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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지방산을 에스테르화하는 방법

요약

하나 이상의 패킹부(3, 4)를 구비한 칼럼에서 지방산(F)의 에스테르화를 실행한다. 상기 패킹은 반응기로서의 기능에

부가하여, 스트리핑 섹션의 기능을 갖는다. 칼럼은 최소한 상부에 반응 구역(3)으로서 형성되고, 반응 구역에서 동일

한 몰비 또는 그 이상의 양으로 사용되는 알코올(A)로 지방산(F)의 이종 촉매분해 반응이 행해진다. 섬프에서는 증발

에 의해 기상의 알코올 함량이 많은 대향류(5)가 생성된다. 스트리핑 가스로서 작용하는 대향류에 의해 반응 구역으

로부터 물이 제거된다. 부하된 스트리핑 가스(60)는 칼럼의 헤드에서 최소한 부분적으로 액화된다. 헤드 생성물은 물 

함량이 많은 분획(63) 및 알코올 함량이 많은 분획(62)으로 분리된다. 알코올 함량이 많은 분획은 에스테르화용 출발 

물질로서 스트리핑 가스의 생성을 위해 공정에 되돌려진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에스테르화, 지방산, 알코올, 이종 촉매분해 반응, 스트리핑 가스, 칼럼, 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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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을 실행하는 데 이용되며 촉매 반응 구역이 배열되고 칼럼을 구비한 플랜트.

도 2는 상기 촉매 반응 구역의 한 섹션.

도 3은 칼럼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헤드 영역.

도 4는 이미 제조된 지방산 에스테르를 세정하기 위한 플랜트의 일부를 나타내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지방산의 에스테르화 방법 및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을 이용한 이종 촉매분해 반응(heterogeneous catalysi

s)에 의해 지방산 에스테르를 제조하기 위한 플랜트에 관한 것이다. 이 방법에서, C12-, C14-, C16-, C18-, C18'- 

또는 C18'-지방산, 즉 라우르산, 미리스트산, 팔미트산, 스테아르산, 올레산 또는 리놀렌산 중 하나를 다음 알코올 중 

하나와 에스테르화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메탄올, 에탄올, n-프로판올, 이소프로판올, n-부탄올, 이소부탄올 또는 2

-에틸-헥산올.

종래의 방법에 따르면, 소정량의 지방산이 배치 방식으로 에스테르화된다. 여기서, 지방산은 교반 기구를 구비한 가열

가능형 용기 내에 투입되어 약 100℃ 내지 250℃로 가열된다. 촉매가 첨가되고 일정하게 유지시킨 온도에서 알코올

을 일정하게 공급되면서 에스테르화가 진행된다. 용기로부터의 증기의 흐름은 분리 칼럼으로 인도되고, 여기서 에스

테르화 반응 중에 방출되는 물은 함께 증발되는 알코올로부터 분리된다. 이와 같이 물은 프로세스로부터 제거될 수 

있으며, 이것은 상기 전환이 개선되는 것을 의미한다. 에스테르화 공정이 완결되면, 추가 가열에 의해 잔존하는 알코

올과 물이 제거된다. 지방산의 에스테르화를 위한 연속식 방법이 US-A-6 069 261에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수

분을 연속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영구적(permanent)' 보조가스가 사용된다. 예를 들면 수소 또는 질소인 이러한 보조

가스는 에스테르화의 반응물과 함께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연속적으로 행해질 수 있고 수소 또는 질소와 같은 보조 가스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지방산의 에스

테르화를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목적은 청구항 1에 정의되는 방법에 의해 달성된다.

