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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oid free, fragrance free, non-greasy, non-comedogenic, paraben-free, and propylene glycol-



EpiCeram  은 특허받은 최적의 피부지질 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손상된

                피부장벽의 회복을 더욱 촉진합니다.

What is Epiceram?
Epiceram is a topical emulsion (applied directly on the skin) used to treat dry skin conditions. Epiceram is also used to 

manage and relieve the burning and itching associated with a variety of inflammatory skin conditions. Epiceram helps 

to relieve dry, waxy skin by maintaining a moist wound and skin environment, which is beneficial to the healing process.



특허받은 기술에 의한 주요성분의 방출 속도 제어(SRDS)

에피세람 적용 시 sub-micron spheres 형태로 피부에 침투하여 Sustained Re-

lease Delivery System(지속적 방출 전달 시스템)의 서방작용으로 피부에 

최적화된 효과를 나타냅니다.

에피세람은 손상된 피부장벽을 복원시켜 항원유입을 막아주는 Skin Barrier Emulsion.

에피세람은 피부의 생체지질인 Ceramide를 고농도로 제공하며, 각질층의 PH를 낮추어 줍니다.

에피세람은 FFAs성분은 강력한 PPAR(체내 지방세포의 형성 및 분화) Activater의 역할을 합니다.

에피세람은 피부에 투습막을 형성하여 피부를 회복하는 대사 반응을 유도합니다.

에피세람은 향균 펩타이드의 양을 증가시키고(LL-37 & hBD2) Free fatty acids는 향균작용과Serine 

protease inhibitor의 작용을 합니다.

에피세람은 PPAR-α수용체애 대한 작용을 가진 Conjugated Linoleic Acid(CLA)를 포함한 Fatty Acids의 

항염효과를 나타냅니다.

에피세람은 지속적 방출 전달시스템 Sustained Release Delivery System의 서방작용으로 1일2회사용 

충분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EpiCeram  은 손상된 피부장벽을 회복 피부 본래의 상태로 복원시켜

                아토피 및 여러가지 피부질환을 개선합니다.

의

EpiCeram  은 최적의 피부지질공학기술을 통해 손상된 피부장벽을

회복시켜,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각종의 여러 피부질환을 치료하고

증상을 개선합니다.



Capric Acid, Cholesterol (Purified), Citric Acid (Esterfication), Conjugated Linoleic acid, Dimethicone, Euphorbia cerifera (candelilla) 
wax, Food Starch, Glycerin, Glycereyl stearate, PEG, Hydroxyproplyl bispalmitamide MEA (ceramide), Palmitic Acid, Petrolatum, 
Phenoxyethanol, Sorbic acid, Squalene

피부 건조증, 아토피성 피부염, 자극성 접촉피부염, 수술봉합사 제거후 아문상처의 소양증, 방사선 치료시의 피부질환, 만성 직업성 피부염, 
튼살, 신생아의 피부장애, 항암제 치료시의 피부질환 등 여드름 치료시 건조, 각질이 생긴경우, 습진, 화상, 기저귀 발진 등 여러가지 질환과 
관련된 피부증상을 경감 및 치료

[ FUNCTION ]

Lowers pH, antimicrobial, Barrier Lipid, Lowers pH, Essential barrier lipid & anti-inflammatory, Skin Conditioner, Encapsulation Aid
Humectant, Emulsifier, Barrier lipid (synthetic ceramide), Barrier Lipid (lowers pH), Hydrates, Preservatives, Emollient

얼굴이나 피부의 어떤 부분에도 제한 없이 어른과 어린이 모두에게 사용 할 수 있다.
1일 2회(필요시 추가), 피부에 적당량을 얇게 펴 바른다. 피부가 갈라졌을 경우에는 에피세람 스킨 베리어 에멀젼으로 드레싱하여 덮어준다.

어린이의 손 닫지 않은 곳에 보관한다. 높은 온도 및 냉장·냉동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15-30°C 실온보관)

2년

90g

에피세람 스킨 베리어 에멀젼 자외선 차단 성분이 없어, 햇빛에 노출시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사용한다.
방사선 피부염 또는 방사선 치료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다음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방사선 치료 전 4시간 이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하루에 두 번 또는 방사선 치료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한다. 
 ·사용 후, 일시적으로 얼얼한 느낌이 있을 수 있다(10~15분). 

에피세람은 무향의 미국 FDA 승인받은 창상피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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