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solvay.com 1 

Solvay, 이탈리아 제조 Algoflon® PTFE 및 

Hyflon® 불소고분자 생산 중단  

Solvay의 장기적인 전략에 더욱 부합하는 다른 제품에 집중하기 위해 

늦어도 2023년 6월 30일부로 생산 중지 

2022년 6월 20일 브뤼셀 

불소화학 분야의 시장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기업인 Solvay는 이탈리아에 소재한 Solvay의 스피네타 

마렝고(알레산드리아) 공장에서 불소계면활성제를 사용하여 제조되는 Hyflon® 불소고분자 및 Algoflon® 

PTFE 제품 라인의 생산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두 제품군의 판매는 늦어도 2023년 6월 

30일부로 중지된다. 

이러한 결정은 불소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고 스피네타 마렝고 공장에서 이미 제조된 Algoflon® 

제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결정은 불소고분자 산업이 더욱 지속가능한 경제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Solvay의 One Planet 지속가능성 로드맵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불소계면활성제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Solvay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발걸음이다. Solvay는 

스피네타 마렝고 공장에서 늦어도 2026년부로 거의 100%의 불소고분자를 불소계면활성제 없이 

제조하겠다는 약속을 자발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더해, Solvay는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스피네타 공장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불소계면활성제 

배출 가스를 제거하고 있다. 

Algoflon® 및 Hyflon®은 Solvay의 등록 상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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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ay 에 관하여 

Solvay는 일상 생활의 수많은 측면에 이익이 되는 기술을 보유한 과학 기업이다. 63개국에 21,0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는 Solvay는 사람들, 

아이디어, 그리고 원소를 한데 결합하여 발전의 역사를 새롭게 쓴다. Solvay 그룹은 기후 보호, 자원 보존, 더 나은 삶의 양성이라는 3가지 핵심 

사항을 기반으로 탄생한 Solvay One Planet 로드맵을 통해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공유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Solvay 그룹의 혁신적인 솔루션은 

가정, 식품 및 소비재, 비행기, 차량, 배터리, 스마트 디바이스, 의료 응용 분야, 정수 및 공기 정화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제품의 안전성, 청정성,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1863년 설립된 Solvay는 오늘날 대다수 활동에서 세계 상위 3개 기업 중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 

101억 유로의 순매출을 올렸다. Solvay는 브뤼셀 및 파리의 유로넥스트에 상장되어 있다(SOLB). 자세한 내용은 www.solvay.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Twitter: @SolvayGroup 

http://www.solva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