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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비스무트촉매를사용하는전기영동전착피복물질의경화법

요약

수용성 비스무트 화합물과 에폭시-아민 부가물을 포함하는, 전기영동 전착 피복물질의 경화용 촉매 및 비스무트 1m

ol당 해리가능한 양성자가 2mol 미만으로 되도록 하는 양으로 사용되는 산을 포함하는 비스무트 화합물의 제조방법

이 기재되어 있다.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중합체 분산액은 수성 피복 시스템에서 결합제로서 사용될 수 있다. 피막은 가교결합 단계에 의해 경화된다. 가교결

합이 에스테르 교환반응, 아미드 교환반응 또는 우레탄 교환반응에 근거하는 경우, 주기율표 IVb족 내지 VIa족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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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화합물이 촉매로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차량 차체의 전기영동 전착('CED') 피복물에서 사용되는 양이온성 피복 결합제를 경화시키기 위해, 종종 

촉매로서 유기 납 화합물과 주석 화합물을 개별적으로 또는 혼합물로 사용한다. 예를 들면, 디부틸틴 옥사이드 또는 

디부틸틴 디라우레이트와 같은 4가 주석의 유기 화합물이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되어 왔다.

과거에 이러한 납 화합물과 주석 화합물의 독성으로 인해 이들 화합물을 기타의 금속 화합물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충

분히 행해져 왔다.

비스무트 화합물을 언급한 우레탄 교환반응에서 촉매로서 사용하는 것이 공지되어 있다. 이소시아네이트와 하이드록

시 화합물의 반응시 우레탄 결합의 연결에 있어서 비스무트 화합물의 촉매적 활성이, 예를 들어, 문헌[참조: 'Polyure

thanes, Chemistry and Technology', High Polymers Vol. XVI, Part I, Wiley Interscience 1967, page 167]으로

부터 공지되어 있다. 비스무트 화합물의 양호한 촉매적 활성과 내식 효과는 납 화합물의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납과 

주석의 양쪽성 산화물과는 달리 3가 비스무트의 산화물은 강염기성이다. 비스무트 산화물을 강산에 용해시킬 경우에

는 상응하는 염을 형성시키지만, 물로 희석 또는 중화시킬 경우에는 비스무트 수산화물이 면상 침전물(flocculent pr

ecipitate)로서 침착된다. 강산의 염 용액은 현저하게 산성이고, 전기영동 전착 피복욕에 가하면 용액의 pH는 허용가

능한 하한치 미만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pH는 염기를 가하여 재조절하여야 한다. 비스무트 염 용액을 보다 덜 강한 

산성이 되도록 시도할 경우, 즉시 또는 단시간 후에 비스무트 수산화물이 침전되어, 촉매적 활성이 저하되거나 소멸

되고, 침전물을 피막에 있어서 표면 결함을 유발한다.

오스트리아 연방공화국 특허 제AT 397 820호는 락트산 및 디메틸올프로피온산과 같은 지방족 하이드록시카복실산

의 비스무트 염을 함유하는 수 희석성 양이온성 피복 결합제를 기술하고 있다. 이 경우, 결합제에 첨가되는 산의 양은

비스무트 염이 가수분해되어 침전되지 않도록 하는 양이다. 따라서, 비스무트 염은 비교적 장시간(2시간)에 걸쳐 조

금씩 첨가하여야 하고, 이후 추가의 6시간 동안 교반해야 한다. 이후, 욕액은, 예를 들면, 메톡시프로판올을 가하여 고

체 함량 약 65% 정도까지 희석시켜 제조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공정은 가공된 촉매 제제를 다른 완전한 CED 욕

액에 가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CED 욕액에 후속적으로 가할 수 있는 비스무트 촉 매 제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명세서

에서, CED 욕의 pH는 촉매를 가한 후 CED 욕의 pH를 재조절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변화하지 않거나 매우 미약하게 

변화해야만 한다.

본 발명은 수용성 비스무트 화합물을 포함하고 전기영동 전착 피복물질의 경화용 촉매로서 적합한, 에폭시-아민 부

가물을 포함하는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때 비스무트 화합물은 비스무트 1mol당 해리가능한 양성자가 2mol

미만이 되도록 하는 양으로 산을 사용하여 제조한다.