지방산(F)의 에스테르화 방법은 하나 또는 다중 패킹부를 구비한 칼럼에서 실행된다. 패킹은 반응기로서의 기능에 부

가하여 스트리핑 섹션(stripping section)의 기능을 갖는다. 그것은 적어도 상층부에서 반응 구역으로서 형성되며, 여

기서 지방산과 동일한 몰비 또는 그 이상의 양으로 사용되는 알코올(A)과 함께 지방산(F)의 이종 촉매분해 반응이 행

해진다. 증발에 의해 섬프(sump) 내에는 기 상의 알코올 함량이 많은(alcohol-rich) 대향류(counter-flow)가 생성된

다. 반응 구역으로부터의 물은 스트리핑 가스로서 작용하는 대향류에 의해 제거된다. 부하된(loaded) 스트리핑 가스

는 칼럼의 헤드에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액화된다. 헤드 생성물은 물의 함량이 많은(water-rich) 분획(fraction)과 알

코올 함량이 많은 분획으로 분리된다. 알코올 함량이 많은 분획은 에스테르화용 출발 물질로서 스트리핑 가스의 제조

를 위해 상기 공정에 반송된다.

종속 청구항인 제2항 내지 제9항은 제1항에 따른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관한 것이다. 이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플랜트가 제10항의 주제이다.

이하에서 도면에 기초하여 본 발명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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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1에 예시된 플랜트는 칼럼(1)을 포함하며, 칼럼의 섬프로부터 본 발명에 따라 얻어지는 중간산물, 즉 지방산 에스

테르를 함유하는 혼합물이 라인(51)을 통해 추출되어 세정 및 농축을 위해 부분 플랜트(7)에 공급될 수 있다. 여기서

의 설명은 예를 들면 대응하는 지방산(F)보다 용이하게 비등하는 지방산 이소프로필 에스테르와 같은 지방산 에스테

르(E)의 제조에 적용된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출발 물질은 알코올(A) 및 지방산(F)이다. 칼럼(1)에서 얻어지는 중간 제품은 여전히 출발 물

질의 잔량 및 불순물을 함유한다. 중간 제품은 부분 플랜트(7)의 분리 칼럼에서 추가 처리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순도가

최소한 99 중량%인 지방산 에스테르(E)가 얻어질 수 있다. 세정된 제품은 라인(71)을 통해 배출된다. 분리 칼럼에서 

분리된 지방산(F)의 잔류물은 라인(72)을 통해 상기 공정에 되돌려진다.

칼럼(1)은 촉매 반응 구역(3)으로 형성되고 이종 촉매분해 반응에 의해 에스테르화 반응이 일어나는 패킹부(packing 

part)를 갖는다. 알코올(A)과 지방산(F)을 함유하는 혼합물은 라인(10) 및 분배기(distributor)(30)를 통해 패킹부(3)

에 주입된다. 분배기(40)를 구비한 제2 패킹부(4)가 상기 패킹부(3) 밑에 배열된다. 추가의 알코올(A)이 라인(11) 및 

분배기(40)를 통해 공정에 공급된다.

패킹은 2개의 부분(3, 4)으로 이루어지며, 반응기로서의 기능에 부가하여 스트리핑 섹션의 기능을 갖는다. 알코올(A)

은 동일한 몰비 또는 그 이상의 양으로 사용된다. 이와 같이 하여 가스상 알코올 함량이 많은 대향류(50)가 증발에 의

해 섬프에서 생성될 수 있고, 이것이 스트리핑 가스(50')로서 작용하여 반응 구역(3)으로부터 물(W)을 제거한다. 증발

에 필요한 열은 지류(branch flow)(53)를 가열함으로써 장치(5)에 공급된다(열 공급 Q+). 물(W)과 알코올(A)은 반응

구역(3)으로부터 나오는 액체 혼합물로부터 스트리핑 섹션의 하측 부분(4)에서 스트리핑 가스(50)에 의해 이미 흡수

되어 있다.

