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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폴리페놀을 위한 무수 국소 제제

(57) 요약

본 발명은 무수 국소 크림, 겔 또는 연고 기제, 폴리페놀 및 적절한 흡착성 담체 (이는 국소 혼합물을 적용할 때, 폴리페놀

을 크림, 겔 또는 기제 내에 균일하게 분배시킬 목적으로 결합시킬 것이며, 피부의 수성 환경 상으로, 또한 수성 환경 내부

로 폴리페놀이 유리되는 능력을 억제하지 않음)를 포함하는 조성물, 이를 제조하는 방법을 개시한다. 결합 담체는 신체로

국소적 적용의 목적으로 비수성 매질 중에 친수성 폴리페놀을 분산시키는 능력을 제공한다. 특히, 본 발명은 탈크 및 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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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알기네이트, 해조류, 한천, 검, 젤라틴, 셀룰로오스, 실리카, 실리카겔, 시메티콘, 살리실레이트, 실리케이트 및 실리콘

수지, 트라가칸트, 탄산칼슘 및 산화 마그네슘 또는 산화 아연을 비제한적으로 포함하는 각종 결합 담체를 이용하여 포화

또는 불포화 식물성 오일로 이루어진 무수 기제 중에 분배된 폴리페놀, 예를 차 카테킨, 특히 녹차 카테킨의 용도를 개시한

다. 그러한 결합 담체는 폴리페놀 농도가 혼합물 중에서 0.2% w/w를 넘을 때 특히 유용하며, 이들의 사용은 농도가 1.0

내지 20% w/w의 폴리페놀일 때 바람직하다.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수 혼합물 중의 적절한 흡착성 결합 담체 및 폴리페놀로 이루어진 조성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무수 국소 크림, 겔 또는 연고, 폴리페놀 및 적절한 흡착성 결합 담체로 이루어지며, 폴리페놀이 크림, 겔

또는 연고 내에 균일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목적으로 적절한 결합 담체에 결합되며, 폴리페놀이 크림, 겔 또는 연고를 피부

에 적용될 때, 피부 상으로 또한 피부 내로 유리되는 것인 조성물.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폴리페놀이 차 (카멜리아 시넨시스 (Camellia sinensis)) 및 녹차에서 유도된 폴리페놀로 이루어진 것인

조성물.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결합 담체가 탈크 및 클레이, 알기네이트, 해조류 (algae), 한천, 검, 젤라틴, 셀룰로오스, 실리카, 실리카

겔, 시메티콘, 살리실레이트, 실리케이트 및 실리콘 수지, 트라가칸트, 탄산칼슘 및 산화 마그네슘 또는 산화 아연으로 비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조성물.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결합 담체가 실리카 또는 실리카겔로 이루어진 것인 조성물.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결합 담체가 살리실레이트 또는 실리케이트로 이루어진 것인 조성물.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결합 담체가 산화 마그네슘 또는 산화 아연으로 이루어진 것인 조성물.

청구항 8.

제2항에 있어서, 무수 국소 크림, 겔 또는 연고가 포화 또는 불포화 식물성 오일 또는 왁스로 이루어진 것인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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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오일 또는 왁스가 천연 식물성 오일 및 왁스, 예를 들어 쉐어 버터, 알로에 베라, 아몬드 오일, 올리브 오

일, 아보카도 오일, 코코넛 오일, 호호바 오일 및 아베나 사티바 오일로 이루어진 것인 조성물.

청구항 10.

