.01.02 헬스인뉴스)

📰📰일상속암예방관련뉴스📰📰

👇👇식단관련최신기사

• 채소의 독, 암을 물리친다?(연구) (2023.01.17 코메디닷컴)

• 뼈 건강, 암 예방, 염증 억제... 비타민D 쉽게 얻는 식품7 (2023.01.22 코메디닷컴)

• [암 예방 백서] ① 식단 (2023.01.26 매경헬스)

👇👇운동관련최신기사

• 30분마다 5분간 산책, 건강한 혈압 및 혈당 조절에 도움 (2023.01.16 메디컬투데이)

• [암 예방 백서] ② '운동' 힘들어?... 하루 몇 분만 움직여도 암 예방 (2023.01.26 매경헬스)

👇👇금연 관련 최신기사

• 금연 다짐한 당신, 패치·껌·캔디 활용법 알고 있나요? (2022.12.26 중앙일보)

• "올해는 꼭 금연해야지"...실패하지 않으려면 '이것' 하자 (2023.01.16 매경헬스)

👇👇금주 관련 최신기사

• 절주 또는 금주 계획시 고려사항 12가지 (2022.12.29 코메디닷컴)

👇👇수면관련최신기사

• 불안해서 못 자는가, 못 자서 불안한가? (2023.01.29 코메디닷컴)

👇👇스트레스 관련 최신기사

• 뉴욕타임스의 ' 2023년 정신 건강법 7가지' (2023.01.23 코메디닷컴)

• 암환자 배우자, 우울증 위험 급증 (2023.01.08 코메디닷컴)

• "올핸 텃밭가꾸기 해볼까? 암위험↓ 정신건강↑ (2023.01.09 코메디닷컴)

• "암 진단 후 6개월이 삶을 큰 고비" (2023.01.24 코메디닷컴)

아직 전립선암 정보센터의 뉴스레터를 구독하지 않았다면 아래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소식지구독하기😻😻

유용한 정보를 얻으셨나요? 만약 뉴스레터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보다 나은 뉴스레터를 만들기 위해 언제나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프로카젠

procagen1@procagen.co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56번길 11 세명타워 50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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