부하된 스트리핑 가스(화살표 60)는 칼럼의 헤드에 있는 장치(6)에서 최소한 부분적으로 액화되고(열 추출 Q-), 2개

의 분획(62, 63)으로 분리된다. 헤드 생성물의 분획(63)은 물의 함량이 많으며 예를 들면 80 중량%의 물(W)의 비율

을 갖는다. 알코올 함량이 많은 분획(62)은 예를 들면 95∼98 중량%의 알코올(A)을 함유한다. 이것은 에스테르화용 

출발 물질로서 스트리핑 가스(50)를 생성하도록 공정에 되돌려진다. 헤드 생성물을 알코올 함량이 많은 분획(62)과 

물 함량이 많은 분 획(63)으로 분리하는 공정은 예를 들면 멤브레인 공정, 과증발(pervaporation), 상 분리기(phase s

eparator) 또는 증류 칼럼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하측 분배기(40)를 통해 공급되는 알코올(A)은 패킹(4) 상에서 증발되어 스트리핑 가스(50)의 흐름에 기여한다. 필요

한 증발열은 증발에 의해 섬프에서 과열 상태로 도입되는 스트리핑 가스(50)에 의해 방출된다.

도시된 예에서, 촉매 반응 구역(3)은 복수의 수직형 층(31) 및 스트리핑 가스(50')용 유동 통로(flow passage)(32)로 

이루어진다. 출발 물질(A 및 F)을 함유하는 혼합물(10')은 층(31) 내부 및 표면으로 흐른다. 반응 구역(3)의 상세 사항

이 별도로 도시한 도 2에 예시된다. 즉, 스트리핑 가스(50')가 통과하는 유동 통로(32)와 촉매의 과립형 재료(310)를 

수용하는 층(31) 사이의 경계 영역이 그것이다. 내구성 재료로 만들어진 직물(311)이 상기 과립형 재료(310)를 둘러

싸는 포켓을 형성한다. 혼합물(10')은 하나의 포켓 내부로 직물(311)의 바깥 쪽에 유입되며, 포켓 내부에서 구불 구불

한 유동 경로로 흐르고 외측에서는 액체 필름(trickle film)을 이루어 흐른다. 물(W)은 액체 필름(10')의 표면을 통해 

스트리핑 가스(50')의 흐름 속으로 들어간다. 그것은 가스 유동 영역에는 물(W)의 분압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알코올(A)은 액체 필름(10')의 표면을 통해 양방향으로 이송된다. 반응 구역(3)에 사용되는 적합한 패킹은 EP-A-0 3

96 650 또는 EP-A-0 631 813에 기재되어 있다.

출발 물질(A, F)은 10∼30%의 지방산(F)이 에스테르(E)로 전환되는 예비 반응기(2)에서 유리하게 이미 부분적으로 

상호 반응이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하여 알코올(A), 지방산(F), 에스테르(E) 및 물(W)의 혼합물은 라인(10)을 통해 칼

럼(1) 내부로 유입된다. 이어서 추가로 20∼70%의 지방산(F)이 반응 구역(3)에서 전환된다.

추가의 패킹(8) 및 분배기(80)(도 3 참조)가 스트리핑 섹션(3, 4) 상부 칼럼(1) 내에 장착되는 것이 유리하다. 스트리

핑 가스(60)를 동반하여 운반하는 지방산(F)은 알코올 함량이 많은 반송 분획(returned fraction)(62)의 일부분(68)

과 함께 이 패킹(8) 내에서 포획된다.

도 4는 제조된 지방산을 세정하기 위한 부분 플랜트(7)를 나타낸다. 이 부분 플랜트(7) 중 하나의 구성 요소는 이완 

증발기(relaxation vaporiser)(9)로서, 여기서 라인(52)의 중간 제품이 잔류 알코올(A)의 대부분을 증기 형태로 방출

한다. 이 알코올 함량이 많은 증기는 라인(92)을 통해 외부로 배출되며, 다시 에스테르화에 이용될 수 있다. 알코올 함

량이 적은 혼합물은 라인(91)을 통해 분리 칼럼(70)으로 유입된다. 여기서 세정된 에스테르(E)[라인 (71)]의 추출이 

일어난다. 라인(76)을 통해 응축기(75)로부터 배출될 수 있는 헤드 생성물은 알코올(A) 및 휘발성 불순물, 특히 공기

를 함유한다. 지방산(F)[라인(72)] 및 쉽게 휘발되지 않는 불순물[라인(74)]은 열 회로(73)를 이용하여 열이 공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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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섬프로부터 배출될 수 있다. 그러나 부분 플랜트(7)는 증류 칼럼으로서 배열될 수도 있다.