무수 국소 크림, 겔 또는 연고 기제를 첨가하기 전에 우선 적절한 흡착성 결합 담체와 폴리페놀을 무수 크림, 겔 또는 연고

내에 균일하게 분배시킬 목적으로 혼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며, 폴리페놀은 크림, 겔 또는 연고를 피부에 적용할 때, 피부

상으로, 또한 피부 내부로 유리되는 것인 제조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차 (카멜리아 시넨시스) 및 녹차에서 유도된 폴리페놀로 이루어진 폴리페놀을 첨가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제조 방법.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적절한 흡착성 결합 담체가 탈크 및 클레이, 알기네이트, 해조류, 한천, 검, 젤라틴, 셀룰로오스, 실리카,

실리카겔, 시메티콘, 살리실레이트, 실리케이트 및 실리콘 수지, 트라가칸트, 탄산칼슘 및 산화 마그네슘 또는 산화 아연으

로 비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제조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적절한 흡착성 결합 담체가 실리카 또는 실리카겔로 이루어진 것인 제조 방법.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적절한 흡착성 결합 담체가 살리실레이트 또는 실리케이트로 이루어진 것인 제조 방법.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적절한 흡착성 결합 담체가 산화 마그네슘 또는 산화 아연으로 이루어진 것인 제조 방법.

청구항 16.

제10항에 있어서, 주로 포화 또는 불포화 식물성 오일 또는 왁스로 이루어진 무수 국소 크림, 겔 또는 연고를 첨가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제조 방법.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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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항에 있어서, 오일 또는 왁스가 천연 식물성 오일 및 왁스, 예를 들어 쉐어 버터, 알로에 베라, 아몬드 오일, 올리브 오

일, 아보카도 오일, 호호바 오일 및 아베나 사티바 오일로 이루어진 것인 제조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식물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으며, 식이 건강의 중요한 성분으로 인정되고 있다. 점차로, 차, 포도 및 다

른 식물 공급원에서 유도된 폴리페놀은 정제되고 있으며, 이는 추가의 이로운 효과를 위한 건강 보조 식품으로 여겨질 수

있다. 폴리페놀은 피부에 국소적으로 적용되어, 피부 및 주위 조직에 국부적으로 동일한 이로운 효과를 부여할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폴리페놀, 특히 녹차 카테킨은 실온에서 매우 불안정하고, 수일 내에, 특히 물의 존재 시 산화되고 분해된

다 (1). 국소 혼합물에 있어서 폴리페놀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이 없는 (무수의) 상기 혼합물을 제제화함으로써

폴리페놀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비타민 C와 같은 다른 항산화제는 안정화 효과를 추가할 것이다. 포화 또

는 불포화된 식물성 오일이 각종 시판 국소 혼합물의 기제로서 보통 사용되지만, 폴리페놀은 이러한 오일에 잘 용해되지

않는다. 다수의 폴리페놀, 특히 녹차 추출물, 및 더욱 특히 폴리페놀이 풍부한 녹차 추출물은 주로 오일 또는 왁스로 이루

어진 무수 국소 조성물에 균일하게 분산되거나 용해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폴리페놀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국소 생성물이 적절하게 시판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폴리페놀을 무수

국소 혼합물에 균일하게 분배시켜서 적절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고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수 국소 혼

합물에 걸친 그러한 균일한 분배는, 국소 혼합물이 적용될 때 피부의 수성 환경 상으로, 또한 수성 환경 내부로 유리되는

폴리페놀의 능력을 억제하지 않을 비활성 흡수성 결합 담체를 사용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

흡착의 원리는 제약 합성 전문가에게 쉽게 인식되고, 탈색 용액, 흡착 크로마토그래피, 세정 및 습윤 (wetting)에 있어서

사용된다. 약물, 예를 들어 듀스 (dues), 알칼로이드, 지방산 및 무기산 및 염기를 고체, 예를 들어 차콜 및 알루미나 상으로

흡착시킬 수 있다. 무수 혼합물을 사용하기 이전에 폴리페놀의 흡착을 위한 신규한 적용이 본원에 기재되어 있다.

인용문헌:

Zhou, Q., et al. (2003) Investigating the stability of EGCg in Aqueous Media. Current Separations 20: 3.

