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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베이, Energain™ 기술 듀퐁으로 부터 인수   
진보된 리튬 이온 이차 전지 영역으로 확장  

 
 
(2017년 2월 1일, 서울)    솔베이가 오늘 Energain™ 리튬 이온 전지 고전압용(用) 전해액관련 기술을 
듀퐁으로부터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Energain™ 기술은 솔베이 특수화학 글로벌 사업본부의 기존 포트폴리오인 고성능 리튬염과 전해액 
첨가제 분야를 확장시킬 것이며 또한 더 혁신적인 이차 전지용 고전압 용액의 개발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진보된 리튬 이온 이차 전지 시장은 더 엄격한 규제와 배터리 성능 및 가성비의 계속되는 향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리튬 이온 이차 전지의 출력과 수명은 우리 일상생활에 빠질 수 없는 전기 전자 제품을 
비롯 친환경적 교통수단의 효율성과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 
 
“안전성과 타협하지 않고 적절한 가격에 고 에너지를 구현하는 것이 리튬 이온 이차 전지 업계의 주된 
목표입니다.  Energain™ 을 인수함으로써 고전압 개발 목표를 이룰 수 있게 고객들에게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후아 두 솔베이 특수화학 글로벌 사업 본부 사장이 밝혔다. 
 
“이 인수는 전해액의 모델링과 조합 분야에 있어 솔베이의 역량을 강화시켜 전지분야에서 솔베이의 기술 
로드맵을 향상시킬 것입니다”라고  뀌드르 모루 솔베이 연구혁신 사장이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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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베이 특수화학 글로벌 사업본부는 불소, 희토류, 스트론티움과 바리움을 기초로한 특성물질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이다.  이 사업본부는 특화된 제품과 해결책을 여러 산업분야에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용 촉매, 발광단, 연마제 
용도의 희토류 기반 제형, 자동차용 열교환기 제작을 위한 Nocolok®, 단열폼 제조용 발포제, 농약과 의약 용도의 불소화 
중간체, 반도체 공정용 화학물질, 수동전자소자 용도의 바륨염 등이 생산 제품이다. 

 
 

국제적인 화학, 선도 소재회사인 솔베이는 혁신적이고 발전적이며 고부가가치의 지속 가능한 제품과 해결책을 가지고 

고객을 돕고 있다. 이것은 바로 에너지를 덜 쓰며, 탄산가스 배출을 줄이며, 자원 사용을 최적화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솔베이는 자동차와 항공, 소비재와 건강제품, 에너지와 환경, 전기와 전자, 빌딩과 건축 그리고 산업 응용등 다양한 

글로벌 시장을 위해서 제품을 내놓고 있다.  솔베이는 브뤼셀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세계 53개국에 걸쳐 약 3만여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2015년에는 124억 유로의 추정 순매출액을 기록하였으며 그 중 90%는 세계 3위안에 드는 제품 

활동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솔베이 (SOLB.BE)는 브뤼셀과 파리의 유로넥스트에 상장 되어있다 (Bloomberg: SOLB.BB - 

Reuters: SOLB.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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