도 4에서 분리 공정을 설명하였는데, 이것은 지방산 에스테르(E)가 대응 지방산(F)보다 저온에서 증발하는 경우에 이

용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고급 알코올(예를 들면 2-에틸-헥산올)로 에스테르화되는 지방산의 경우에, 부분 플랜트(7

)에서 의 세정에 관해 역 비율(reverse ratio)이 적용된다. 지방산 에스테르는 분리 칼럼(70)의 섬프에 수용되며, 추가

의 작업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도시되지 않음). 헤드에서 분리 칼럼(70)으로부터 배출될 수 있는 지방산 및 잔류 

알코올은 공정에 되돌려진다.

다음에 열거하는 출발 물질은 에스테르화용 지방산(F) 또는 알코올(A)로서 사용될 수 있다. F로서 C12-, C14-, C16

-, C18-, C18'- 또는 C18'-지방산, 즉 라우르산, 미리스트산, 팔미트산, 스테아르산, 올레산 또는 리놀렌산 중 하나; 

A로서 메탄올, 에탄올, n-프로판올, 이소프로판올, n-부탄올, 이소부탄올 또는 2-에틸-헥산올 중 하나.

촉매로서 이온교환 수지 또는 무기 촉매가 사용될 수 있되, 상기 촉매는 강산성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온교환 수지는 큰 세공형(macroporous)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람직하다. 메탄올, 에탄올, n-프로판올, 이소프로판올,

n-부탄올 또는 이소부탄올이 알코올(A)일 경우에는 촉매(이 경우, 이온교환 수지)는 120℃ 내지 140℃의 온도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하고; 이 온도 범위에서 적당하게(moderately) 활성을 상실해야만 한다. 2-에틸-헥산올이 알코올(

A)인 경우에는 촉매(이 경우, 무기 촉매)는 150∼230℃의 온도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하에서, 이소프로판올(IPA)를 사용한 팔미트산(PA)의 에스테르화를 위한 공정 파라미터의 몇 가지 값이 주어진다.

출발 물질로서 A=IPA 및 F=PA인 경우에, 각각의 순도는 95 중량% 및 98 중량%인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 밖의

값, 즉 IPA에 대해 88%∼100%, PA에 대해 95%∼100% 범위의 값도 가능하다. 예비 반응기(2)는 100℃ 및 2 bar에

서 가동된다. 그러나 140℃ 이하의 온도 및 그에 대응하여 4 bar 이하의 압력에서 가동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라인

(21) 및 라인(11)을 통해 상이한 양의 IPA가 공급된다. IPA[라인(11)]에 대한 IPA[라인(21)]의 비율은 2.5가 바람직

하지만, 1 내지 4의 범위일 수도 있다. 칼럼(1)의 헤드 압력은 2 내지 5 bar에 달하며, 이에 대응하여 반응 구역(3)에

서의 온도는 120℃ 내지 140℃이다. 중간 제품[라인(53)]은 가열 장치(5)에서 170℃ 내지 200℃의 온도로 가열되지

만, 250℃ 이상으로 가열될 수도 있다.

스트리핑 가스(60)(도 1)는 패킹(8)(도 3) 상부의 칼럼 헤드에 존재하며, 그 온도는 115℃ 내지 140℃이고 5% 내지 

12%의 물(W)을 함유한다. 라인(53)에 있는 중간 제품은 50% 내지 80%의 에스테르와 2% 내지 10%의 IPA를 함유

한다.