2. Proniuk, S., et al (2002) Preformulation study of epigallocatechin gallate, a promising antioxidant for topical

skin cancer prevention. J Pharm Sci 2002 Jan; 91 (1): 111-6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무수 국소 크림, 겔 또는 연고 기제, 폴리페놀 및 적절한 흡착성 담체 (이 담체에 폴리페놀이 크림, 겔 또는 연고

기제 내에 균일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목적으로 결합될 것이며, 담체는 국소 혼합물이 적용될 때 피부의 수성 환경 상으로,

또한 수성 환경 내부로 폴리페놀이 유리되는 능력을 억제하지 않음)를 포함하는 조성물, 이를 제조하는 방법을 개시한다.

결합 담체는 신체로의 국소적 적용의 목적으로 비수성 매질 중에 친수성 폴리페놀을 분산시키는 능력을 제공한다. 특히,

본 발명은 탈크, 클레이 또는 실리카, 살리실레이트, 실리케이트 및 실리콘 수지, 한천, 알기네이트, 검, 셀룰로오스, 트라가

칸트, 탄산칼슘 및 산화 마그네슘 또는 산화 아연을 비제한적으로 포함하는 각종 결합 담체를 이용하여 포화 또는 불포화

식물성 오일 또는 왁스로 이루어진 무수 기제 중에 분배된 녹차 카테킨과 같은 폴리페놀의 용도를 개시한다. 그러한 결합

담체는 폴리페놀 농도가 국소 혼합물 중에 0.2% w/w를 넘는 경우에 특히 유용하며, 이들의 용도는 농도가 1.0 내지 20%

w/w 폴리페놀인 경우에 바람직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식물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제 및 항종양 제제로 알려져 있으며, 식이 건강의 중요한 성분으로 인식되어 있다. 점차로,

차, 포도, 올리브 및 다른 식물원으로부터 유래된 폴리페놀은 정제되어 추가의 이로운 효과를 위한 건강보조 식품으로 여

겨질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카테킨, 히드록시타이로솔 및 프로안토시아니딘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녹차는 카테킨이라 불

리는 일군의 폴리페놀을 함유한다. 카테킨은 많은 연구에서 체중 감소, 구취, 다수의 암, 관절염 및 알러지에 대하여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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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한다고 나타났다. 폴리페놀은 피부에 국소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피부 및 주위 조직에 국부적으로 동일한 이로운

효과를 부여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폴리페놀의 국소 적용의 연구는 UV-손상, 전암성 피부 손상 및 피부암에서의 이점,

및 일반적인 치유 제제로서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다수의 폴리페놀, 특히 녹차 카테킨은 실온에서 매우 불안정하고, 수일 내에, 특히 물의 존재시에 산화되고 분해된

다 (1). 국소 혼합물에 있어서 폴리페놀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인공 또는 천연 오일, 왁스 및 유화제

를 이용하여 물이 없는 (무수의) 상기 혼합물을 제제화하여, 이로써 폴리페놀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다른

항산화제 또는 보존제, 예를 들어 비타민 C 또는 EDTA는 안정화 효과를 추가할 것이다. 포화 또는 불포화된 식물성 오일

또는 왁스가 각종 시판 국소 혼합물에서 보통 사용된다. 이들의 예는 쉐어 버터 (shea butter), 알로에 베라, 아몬드 오일,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코코넛 오일, 호호바 오일, 아베나 사티바 오일 (avena sativa oil) 및 다른 것들을 포함할 수

있다. 폴리페놀은 일반적으로 친수성이고, 그러므로 국소 제제에 보통 사용되는 대부분의 오일 또는 왁스에 잘 용해되지

않는다. 일부 폴리페놀은 농축 또는 정제 형태일 때, 수지상 (resin-like)이다.

