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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재생촉진제

스티모린

크림

STIMOLINE Cream

화상이나 외상(상처), 욕창 등의 피부질환은 신속하고 적절한 처치와 감염방지가 치료의 성패를 좌우
하는데, 흔히 경험적인 방법이나 부적당한 방법으로 처치하여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키고 치료기간이
길어지며 큰 흉터를 남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티모린 크림은 V.P.Filatov의 조직요법(組織療法, tissue therapy)에 근거하여 이태리의 DAMOR사
에서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피부질환 치료제로서, 피부조직의 재생을 촉진하는 바이오스티무린
(biostimuline, biogenic stimulant, 生原的刺戟劑)과 피부병소(아픈부위)에 흔히 감염되는 세균에 유효
한 항균제 페녹시에탄올이 복합처방 되어있어, 화상, 외상(상처), 욕창, 궤양 등 피부조직의 신속한 재생
이 요구되는 모든 피부질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티모린 크림은 상처의 치유와 피부의 재생을 촉진하므로 종래의 치료법에 비해 짧은기간에 심한
흉터를 남기지 않고 치료하며, 심한 상처의 경우에는 피부조직의 재생을 촉진하여 피부이식을 용이
하게(쉽게) 해줍니다.
【성분·함량】(1g 중)
소맥엑스수성액(Aqueous extract of Triticum Vulgare)(별규) …………………………… 150mg
페녹시에탄올(Phenoxyethanol)(BP) ………………………………………………………… 10mg
【성

상】흰색의 반투명한 점도가 있는 크림제

【약리작용 및 특장】
1. 조직요법에 근거한 피부재생 촉진작용
사람이나 동·식물의 조직은 위험에 처하면 바이오스티무린이라고 하는 특이한 물질을 생성하여
이에 대응하게 되는데, 이 물질은 생명활동을 재활성화하여 생체의 방어능력을 개선시킵니다.
조직요법이란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V.P.Filatov가 제창한 치료법으로 바이오스티무린의 비
특이적인 조직재생 및 생체 방어기전 촉진작용을 이용하여 피부나 근육 등의 조직의 부활을 촉진
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스티모린 크림은 이 조직요법에 근거하여 식물로부터 추출한 바이오
스티무린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제로서 피부조직의 재생을 담당하고 있는 육아조직을 활성화하여
상처의 치유와 피부의 재생을 촉진하여 줍니다.
2. 항균작용
화상, 외상(상처), 욕창 등의 피부병소(아픈부위)에는 흔히 세균이 감염되어 치료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티모린 크림에 함유된 항균제 페녹시에탄올은 피부병소(아픈부위)에 흔히
감염되는 녹농균 등의 세균에 대한 살균 및 정균작용을 나타내므로 항생제를 따로 사용하지 않
고도 세균감염으로 인한 병소(아픈부위)의 악화를 방지합니다.
3. 친수성 기제 사용
스티모린 크림은 친수성 기제를 사용한 크림제이므로 바셀린 등 소수성 기제를 사용할 때 나타
나는 끈적거림, 상처부위의 지나친 습윤(습기 참) 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또한 물에 잘 씻기므로
상처부위의 분비물 제거가 용이합니다(쉽습니다).

【효능·효과】
·피부조직의 신속한 재생을 필요로 하는 다음 피부질환
화상, 외과적 상처, 궤양성 이영양변화(정맥류성 궤양, 욕창), 피부균열(갈라짐)
【용법·용량】
1일 1~수회(여러차례) 환부(질환부위)에 적당량을 바르십시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마십시오. : 이 약 성분에 과민증 환자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하십시오.
1) 약물이나 화장품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발진, 발적(충혈되어 붉어짐), 가려움, 옻, 기타의
피부병)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3. 일반적 주의
1) 정해진 용법·용량을 잘 지키십시오.
2) 어린이에 사용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감독 하에 사용하십시오.
4. 적용상의 주의
이 약은 외용으로만 사용하고 내복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5.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2) 직사일광을 피하고 될수 있으면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밀전(뚜껑을 꼭 닫아)하여 보관
하십시오.
3) 오용(잘못 사용)을 막고 품질의 보존을 위하여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지 않습니다.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기밀용기, 실온(1~30℃) 보관, 제조일로부터 3년
【포장단위】자사포장단위(외부용기 표기)
※구입시 사용기한이 경과되었거나 유통과정중 변질, 변패 또는 오손된 제품일 경우에는 구입처를
통하여 교환하여 드리며,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에 의거 소비자의 정당한
피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본 설명서 작성(개정)년월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아래 제품문의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문의 (02)2211-6700, www.sinil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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