이완 증발(9)은 1 bar 및 160℃ 내지 210℃의 조건에서 행해진다. 여기서 IPA의 비율은 약 0.5%로 감소된다. 분리 

칼럼(70)은 15 내지 40 mbar에서 가동된다. 응축기(75)의 온도는 80℃ 내지 100℃로 저하되고, 220℃ 내지 240℃

의 온도가 가열 회로(73)에서 조성된다. 또한 이 온도의 상한선도 250℃일 수 있다.

파일럿 실험에서 얻어진 본 발명에 따른 에스테르화의 두 가지 실시예를 이하에 제시한다.

실시예 1: 이소프로판올을 사용한 팔미트산의 에스테르화를 칼럼에서 대기압 하에 하기 조건으로 연속적으로 실행했

다:

반응 칼럼:

내경: 50 mm

농축 섹션(enrichment section) 및 스트리핑 섹션: Sulzer 패킹 BX

반응 구역: catapak-S/140℃ 이하의 온도에서 안정한 강산성 이온교환 수지로 충전됨.

원료 흐름(feed stream):

팔미트산(원료 1): 2.16 kg/h - 이소프로판올(원료 2): 1.44 kg/h

제품 흐름(product stream):

헤드 생성물: 1.2 kg/h - 섬프 제품: 2.4 kg/h

가동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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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압력: 1013 mbar - 복귀 비율: 0.2

반응 구역의 온도: 약 98℃ - 섬프 온도: 157.9℃

측정된 섬프 농도(단위, 중량%):

이소프로필팔미테이트 14.04 - 이소프로판올: 10.61 - 팔미트산: 74.5 - 물: 0.83

실시예 2: 실시예 1과 동일한 구조를 압력 칼럼 내에 구현하였다. 여기서, 사전에 예비 활성화시킨 원료를 사용했으며

, 이것으로 예비 반응기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었다. 약간 초과 압력을 이용하여 반응 구역에서의 온도를 약 140℃로 

설정했다. 하기와 같은 가동 조건에 의해 유의적으로 높은 반응 전환이 이루어졌다.

원료 흐름:

원료 1: 하기 조성(단위, 중량%)을 갖는 원료 2.3 kg/h:

이소프로필팔미테이트: 24.3 - 이소프로판올: 21.6 - 팔미트산: 52.1 - 물: 2.0

원료 2: 이소프로판올: 1.84 kg/h

제품 흐름:

헤드 생성물: 1.43 kg/h - 섬프 제품: 2.71 kg/h

가동 조건:

헤드 압력: 5100 mbar - 복귀 비율: 0.2

반응 구역의 온도: 약 140℃ - 섬프 온도: 192℃

측정된 섬프 농도(단위, 중량%):

이소프로필팔미테이트 64.0 - 이소프로판올: 7.7 - 팔미트산: 28.3 - 물: 0.06.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지방산의 에스테르화를 연속적으로 행할 수 있고 수소 또는 질소와 같은 보조 가스를 사용할 필요

가 없는 방법이 제공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응기로서의 기능에 부가하여 스트리핑 섹션(stripping section)의 기능을 가지며, 반응 구역(reaction zone)으로서

형성된 하나 이상의 패킹부를 구비한 칼럼 내의 최소한 상기 패킹부에 촉매가 고정되어 있는 상부에서 지방산(F)을 

에스테르화하는 방법으로서,

알코올(A)을 상기 지방산과 동일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몰비로 사용하여 지방산(F)의 이종 촉매분해 반응(heterogen

eous catalysis)을 실행하는 단계;

섬프(sump)에서 증발에 의해 기상(氣相) 알코올 함량이 많은 대향류(counter-flow)를 생성하는 단계;

스트리핑 가스로서 작용하는 상기 대향류를 이용하여 상기 반응 구역으로부터 물을 제거하는 단계;

부하된(loaded) 스트리핑 가스를 상기 칼럼의 헤드에서 최소한 부분적으로 액화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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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생성물을 물 함량이 많은 분획(fraction) 및 알코올 함량이 많은 분획으로 분리하는 단계; 및

