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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업화학회 추계 총회 및 학술대회 일정표 (11/4~11/6)

11월 4일(수), 제주 스위트호텔

17:00~ 평의원, 이사, 감사, 지부장, 위원장, 분과회장 연석회의

11월 5일(목), ICC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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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1:50 1PL-1 (Joanna Aizenberg, Harvard University), 한라홀

11:50~12:20 총회(한라홀)

12:20~13:30 점심 / 분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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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발표(부착완료 11/5(목) 14:00, 11/6(금) 13:00)
포스터1 (11/5 목요일):   고분자1 / 디스플레이 / 무기재료 / 생체재료 / 석유화학윤활유 / 촉매 / 콜로이드계면화학 / 펄프제지 /  

환경에너지1
포스터2 (11/6 금요일):   고분자2 / 나노 / 생물공학 / 전기화학 / 접착제도료잉크 / 정밀화학 / 화학공정 / 화학물질안전위해성 /  

에너지저장변환 / 환경에너지2
※ 고분자와 환경에너지 포스터 발표는 양일간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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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thesis of Titanium Precursor for TiO2 Nanoparticle

E.H. Kim1, J.G. Lee1, and S.M. Koo1* 
1Dept. of Chemical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Seoul, 133-791, Korea

Introduction
 Titania nanoparticles are widely used in cosmetics, high refractive index pigments, photocatalysts, semiconductors

and other industrial areas.

 However the instabilities of typical titanium precursor, such as TiCl4 and Ti(OR)4, in aqueous solution cause irregular
size and morphology of prepared titania nanoparticle.

 Therefore it is needed to synthesis titanium precursors stable in water, to control the hydrolysis and condensation rate
in preparation process.

Synthetic Routes

Conclusion

Synthesis of Ti precursors

Design strategy of precursor

1. Precursors were designed to be volatile or form a solid or crystalline in organic
solvent to increase purity and production yield during synthesis process.

2. Basically alkoxide ligands are easily hydrolyzed by water, so stable ligand such as
aminoalcohol and β-ketonate were used as substituents.

3. Also multi-dentate ligands were preferred to synthesis stable titanium precursors
because multi-dentate ligand blocks most parts of Ti site, and prevents the number
of Ti-OH2, resulting stable titanium complex in water.

4. To prove the stability of titanium precursors, all synthesized titanium precursors
were tested in water and base condition.

Precursor characterization

Ti(DEtMA)2 DEtMATi(acac)2 DEtMATidmap2

 Precursor are characterized by IR, NMR, TGA.
acac = acetylacetone, dmap = 1-dimethylaminopropan-2-olate
DEtMA = N,N-DiEthanolMethylA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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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DEtMA2 were vaporized at 255 oC in atmosphere pressure without thermal 
decomposition, which means TiDEtMA2 have good thermal stability 
compared with Ti(OiPr)4 (bp = 232 oC).

 In DEtMATiacac2, acac and DEtMA were both thermally decomposed at 240 
oC, and finally 19.2 % of TiO2 residue was left. 

 Coordinating ligands such as aminoalcoholate and β-ketonate, new series of 
titanium precursor stable in water were synthesized successfully, and these 
precursors are characterized by IR, NMR, TGA.

 Especially TiDEtMA2 was evaporated without thermal decomposition at 255 oC
in inert condition. Depending on its volatility, TiDEtMA2 can be applicable in 
vapor deposition process, such as CVD and ALD.

 TiDEtMA2 and DEtMATiacac2, DEtMATidmap2 were stable in water and base 
condition over 24 hours, which means 3 titanium precursor have low reactivity 
compared with normal titanium precursor, and can produce regular morphology 
of titania nanoparticles by preparation.

 Two sites of iso-propoxide in acac2Ti(OiPr)2 ligands can be easily replaced by 
silanoate ligand or phosphate ligand, expecting new other series of titanium 
precursors. 

Stability Ti(OiPr)4 acac2Ti(OiPr)2 Ti(DEtMA)2 DEtMATiac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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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 Ethanol, W = Water, a: E:W = 90 : 10, b: NH4OH > 4 times of Ti precur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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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like propoxide precursors such as Ti(OiPr)4 and acac2Ti(OiPr)2,
DEtMATiacac2 and TiDEtMA2 are stable in water with multidentate ligand,
DEtMA and acac. After 24 hour mixing titanium precursor with H2O, the
existence of Ti-acac and Ti-DEtMA was seen in IR and NMR spectra, meaning
that this two Ti-ligand complexes were durable in water.

 DEtMATiacac2 and TiDEtMA2 is basic solution (pH>10) due to ammonium
hydroxide ion caused by the reaction of amine in DEtMA and H2O, compared
with acidic Ti(OiPr)4 and acac2Ti(OiPr)2 solution (pH~5.6). Also it could explain
the high durabilities of two titanium precursors on the basic condition, and the
downfield shifts of DEtMA in 1H-NMR spectra.

1H-NMR in CDCl3 in D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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