본 발명에 따른 비스무트 촉매 제형은

- 하나 이상의 염기성 비스무트 화합물을 수성 산에 용해시키고,

- 하나 이상의 에폭사이드 화합물과 하나 이상의 유기 아민의 반응 생성물을 가함으로써 제조하는데,

- 산은 비스무트(Bi 3+ ) 1mol당 해리가능한 양성자가 2mol 미만으로 존재하도록 하는 양으로 사용한다.

산을 바람직하게는 비스무트(Bi 3+ ) 1mol당 해리가능한 양성자 1.5mol 이하, 특히 바람직하게는 1.2mol 이하가 되

도록 하는 양으로 사용한다.

본 발명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염기성 비스무트 화합물의 예는 삼산화비스무트 Bi 2 O 3 , 오르토-하이드록사이드 

Bi(OH) 3 및 비스무틸 하이드록사이드 Bi0(OH)이다. 또한, 염기성 비스무트 니트레이트(BiO)NO 3 와 염기성 비스

무트 카보네이트(BiO) 2 CO 3 도 적합하다. 또한, 이들 화합물의 혼합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비율(50% 

이하)을 중성 비스무트 염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적합한 산은 황산, 질산 및 인산과 같은 강한 무기산이다. 할로겐화수소산도 본 발명에 따른 비스무트 촉매 제형을 생

성시키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차체에 대한 CED 피복시 할로겐화물 음이온은 할로겐화물 이온의 부식 

효과로 인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카복실산, 설폰산 및 포스폰산과 같은 유기산이 바람직하다. 특히 바람직한 유기

산은 산 그룹에 대해 바람직하게는 α-, β- 또는 - 위치에서 존재하는 하나 이상의 하이드록실 그룹을 함유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정의는 락트산, 타르타르산, 라세미산, 말산, 하이드록시말론산, 디하이드록시석신산, 트리하이드록시석신산, 

하이드록시메틸말론산 및 비스하이드록시알칸카복실산[예: 비스(하이드록시메틸)프로피온산 및 비스(하이드록시메

틸)말론산]과 같은 지방족 하이드록시카복실산을 포함한다. 적합한 방향족 하이드록시카복실산은 살리실산, 2-하이

드록시테레프탈산, 2-하이드록시-나프토산 및 3-하이드록시-2-나프토산이다.

본 발명에 적합한 에폭시-아민 부가물은 수 희석성 아미노-에폭시 수지 및 DE 제36 44 370호 또는 EP 제272 665

호에 기술되어 있는 카보네이트-아민 부가물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아미노-에폭시 수지의 아민가는 30 내지 200(

고체 수지 1g당 KOH mg)이고, 하이드록실가는 50 내지 500(고체 수지 1g당 KOH mg)이며, 수평균 분자량(Mn)은 2

50 내지 10,000g/mol, 바람직하게는 300 내지 5,000g/mol이다. 아민 가에 대한 하한치는 바람직하게는 45, 특히 바

람직하게는 70이어야 하는 동시에, 상한치는 바람직하게는 150, 특히 바람직하게는 100이어야 한다.

아미노-에폭시 수지의 예는 포화 및/또는 불포화 2급 및/또는 1급 아민 및/또는 아미노알콜과 함께 폴리글리시딜 에

테르, 폴리글리시딜 에스테르 및 폴리글리시딜 아민의 그룹으로부터의, 바람직하게는 말단 에폭사이드 그룹을 갖는 

에폭사이드 함유 수지의 반응 생성물이다. 이들은 하나 이상의 1급 및/또는 2급 하이드록실 그룹에 의해, 디알킬 아미

노 그룹에 의해 및/또는 일시적으로 케티민 형성에 의해 보호된 1급 아미노 그룹에 의해 개질시킬 수 있다.

유리하게는, 하이드록실 함유 아미노-에폭시 수지는 분자당 1,2-에폭사이드 그룹이 바람직하게는 2개인 폴리글리시

딜 에테르로부터 수득된다. 바람직한 폴리글리시딜 에테르는 아릴 그룹 상에 치환체를 보유할 수도 있는 다가 모노- 

또는 폴리사이클릭 페놀의 에테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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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폴리글리시딜 에테르의 수평균 분자량(Mn)은 약 300 내지 5,000g/mol이고 에폭사이드 그룹 수로 나눈 분자

량(에폭사이드 당량)은 약 170 내지 2,500g/mol이다. 이들의 예는 에피클로로하이드린 또는 메틸에피클로로하이드

린과 디하이드록시디페닐메탄(비스페놀 F) 또는 디하이드록시디페닐프로판(비스페놀 A)과의 반응 생성물, 및 에피클

로로하이드린 또는 메틸에피클로로하이드린과 디하이드록시벤조페논, 디하이드록시나프탈렌 및 레조르시놀과의 반

응 생성물이다. 적합한 분자량의 폴리에폭사이드는 비스페놀과 에피클로로하이드린의 몰비를 선택하거나 단량체성 

디글리시딜 화합물을 루이스산 또는 포스포늄염과 같은 촉매를 가하면 서 추가의 비스페놀과 반응시켜 제조한다.