상기 알코올 함량이 많은 분획을 에스테르화용 출발 물질로서 상기 스트리핑 가스의 제조를 위해 상기 촉매분해 반응

실행 단계로 되돌리는 단계

를 포함하는 지방산의 에스테르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리핑 섹션 중의 하부에서 상기 반응 구역을 빠져 나오는 액체 혼합물로부터 스트리핑 가스를 사용하여 물과

알코올이 분리되는 지방산의 에스테르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추가 패킹이 상기 스트리핑 섹션 상부에 설치되며, 상기 스트리핑 가스가 동반하여 운반하는 지방산이 상기 알코올 

함량이 많은 반송 분획(returned fraction)의 일부분과 함께 상기 추가 패킹 내에서 포획되는 지방산의 에스테르화 방

법.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알코올은 상기 반응 구역 또는 그 하부로 공급되어, 증발된 형태의 상기 스트리핑 가스의 흐름에 기여하는 지방

산의 에스테르화 방법.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헤드 생성물을 물 함량이 많은 분획 및 알코올 함량이 많은 분획으로 분리하는 단계가 상 분리기(phase separat

or) 또는 증류 칼럼에서 과증발(pervaporation)에 의해 실행되는 지방산의 에스테르화 방법.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예비 반응기에서 출발 물질(A 및 F)로 부분 에스테르화를 실행하고, 상기 부분 에스테르화에 의해 형성되는 지방산(F

), 알코올(A), 에스테르(E) 및 물(W)의 혼합물을 상기 칼럼의 반응 구역 또는 그 상부에 공급하는 지방산의 에스테르

화 방법.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이완 증발기(relaxation vaporizer) 또는 증류 칼럼에 의해 분리 칼럼에서 액체 섬프 혼합물의 일부분을 추가로 제조

하여 최종적으로 순도가 최소한 99 중량%인 지방산 에스테르(E)를 얻는 지방산의 에스테르화 방법.

청구항 8.
제1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에스테르화 반응용으로 하기 출발 물질을 지방산(F) 및/또는 알코올(A)로 사용하는 지방산의 에스테르화 방법:

C12-, C14-, C16-, C18-, C18'-, 또는 C18'-지방산, 즉 라우르산, 미리스트산, 팔미트산, 스테아르산, 올레산 또는

리놀렌산 중의 어느 하나, 및 메탄올, 에탄올, n-프로판올, 이소프로판올, n-부탄올, 이소부탄올 또는 2-에틸-헥산올

중 어느 하나.

청구항 9.
제1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공개특허 10-2004-0047563

- 7 -

촉매로서 150℃ 내지 230℃의 온도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무기 촉매, 또는 120 ℃ 내지 140℃의 온도에서 상기 에스테

르화 방법을 실행할 때 단지 적당하게(moderately) 활성을 상실하는 이온교환 수지를 사용하되, 상기 촉매는 강산성 

형태로 존재하고, 상기 이온교환 수지는 큰 세공형(macroporous)으로 만들어지는 지방산의 에스테르화 방법.

청구항 10.
제1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이용하여 이종 촉매분해 반응에 의해 에스테르(E)를 제조하는 플랜트로서,

상기 플랜트는 상기 이종 촉매분해 반응을 실행하기 위한 패킹 중 한 부분을 구비한 칼럼을 포함하되, 상기 패킹은 다

공질 촉매 지지체 및 상기 촉매 지지체들 사이에 설치되는 상기 스트리핑 가스용 유동 채널(flow channel)을 포함하

며,

상기 촉매 지지체의 기공(pore) 내에서 상기 에스테르화 방법을 실행할 때, 처리할 상기 혼합물은 하향하는 액체의 

흐름을 형성하고, 상기 스트리핑 가스는 상향하는 흐름을 형성하며, 상기 액상(液相)이 상기 기상(氣相)과 직접 접촉

하여 물질 교환이 일어날 수 있는

에스테르 제조 플랜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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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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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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