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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대표이사.회장
정지완

회사명 주요사업

대표이사 사업장

설립일 1986년 05월

임직원수 1,280명(2021년 1월 1일 기준)

분할설립일 2020년 07월

자본금 38억 (2020년 7월 1일 기준) 홈페이지 www.soulbrain.co.kr

이사회

대표이사 노 환 철
- 현) 솔브레인 대표이사
- 전) 삼성전자SDI 근무

사내이사

노 환 철
- 현) 솔브레인옵토스㈜ 대표이사
- 현) ㈜프로웰 대표이사
- 현) 솔브레인에스엘디㈜ 대표이사

윤 석 환
- 현) 솔브레인㈜ 생산본부장, 설비기술부문장
- 현) 훽트㈜ 대표이사
- 현) 솔브레인라사㈜ 대표이사

사외이사

서 병 문 - 전) 단국대학교 교수

김 홍 갑

- 현) 공무원연금공단 비상임위원
- 현) ㈜케이리츠투자운용 기타비상무이사
- 전)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 전)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상근감사 박 덕 현 - 전) 콜롬비아 스포츠웨어 한국지사장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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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브레인라사(주) 설립

솔브레인,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2018. 10 2018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2019. 12 5억불 수출의 탑 수상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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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반도체의 날 유공포상
2020년 Appreciation Day 공로상
2020 Best Partner Award
2020 대한민국기술대상 대통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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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

푸른색

brain

회색

+

보라색

“기술과 감성” + ”지성과 감성” + ”상상과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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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회사, 솔브레인

Soulbrain, a Company that Creates Sustainable Value

비전

핵심가치

- 융합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
- Building a Better Future through Convergence

전략방향

- 기술 경쟁력 강화

- 신사업 발굴

- 환경안전관리 강화

- 원칙 / 인성 / 창의



Confid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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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준수하며, 
인성과창의를겸비한인재지향”

핵심가치 인사철학(인재상)

그러나동시에, 우리는미래의기술을발견하기위해항상

새로운관점으로자유롭게생각할수있어야함

위험물질을다루는화학회사에서윤리적인자세로규정과

원칙을엄격히지키는것은기본중에기본임

▶

▶

원칙

인성

창의

핵심가치 기본개념

원칙(Principle)

인성(Integrity)

창의(Creativity)

규정과원칙을최우선으로준수하는것

인정과존경을받을수있는높은

윤리의식을유지하는것

기존의방식을끊임없이개선하고, 

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것



Confidential

9

현재의 안정적 사업을 기반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2025 첨단IT소재 대표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 2015~2019년 2020년~2024년 2025년~

Migration
path

Where to
concentrate

법인분할

2025년

• 첨단 IT소재 분야의

글로벌 대표기업 목표

기존/신규사업

안정적 성과창출

• 안정적 공급

• 환경안전 강화

• 신제품 개발

안정

기존사업

경쟁력 강화 및

신규사업 준비

• 해외진출 확대 추진

• 상품군 개편 : 기능성

케미컬 제품 확대 등

준비

기존사업

확대 및

신규사업 추진

• 글로벌 기업과 JV 타진

• M&A 타진 : 유망사업

분야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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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중앙연구소생산본부

연구기획관리팀
외

2021년 (1월 1일 기준)

상근감사

사업본부

신소재개발부문

성장소재개발부문

제조1,2,3,4부문

지원부문

설비기술부문

환경안전부문

품질보증부문

제조기술팀
외

경영지원부문

구매기획팀
외

ICT부문

ICT전략팀
외

혁신팀

사업1부문

사업2부문

사업3부문

사업5부문

전지사업부문



( 본 문서는 솔브레인의 자산으로, 당사의 승인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배포하는 것을 금지함 )

11

파주공장

•

• 인원 125명
• 10,248m2

파주공장

•

• 19명
• 2,400m2

용인연구소

공주공장 / 연구소

•

• 인원 994명
• ,484m2

공주공장 / 연구소

•

• 인원 142명
• 2,544m2

중앙연구소 / 본사

중앙연구소

용인연구소

(2021년 1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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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브레인(시안)
전자재료유한공사

솔브레인(중경)
전자재료유한공사

솔브레인E&I
말레이시아

솔브레인MI

• 회사명 솔브레인(시안) 전자재료유
한공사
• 소재지 중국 시안시
• 주요사업 반도체 공정재료 생산

• 회사명 솔브레인 MI
• 소재지 미국 미시간
• 주요사업 2차 전지 재료 생산

• 회사명 솔브레인E&I 말레이시아
• 소재지 말레이시아
• 주요사업 2차 전지 재료 생산

• 회사명 솔브레인(중경) 전자재료유한
공사
• 소재지 중국 중경시
• 주요사업 디스플레이 공정 재료 생산

솔브레인HU

• 회사명 솔브레인HU
• 소재지 헝가리
• 주요사업 EV용 전해액 생산



( 본 문서는 솔브레인의 자산으로, 당사의 승인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배포하는 것을 금지함 )