또한, 에폭시 수지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화시킬 수 있고, 상이한 구조와 분자량의 에폭시 수지의 혼합물을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탄성화시킬 목적으로, 방향족 폴리글리시딜 에테르의 일부를, 디올 성분이 바람직하게는 에

틸렌 옥사이드, 프로필렌 옥사이드 및 이들의 혼합물을 기본으로 하는 폴리에테르글리콜로부터 유도되는 지방족 폴

리글리시딜 에테르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글리세롤, 트리메틸올 프로판 또는 펜타에리트리톨을 올레핀 옥사이드의 

중합시 사용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측쇄화된 폴리에테르 폴리올을 본 발명에 따라 사용할 수도 있다.

혼성 에폭사이드의 예는 비스페놀 A와 비스페놀 F 폴리프로필렌 글리콜의 글리시딜 에테르, 및 폴리에틸렌 글리콜 

에테르이다(분자량이 상이함). 또한, 개질된 에폭시 수지는 플루오르화붕소-아민 착물과 같은 적합한 염기성 또는 산

성 촉매의 존재하에 장쇄 폴리알콜, 예를 들어, 1,6-헥산디올, 네오펜틸 글리콜, 비스에톡실화 네오펜틸 글리콜, 네오

펜틸 글리콜 하이드록시피발레이트 및 비스(하이드록시메틸)사이클로헥산, 모노하이드로펜타에리트리톨 및 폴리테

트라하이드로푸란디올, 폴리카프로락톤디올, 폴리카프로락탐디올 또는 폴리부타디엔디올과 반응시켜 개질시킬 수 

있다. 주어진 적합한 촉매 작용에 있어서 1급 OH 그룹을 갖는 폴리알콜은 폴리글리시딜 에테르와 직접 반응시킬 수 

있는 반면, 2급 OH 그룹은 우선 디이소시아네이트와 반응시킨다. 이어서, 수득되는 NCO-말단화된 반응 생성물은 2

mol의 폴리글리시딜 에테르 사이의 가교로서 분자량을 증가시키면서 별 어려움없이 혼입시킬 수 있다.

적합한 에폭사이드 화합물의 상세한 목록은 문헌[참조: 'Epoxidverbindungen und Harze'(Epoxide compounds and

resins) by A.M. Paquin, Springer Verlag, Berlin 1958, Chapter iv 및 'Handbook of Epoxy Resins' by H. Lee, 

K. Neville, McGraw-Hill Book Company, New York, 1982 reissue, 및 'Epoxy Resin Chemistry and Technolog

y' by C.A. May, Marcel Dekker Inc., New York and Basel 1988]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에폭시 수지는 포화 또는 불포화 폴리카복실산 및/또는 하이드록시알칸카복실산으로 개질시킬 수 있다. 다양한

쇄 길이의 지방족, 지환족 및/또는 방향족 폴리카복실산의 예는 아디프산, 세박산, 푸마르산, 이소프탈산 및 이량체성

지방산이다. 하이드록시알칸카복실산은 락트산, 디메틸올프로피온산 또는 그밖에 다른 카복실 함유 및 하이드록실 

함유 폴리에스테르를 의미한다. 과량의 저분자량 폴리글리시딜 에테르와 폴리카복실산 및/또는 폴리알콜과의 반응은

중간체로서 개질된 폴리글리시딜을 형성시키며, 이어서 이들을 아민 및/또는 아미노 알콜과 추가로 반응시킨다.

또한, 1,3-디글리시딜-5,5-디메틸히단토인, 트리글리시딜 이소시아누레이트 또는 비스이미드의 디에폭사이드와 같

은 헤테로사이클릭 폴리에폭사이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적합한 부류의 폴리에폭사이드는 페놀계 노볼락 수

지의 폴리글리시딜 에테르를 포함하며, 이에 의해 작용가를 분자당 글리시딜 그룹 2개로부터 약 6개로 상승시킬 수 

있다. 도데실페놀과 같은 장쇄 알킬페놀을 사용하여 탈작용화시킴으로써 탄성 성분을 혼입시킬 수 있다. 더우기, 디글

리시딜 헥사하이드로프 탈레이트, 디글리시딜 테트라하이드로프탈레이트 또는 디글리시딜 푸마레이트와 같은 폴리

카복실산의 폴리글리시딜 에스테르도 사용할 수 있다.

