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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속담에 ‘깊은 주름은 바보도 현자로 만든다’는 말이 있다. 연륜이 쌓이면서 지혜가 깊어진다는 뜻으

로 주름을 아름답게 표현한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외모도 경쟁력이라 여겨지는 요즘은 남녀노소 할 것 없

이 탄력 있고 주름 하나 없는 피부가 선호되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하나둘 늘어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나이가 들면 피부 진피에서 

탄력성을 유지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합성감소로 인해 퇴화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주름이 빠르게 증가

하게 된다. 과다한 자외선 노출, 외부 환경이나 흡연, 스트레스 등도 주름이 생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

히 자외선은 피부의 콜라겐, 탄력 섬유의 손상을 일으켜 피부 노화를 촉진한다. 

  실외에서 오랜 시간 지내는 사람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주름은 자외선에 지나치게 노출되어 생긴 산화 손

상의 결과로 깊고 두꺼운 것이 특징이다. 주름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 있어서도 고민거리이다. 남

성피부는 여성보다 30% 정도 두꺼워 쉽게 잔주름이 생기지는 않지만, 일단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면 깊게 

파인다. 피지선 분포가 상대적으로 적고 유분 함량이 낮은 눈가와 입가는 표정에 의한 움직임이 많아 잔주

름이 빨리 생기는 부위다. 

  주름은 한번 생기면 없애기 힘들기 때문에 평소 생활습관을 통해 노화의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최

선이다. 하지만 이미 깊게 자리잡은 주름으로 고민이라면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써마쿨NXT 치료를 받는 것

도 좋은 방법이다. 

  최근 가장 주목 받고 있는 피부과 주름치료에는 써마쿨NXT 레이저 시술이 있다. 써마쿨NXT는 수술과 

전신마취없이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하여 피부 깊숙이 진피와 피하지방층까지 강력한 열을 전달해 치료하

는 원리로, 고주파열이 기존의 노화된 콜라겐에 수축을 일으켜 탄력을 회복시켜 주고, 새로운 콜라겐의 생

성촉진을 유도하기 때문에 쳐진 주름과 잔주름에 효과적이다. 써마쿨NXT는 얼굴주름 및 민감한 눈가 주

름, 입 주위 팔자 주름, 손 주름, 목 주름, 처진 팔뚝과 늘어진 뱃살 등 전신주름 및 피부탄력에 효과를 보

이면서 치료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또한, 기존 써마지를 업그레이드한 최신 레이저로 기존의 써마지 시술

보다 시술시간이 약 20% 가량 짧아졌으며, 다른 고주파 시술이 몇 번의 시술이 필요한데 비해서 써마쿨

NXT는 1회의 시술로도 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치료에 대한 부담이 적다. 시술 후, 딱지가 

생기거나 심하게 붉어지는 증상이 없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한 번의 시술로도 효과가 크고 오래 지속

되어 바쁜 업무로 시간을 내기 힘든 직장인들에게도 적합한 시술이다.  

  써마쿨NXT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시술 후 관리도 중요하다. 시술 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외출 30분 전에 차단제를 발라주고 햇빛이 강한 오전 10시∼오후 3시 사이나 야

외활동 시에는 2∼3시간에 한번 덧발라 주는 것이 좋다. 특히 또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사우나, 찜질

방, 과도한 음주와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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