13

반도체

훽트㈜

반도체 공정재료

솔브레인에스엘디㈜

[파주지점]

반도체 검사장치

디스플레이

엠씨솔루션㈜

디스플레이 유기재료

솔브레인옵토스㈜

광학필름

2차전지

솔브레인MI

2차전지 재료 ㈜솔브레인저축은행

저축은행업

나우아이비캐피탈㈜

기업인수자문 등

㈜제닉

화장품, 의약외품 등

솔브레인라사㈜

H3PO4

솔브레인(시안)

전자재료유한공사

반도체 공정재료

솔브레인(중경)

전자재료유한공사

디스플레이 공정재료

솔브레인E&I 

말레이시아

2차전지 재료

㈜프로웰

Pogo Pin

기타

솔브레인HU

2차전지 재료

솔브레인에스엘디㈜

[공주본점]

OLED Scri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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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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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광범위한 IT 산업에

솔브레인의 첨단 기술과 제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CVD/ALD 재료, Etch&Cleaning, HF/BOE

CMP Slurry, Cu matalizing

• 매출액(19년) 5,864억원

• Etchant, Thin Glass, 유기재료

• 매출액(19년) 3,201억원

• Solar cell 재료, ND자석/EV

• 매출액(19년) 316억원

• 2차 전지 전해액, Lead Tab

• 매출액(19년) 83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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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부문

• Cu matalzing

• 구리는 CVD/ALD 증착이 어려워 배선 형성을 위해 웨이퍼에 구리를 전기도금하는 공정 필요

차세대 반도체에서 요구되는 고성능 도금액과 첨가제 개발

• TCE-C(도금액)

• 주요제품 CMP(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Slurry

• 제품소개 반도체 제품의 고집적화에 따라 막질의 평탄화를 위해 도입된 재료(절연막, 금속막 평탄화시 사용)

ILD/IMD, STI/SOD, W, Cu 등의 CMP 공정에 사용되는 Silica와 Ceria Slurry 제품

• 주요 제품명 ILD, IMD, STI, SOD, W, CU, New Functional CMP Slurry 등

• CVD/ALD 재료

• TEOS를 국내 최초 국산화 및 (High-k) 물질, 확산 방지막용 Precursor 등 다양한 초고순도의 CVD/ALD Precursor 생산

반도체 공정의 미세화에 대응해 새로운 High-k 물질, 배선 재료, 확산방지막 재료, Low-k 재료, Gap-fill 재료 등

• TEOS, TEB, TMB, TEPO, Al precursor, TiCl4 등

• 주요제품 Etch&Cleaning

• 제품소개 고집적화, 초박막화 되어가는 반도체 공정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Multi Functional Cleaning 및 High Functional Etch

성능이 요구됨에 따라, 솔브레인은 Low-and-high E/R Chemical과 High Selectivity Chemical 분야의 선두주자로 다양한

기능의 식각액과 세정액 솔루션을 개발 및 공급

• 주요 제품명 HSN/H3PO4, Poly/PAN/SPIN etchant, HCI, HNO3, HQS-8920, TSO-500H, TSO-800H 등

• 주요제품 HF/BOE 재료

• 제품소개 반도체 산화막 식각과 세정에 사용되는 HF(Hydrofluoric Acid)/ BOE(Buffered Oxide Etchant)는 반도체급 초고순도 제품

솔브레인은 HF/BOE 원재료 내재화를 바탕으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끊임없는 기술 개발 진행

• 주요 제품명 HF(Hydrofluoric Acid), BOE(LAL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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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부문

• 주요제품 Etchant

• 제품소개 금속, 비금속 표면을 화학적으로 부식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chemical. Aluminum, Copper가

주 배선금속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무기산, 인산, 과산화수소 계열의 Etchant가 주로 사용

• 주요 제품명 Copper Etchant, BOE Etchant, ITO Etchant

• 주요제품 유기재료

• 제품소개 패널의 핵심부품인 Color Filter 제조 공정 중 사용되는 재료로서 색상 구현을 위한 RGB, 광 차폐

용 Black Matrix, TFT의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한 평탄화 목적의 Organic Insulator 등

• 주요 제품명 Organic EL for OLED, Black Matrix for LCD, Black Column Spacer for LCD 등

• 주요제품 Thin Glass

• 제품소개 휴대용 기기의 시장 성장으로 경량, 경박의 needs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glass의 slimming 

공정 도입 및 지속적 확대

• 주요 제품명 0.2mm~0.4mm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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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지 & 전자재료 부문