이러한 이유로, 적절한 외관, 텍스쳐 및 시판 국소 생성물을 위한 장점을 제공하면서도, 폴리페놀 안정성을 보장하는 적절

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무수 국소 혼합물, 특히 인공 또는 천연 오일 및 왁스 중에 폴리페놀을 균일하게 분배시킬 수

있는 수단을 고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수 국소 혼합물을 통한 상기 균일한 분배는, 국소 혼합물을 피부에 적용할 때 피부

의 수성 환경 상으로, 또한 수성 환경 내부로 유리되는 폴리페놀의 능력을 억제하지 않을 흡착성 결합 담체를 이용함으로

써 이룰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적절한 결합 담체를 폴리페놀과 함께 무수 국소 혼합물에 첨가하여 혼합물을 통하여 그러한 분배를 이

루게 하는 다수의 수단을 개시하고 있다. 그러한 담체는 일반적으로 피부에 사용하기에 안전하다고 생각되고, 피부에 이로

움을 줄 수도 있고, 높은 융점을 가질 수 있고, 피부에 흡수될 수 있거나, 흡수될 수 없지만 피부 내로 흡수되기 위하여 피부

의 수성 환경과 접촉할 때 담체에 흡착되는 약물 또는 표적 화합물을 유리하는 화합물 또는 복합 유기 화합물로서 기재된

다. 그러한 담체의 예는 탈크 및 클레이 (예를 들어, 아타풀가이트, 할로이사이트 및 카올린); 알기네이트, 해조류 (algae),

한천, 검, 젤라틴 및 셀룰로오스; 실리카, 실리카겔, 시메티콘, 살리실레이트, 실리케이트 및 실리콘 수지 (예를 들어, 폴리

메틸실세퀴옥산); 트라가칸트; 차콜, 탄산칼슘; 및 산화 마그네슘 또는 산화 아연을 비제한적으로 포함한다.

무수 혼합물, 폴리페놀 및 결합 담체를 조합하는 중요한 방법은 첫째로, 폴리페놀과 결합 담체를 균일해질 때까지 분쇄하

여, 폴리페놀이 결합 담체 상으로 흡착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폴리페놀 및 결합 담체의 유형 및 농도에 따라서 이 공

정 중에 가열이 필요할 수 있다. 그라인딩 (grinding) 및 밀링과 같은 마찰 기술은 또한 결합 담체로의 흡착을 촉진할 수 있

다. 그후, 이 폴리페놀/담체를 무수 혼합물에 첨가하여 균일하게 분배된 국소 혼합물을 얻을 수 있다.

무수 국소 혼합물 중에 폴리페놀을 균일하게 분산하기 위하여 적절한 결합 담체를 이용하는 방법 및 그러한 조성물은 당업

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다. 하나 이상의 참고문헌은 인공 또는 천연 오일 및 왁스가 아니고, 국소 제제를 위한 상업적 가치

를 갖지 않는 글리세린-기재 혼합물을 이용함으로써 불균일한 용해 및 지출의 문제점을 회피할 수 있다 (2). 본 발명에 개

시된 그러한 결합 담체는 폴리페놀 농도가 혼합물 중에서 0.2% w/w를 넘는 경우에 특히 유용하고, 이들의 사용은 1.0 내

지 20 % w/w의 폴리페놀의 경우에 바람직하다.

실시예

실시예 1: 여드름 (Acne) 크림 (살리실산 이용)

적절한 결합 담체로서 0.5% w/w 살리실산을 이용한 3% w/w의 정제된 녹차 추출물 (70% 이상의 폴리페놀 포함)로 이루

어진 여드름 치료용 무수 제제를 다음과 같이 고안하였다:

77.1 % 호호바 오일

15.0 % 밀랍

2.0 % 레시틴

2.0 % 아스코르빌 팔미테이트 (비타민 C)

0.2 % 소르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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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녹차 폴리페놀 추출물 (70% 폴리페놀)

0.5 % 살리실산

0.2 % 티트리 오일

제제화 공정 중에 우선, 온화한 가열 및 밀링을 이용하여 균일해질 때까지 폴리페놀 및 결합 담체를 분쇄하는 것이 필요하

다. 그후, 이 폴리페놀/담체를 균일하게 분배된 국소 혼합물을 얻도록 추가로 혼합 및(또는) 밀링하면서 잔여 무수 혼합물

에 첨가할 수 있다.