아미노 그룹은 에폭사이드 그룹에 NH-반응성 화합물을 가하거나 기재 수지의 하이드록실 그룹을 방향족 및/또는 지

방족 및/또는 지환족 디- 또는 폴리이소시아네이트와 디알킬아미노알칸올과의 반응에 의해 형성되는 염기성 모노이

소시아네이트와 반응시킴으로써 혼입시킨다[참조: DE-A 제27 07 405호].

NH-반응성 화합물로서, 지방족 직쇄 또는 측쇄 아민이 사용된다. 메틸아민, 에틸아민, 프로필아민, 부틸아민, 옥틸아

민, 모노에탄올아민, 2-에틸헥실아민, 디메틸아미노프로필아민, 디에틸아미노에틸아민, 디메틸아미노네오펜틸아민 

또는 메톡시프로필아민과 같은 1급 아민이 적합하다. 디알킬아민, 모노알킬하이드록시알킬아민 및 하이드록시알킬아

민과 같은 2급 아민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화합물의 예는 디메틸아민, 디에틸아민, 디프로필아민, 디부틸아민, 메틸부

틸아민, 디메틸아미노프로필아민, N-메틸아미노에탄올 또는 디에탄올아민, 또는 그밖에 다른 모르폴린 또는 옥사졸

리딘과 같은 사이클릭 아민이다. 1급 아민을 사용하는 경우, 아민은 분자의 증대를 수반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화학

양론적 비에 따라 에폭사이드 그룹 1 내지 2개와 반응한다.

또한, 1급 아민과 2급 폴리옥시알킬렌-모노아민 및 디아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모노아민의 예는 에탄올아민, 

프로판올아민, 부탄올아민, 에틸렌 글리콜 2-아미노에틸 에테르(H 2 N-CH 2 -CH 2 -O-CH 2 -CH 2 -OH) 및 디

에틸렌 글리콜 모노(3-아미 노프로필)에테르(H 2 N-(CH 2 ) 3 -O-CH 2 -CH 2 -O-CH 2 CH 2 -OH)이다. 1급 

아민을 사용하는 경우, 아민은 분자의 증대를 수반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화학양론적 비에 따라 에폭사이드 그룹과 

반응한다. 이러한 형태의 시판중인 아민의 예는 제파민(Jeffamine ? ) M 계열, 제파민 ? D 계열 및 제파민 ? D 계열

이다.

또한, 1급 및/또는 2급 아미노 그룹을 함유하는 디아민 또는 트리아민, 예를 들면, 라우릴프로필렌디아민 및 우지-지

방-프로필렌디아민도 적합하다.

2급 디아민을 사용하여 쇄를 연장시킨다. 사용되는 2급 디아민은 바람직하게는 장쇄 디아민이고, 예를 들면, N,N'-비

스(이소헥실)-1,6-디아미노헥산, N,N'-비스(이소헥실)이소포론디아민, N,N'-비스(이소헥실)디메틸헥사메틸렌디아

민, N,N'-비스(이소헥실)-2-메틸펜타메틸렌디아민, N,N'-비스(이소헥실)에틸렌디아민 및 N,N'-비스(이소헥실)디(4

-아미노사이클로헥실)메탄과 같은 N,N'-디알킬디아미노알칸, 또는 포화 글리시딜 에테르 또는 글리시딜 에스테르 

또는 에폭시알칸과 1급 디아미노알칸과의 반응 생성물[예: 1,6-헥산디아딘 또는 2-메틸펜타메틸렌디아민과 베르사

트산(Versatic acid: 탄소수 9 내지 11의 α-측쇄 모노카복실산)과의 부가생성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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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모노에폭사이드는 포화 또는 불포화 글리시딜 에테르, 또는 각종 쇄 길이의 α-

에폭사이드, 예를 들면, 도데칸 1,2-옥사이드 또는 부틸렌 옥사이드이다. 하이드록실 그룹의 적합한 수는 한편으로는

2급 아미노 그룹을 가하는 동안 에폭사이드 그룹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변하는 반면, 다 른 한편으로는 하이드록시알