실시예 2: 피부 크림 (실리카겔 이용)

적절한 결합 담체로서 6% w/w 미분된 실리카겔을 이용한 5% w/w의 정제된 녹차 추출물 (70% 이상의 폴리페놀 포함)로

이루어진 손상 피부 치료용 제제를 다음과 같이 고안하였다:

67.5 % 호호바 오일

5.0 % 디메틸 술폰

12.0 % 밀랍

2.0 % 레시틴

6.0 % 실리카겔 (미분됨)

5.0 % 녹차 폴리페놀 추출물 (70% 폴리페놀)

0.2 % 소르브산

2.0 % 아스코르빌 팔미테이트 (비타민 C)

0.2 % 라벤더 오일

0.1 % 티트리 오일

제제화 공정 중에 우선, 균일해질 때까지 폴리페놀 및 결합 담체를 분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후, 이 폴리페놀/담체를 추

가로 혼합 및(또는) 밀링하면서 균일하게 분배된 국소 혼합물을 얻기 위하여 잔여 무수 혼합물에 첨가할 수 있다.

실시예 3: 피부 크림 (탈크 이용)

적절한 결합 담체로서 20% w/w 탈크를 이용한 5% w/w의 정제된 녹차 추출물 (70% 이상의 폴리페놀 포함)로 이루어진

손상 피부 치료용 제제를 다음과 같이 고안하였다:

58.5 % 호호바 오일

12.0 % 밀랍

2.0 % 레시틴

20.0 % 탈크

5.0 % 녹차 폴리페놀 추출물 (70% 폴리페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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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소르브산

2.0 % 아스코르빌 팔미테이트 (비타민 C)

0.2 % 라벤더 오일

0.1 % 티트리 오일

제제화 공정 중에 우선, 균일해질 때까지 폴리페놀 및 결합 담체를 분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후, 이 폴리페놀/담체를 추

가로 혼합 및(또는) 밀링하면서 균일하게 분배된 국소 혼합물을 얻기 위하여 잔여 무수 혼합물에 첨가할 수 있다.

실시예 4: 피부 크림 (카올린 클레이 (kaolin clay) 이용)

적절한 결합 담체로서 6% w/w의 미분된 실리카겔을 이용한 5% w/w의 정제된 녹차 추출물 (70% 이상의 폴리페놀 포함)

로 이루어진 손상 피부 치료용 제제를 다음과 같이 고안하였다:

74.5 % 호호바 오일

6.0 % 밀랍

2.0% 레시틴

10.0 % 카올린 차이나 클레이

5.0 % 녹차 폴리페놀 추출물 (70% 폴리페놀)

0.2 % 소르브산

2.0 % 아스코르빌 팔미테이트 (비타민 C)

0.2 % 라벤더 오일

0.1 % 티트리 오일

제제화 공정 중에 우선, 균일해질 때까지 폴리페놀 및 결합 담체를 분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후, 이 폴리페놀/담체를 추

가로 혼합 및(또는) 밀링하면서 균일하게 분배된 국소 혼합물을 얻기 위하여 잔여 무수 혼합물에 첨가할 수 있다.