킬아민을 사용하여 조절할 수 있다. 또한, 2급 디아민으로서, 2-에틸헥실아민과 벡코폭스(Beckopox ? ) EP 075(프

로필렌 옥사이드계 디글리시딜 에테르) 1mol 및/또는 벡코폭스 ? EP 140(비스페놀계 디글리시딜 에테르) 1mol과의 

반응 생성물, 및 디올 또는 트리올의 프로필렌 옥사이드 부가물을 기본으로 하는 지방족 2급 디아민, 예를 들면, 노바

민(Novamin ? ) 등급품들을 사용할 수 있다.

에폭사이드와 아미노 그룹을 함유하는 화합물 사이의 몰비는 전기영동 전착시 파열형 표면 결함을 일으킬 수 있기 때

문에 아민의 완전한 혼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택되며, 달리 말하자면 약간 과량의 에폭사이드 그룹이 유리하다.

모든 아민을 동시에 에폭사이드 그룹과 반응시키거나, 단계적인 과정으로 반응시킬 수 있다. 아민의 반응은 심지어 

실온에서도 개시되고 일반적으로 발열반응이다. 완전한 반응을 성취하기 위해, 일반적으로는 약 50 내지 120℃로 일

시적으로 승온시킬 필요가 있다.

아미노-에폭시 수지를 제조하기 위해, 유리한 과정은 에폭시 수지를 우선 용매 속에 모두 용해시킨 다음 이 용액을 

아민과 반응시키는 것이다.

특히 바람직한 제조과정의 변형에 있어서, 용해된 에폭시 수지를 상응하는 아민, 비스페놀 A 및 용액의 혼합물 속에 

계량하여 가한다.

비스무트 촉매를 제조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라 채용되는 과정은 염기성 비스무트 화합물과 산 성분 및 물과의 혼합

물을 교반하면서 60 내지 100℃에서 가열 하는 것이다. 비스무트 화합물이 완전히 용해된 후, 필요한 경우 용액 중의 

에폭시-아민 부가물과, 필요한 경우 추가량의 물을 가하여 고체 함량을 전체 질량의 30 내지 60%로 조절한다. 혼합

물을 냉각시킨 다음, 딥-베드 필터(deep-bed filter)를 사용하여 여과시켜 크기가 10㎛를 초과하는 입자를 제거한다.

수득되는 용액은 미약한 틴달(Tyndall) 효과를 나타낸다. 석달에 이르는 저장 기간 동안 침전물은 검출되지 않는다.

촉매 용액은 이의 pH에 있어서의 현저한 변화없이 CED 욕액에 가할 수 있다. 촉매 용액은 CED 욕 중의 질량 기준 비

스무트 함량이 CED 욕 중의 고체의 총질량을 기준으로 하여 0.2 내지 5%가 되도록 하는 양으로 첨가한다.

CED 피복물의 경화에 대한 촉매적 활성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납 화합물과 주석 화합물의 활성과 동일하다. 내식 

효과는 납 함유 촉매 제형의 효과에 상응한다.

또한, 비스무트 촉매는 우레탄 교환반응, 에스테르 교환반응 또는 아미드 교환반응에 의해 경화될 수 있는 기타의 양

이온성 피복 시스템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의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이점을 나타낸다.

실시예:

촉매의 제조

실시예 1:

삼산화이비스무트(Bi 2 O 3 ) 93.2g, 디메틸올프로피온산(DMPA) 60g 및 탈염수(DW) 164.2g의 혼합물을 80℃로 

가열한다. 2시간 후, 메톡시프로판올 중의 55% 용액으로서, 제P 44 13 059.7호의 실시예 3에 상응하는 에폭시-아민

부가물 200g과 탈염수 120g을 가한다. 30분 후에, 혼합물을 냉각시키고 10㎛ 딥 베드 필터를 사용하여 여과한다. 특

성이 다음과 같은 안정하고 약간 콜로이드성인 용액을 수득한다 : 고체 함량 41%, 산 함량 70mmol/100g 용액 및 질

량 기준 비스무트 함량 13%.

비교 실시예 1:

Bi 2 O 3 93.2g, DMPA 120g 및 DW 422.2g의 혼합물을 80℃로 가열하고 2시간 동안 유지한다. 투명한 용액을 냉

각시키고 10㎛ 딥 베드 필터로 여과한다. 수득되는 용액의 질량 기준 비스무트 함량은 13%이고 산 함량은 140.8mm

ol/100g 용액이다. 밤새도록 용액은 재용해될 수 없는 백색 침전물을 침착시킨다.