실시예 5: 와트 (Wart) 크림 (실리카겔 이용)

적절한 결합 담체로서 실리카겔을 이용한 12% w/w의 정제된 녹차 추출물 (70% 이상의 폴리페놀 포함)로 이루어진 손상

피부 치료용 제제를 다음과 같이 고안하였다:

62.7 % 쉐어 버터 (shea butter)

5.0 % 아베나 사티바 오일 (avena sativa oil)

10.0 % 밀랍

8.0 % 실리카겔 (미분됨)

12.0 % 녹차 폴리페놀 추출물 (70% 폴리페놀)

2.0 % 아스코르빌 팔미테이트 (비타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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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유칼립투스 오일

0.1 % 티트리 오일

제제화 공정 중에 우선, 균일해질 때까지 폴리페놀 및 결합 담체를 분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후, 이 폴리페놀/담체를 추

가로 혼합 및(또는) 밀링하면서 균일하게 분배된 국소 혼합물을 얻기 위하여 잔여 무수 혼합물에 첨가할 수 있다.

실시예 6: 립 밤 (산화 아연 이용)

적절한 결합 담체로서 1% w/w의 산화 아연을 이용한 10% w/w의 정제된 녹차 추출물 (70% 이상의 폴리페놀 포함)로 이

루어진 입술 치료용 제제를 다음과 같이 고안하였다:

10 % 녹차 폴리페놀 추출물 (70% 폴리페놀)

0.5 % 알란토인

0.2 % 꿀풀 (prunella vulgaris) 추출물

0.3 % 제라늄 오일 (geranium oil)

0.1 % 티트리 오일

0.1 % 베르가모트 오일

1.0 % 산화 아연

0.1 % 비타민C

3 i.u./gm 비타민 E

0.5 % 페퍼민트 오일 향료

1 % 아베나 사티바 오일

71.7 % 쉐어 버터

15 % 밀랍

제제화 공정 중에 우선, 균일해질 때까지 폴리페놀 및 결합 담체를 분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후, 이 폴리페놀/담체를 추

가로 혼합 및(또는) 밀링하면서 균일하게 분배된 국소 혼합물을 얻기 위하여 잔여 무수 혼합물에 첨가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서 제조된 무수 국소 제제 중의 폴리페놀 카테킨의 안정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흡착성 결합 담체로서 탈크

를 이용한 피부 크림 제제 (실시예 3)를 폴리페놀 안정성 시험을 위하여 선택하였다. 실온 및 35℃에서 5개월의 기간에 걸

쳐서 보관된 상기 피부 크림 상에서 표준 크로마토그래피 기술을 이용하여 카테킨 함량을 측정하였다. 결과는 하기에 표시

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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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카테킨 (폴리페놀) 명칭:

EGC: 에피갈로카테킨

GC: 갈로카테킨

EC: 에피카테킨

C: 카테킨

EGCg: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GCg: 갈로카테킨 갈레이트

Ecg: 에피카테킨 갈레이트

Cg: 카테킨 갈레이트

시간에 따른 카테킨 함량에 의하여 표시되는 바와 같이 (표 1, 도 1), 피부 크림 중의 폴리페놀의 농도는 시험 기간 동안에,

노화 가속 시험으로 고려한 고온에서도 현저하게 감소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본 발명에 기재된 제제가 장시간에 걸쳐

서 안정성이 지속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대로, 몇몇의 시판 피부 크림 제제에 대하여 동일한 시험을 수행한 경우, 보통 판매점을 통하여 구매되는 시험 제품에서

는 카테킨을 검출할 수 없었다. 이들 피부 크림은 "그린 비버스 그린 티 (Green Beaver's Green tea)" 및 "제이슨스 티타

임 (Jason's Tea Time)"이라는 상표명의 크림을 포함한다. 이들 크림은 무수 제제를 함유하거나 흡착성 결합 담체를 사용

하지 않는다.

본 발명을 그의 특정 실시태양으로 상세하게 설명하였지만, 이는 본 발명이 다른 상이한 실시태양들도 포함할 수 있으며,

그의 상세설명이 각종 명백한 태양에서 변형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당업자에게 명백한 변형물 및 변이물은 본

발명의 범위 및 본질 내에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상기 기술내용 및 상세한 설명은 단지 예시의 목적일 뿐이며, 본 발명을 청

구항에서 한정한 것으로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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