비교 실시예 2:

Bi 2 O 3 93.2g, DMPA 161g 및 DW 381.2g의 혼합물을 80℃로 가열하고 2시간 동안 유지한다. 투명한 용액을 냉

각시키고 10㎛ 딥 베드 필터로 여과하여, 특성이 다음과 같은 저장 안정성 콜로이드성 비스무트를 수득한다: 질량 기

준 비스무트 함량 13%, 고체 함량 40% 및 산 함량 189mmol/100g 용액.

실시예 2:

CED 욕액의 제조 및 전착 결과

실시예 1과 비교 실시예 2에 따른 비스무트 콜로이드 1.2%를 EP-B 제0 000 086호의 실시예 31에 따른 결합제 분

산액과 EP-A 제0 569 842호의 실시예 2.1에 따른 촉매를 함유하지 않는 안료 페이스트로 이루어진 CED 욕에 가한

다. 피복 제형을 개방 유리 용기에서 전기영동 전착시킨다. 음극은 인화 강철 패널을 포함하고, 음극으로부터 5 내지 

10mm의 거리에 있는 양극은 광택 강철 패널을 포함한다. 욕온도는 32℃이고 전착 시간은 2min이다. PTFE 피복된 

자기 교반기 봉을 사용하여 교반한다.

각각의 경우 적용되는 전압, 수득되는 필름 두께, 및 전착된 다음 경화된 필 름(베이킹 시간 20min, 오븐 온도 170℃)

의 특성은 다음 표에 나타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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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기술의 비스무트 촉매를 능가하는 본 발명에 따른 비스무트 촉매의 이점은

- 동일한 전착 전압에서 더욱 큰 피막 두께,

- 피크 대 골의 비(높이 제곱 평균 제곱근)가 절반인 평활도, 표면 조도 및

- 공동 내의 피복이 현저하게 개선된 균일 전착성에 대한 향상된 수치로부터 명백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수용성 비스무트 화합물(비스무트 화합물을 제조하기 위해, 비스무트 1mol당 해리가능한 양성자가 2mol 미만으로 

되도록 하는 양으로 산이 사용된다)과 에폭시-아민 부가물을 포함하며, 전기영동 전착 피복물질의 경화용 촉매로서 

적합한 조성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비스무트 화합물을 제조하기 위해, 비스무트 1mol당 해리가능한 양성자가 1.5mol 미만으로 되도록 

하는 양으로 산이 사용되는 비스무트 함유 촉매 조성물.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비스무트 화합물을 제조하기 위해, 비스무트 1mol당 해리가능한 양성자가 1.2mol 미만으로 되도록 

하는 양으로 산이 사용되는 비스무트 함유 촉매 조성물.

청구항 4.
하나 이상의 염기성 비스무트 화합물을 수성 산(이때, 산은 비스무트 1mol당 해리가능한 양성자가 2mol 미만으로 되

도록 하는 양으로 사용된다)에 용해시키고, 하나 이상의 에폭사이드 화합물과 하나 이상의 유기 아민과의 반응 생성

물을 가함을 특징으로 하는, 비스무트 화합물을 포함하고 전기영동 전착 피복물질의 경화용 촉매로서 적합한 조성물

의 제조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산이 각각 하나 이상의 알콜계 하이드록실 그룹을 함유하는 유기산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유기 하이드록시카복실산이 개별적으로 또는 혼합물로 사용되는 방법.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산 성분이 하나 이상의 비스하이드록시알칸카복실산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
제4항에 있어서, 3가 비스무트의 산화물 또는 수산화물이 염기성 비스무트 화합물로서 사용되는 방법.

청구항 9.
제4항에 있어서, 에폭사이드와 아민과의 반응 생성물이 2개 이상의 에폭사이드 그룹을 함유하는 화합물을 하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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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급 아미노 그룹 및 하나 이상의 추가의 1급 또는 2급 아미노 그룹을 함유하는 화합물과 반응시킴으로써 수득되는

방법.

청구항 10.
제4항의 방법에 의해 수득된, 전기영동 피복물질 경화용 비스무트 함유 촉매 조성물.

청구항 11.
제4항의 방법에 의해 수득된 비스무트 함유 촉매 조성물을 포함하는 전기영동 전착 피복 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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