• 주요제품 Electrolyte

• 제품소개 리튬 2차 전지용 비수계전해액은 고유전율/고점도의 유기용매, 저점도의 유기용매 및 리튬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지 성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첨가제가 사용

• 주요 제품명 PuriEL(Lithium Ion Battery용 전해액) 등

• 주요제품 Lead Tab(전극단자)

• 제품소개 Lead Tab은파우치에 양극, 음극을 연결하는 양극탭 및 음극탭으로 구성되며 알루미늄(양극), 

구리(음극) 등 금속으로 제작. 특수 표면 처리된 소재 적용으로 강력한 내전해성 보유

• 주요 제품명 PHEV, EV, ESS용 전극단자

• 주요제품 Solar cell 재료

• 제품소개 Solar Cell 재료 : 결정형, 박막형 Solar Cell을 위한 박막재료, process chemical 등

• 주요 제품명 HF, BOE, BBr3, TEOS, NO3 등

• 주요제품 ND자석 / EV (Electric Vehicles)

• 제품소개 Hybrid type의 전기자동차에 있어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이 ND자석을 이용한 전기 모터이며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전기, 전동화가 증가되면서 모터와 센서에 다양하게 사용

• 주요 제품명 46UH Grade, 48EH Grad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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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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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부문별 전문 연구소에서 활발히 R&D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판교 중앙연구소
• 경기도 성남시 판교
• 반도체 분야 R&D

: 나노소재연구실 외

• 용인연구소
• 경기도 용인시
• 2차 전지 분야 R&D

: 전해액 연구팀 외

• 공주 기술연구소
• 충청남도 공주시
•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R&D 

: C&E개발팀 외

8%

50%
9%

33%

석사급

보조
인력

학사급

박사급

98명

1994 09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01 08 MoW Etchant 개발

09 Metal CMP 개발

2002 11 ILD Slurry 개발

2003 11 Cu/Mo Etchant 개발

2005 04 용인연구소 개설

2006 01 폐 Al Etchant 재생 인산 생산

2007 03 LSW Slurry 개발

11 구리연마 Slurry 개발

2009 10 HSN 개발

2011 06 ZAC 개발

07 Gel polymer 전해액 개발

2012 09 판교 중앙연구소 설립

2013 10 HPS용 Slurry 개발

12 SPAN Etchant 개발

2014 12 Tablet향 합지프리즘 개발

2015 09 WEA 2.0 개발

2016 09 TSV공정용 Slurry 개발

2017 10 중대형 전해액용 조성 개발

2018 09 DRAM Capacitor 전구체 개발

2019 08 3nm Logic 向 Etchant 개발

2020 06 Poly buffing slurry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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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우위 및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다양한 협력

및 합작 연구 프로젝트

고객社

국내

프로젝트

파트너社

산학협력

기술수요 및 기술동향 분석을

통한 공동기술개발 활동

국내 R&D 프로그램 참여 및

유수의 연구기관과의 합작 R&D
국내 유명 대학교 및 연구기관과의

산학협력 및 합작 R&D

국내외 우수 기업과의 협력 및 합작 R&D : JV,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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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부문 R&D

CMP Slurries: Ceria slurry, Silica slurry, etc

- High Planarity Slurry(ILD/IMD, CST-S22), STI(DRAM & Flash), 

Wet Ceria

- Cu Barrier Slurry(Alkali, Acidic), W Slurry(2nd step & buffing step)

- Polishing slurry for Packaging(TSV), Nitride/Poly-Si CMP slurry

Etchant/Cleaning/Stripper etc.

- High Selective Nitride etchant(SiN/O Selectivity) for 3D gate

- High Selectivity Oxide Etchant, HF/BOE, Cleaning Agent

& Stripper 개발

ALD/CVD Materials

- High-k Precursor : ZrO2, HfO2, TiO2, La2O3

- Dielectric Precursor : SiO2, SiN

- Metal Precursor : TiN, Mo, MoN

- co-Precursor : Growth inhibitor and activator for various thin film

반도체 부문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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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부문 R&D

Etchant for TFT-LCD & OLED

- Cu Etchant (H2O2 base): TFT 배선 후막화에 따른 미세패턴용 Cu Etchant 

- BOE Etchant (HF/NH4F): High Etch Rate을 갖는 Si 전용 Etchant/Cleaning 

- Pixel Etchant: ITO, IZO, IGZO (High selectivity, High etch rate)

Others

- Thin Glass  

Glass Slimming Process & Glass Etching Chemical

Ultra Thin Glass(30㎛)

Tempered Glass Cutting Process

- Research Area_TSP(Touch Sensor Panel) : Cu Metal Mesh Film

디스플레이 부문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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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지 부문 R&D

Electrolyte for IT, xEV, ESS

- HP(High purity) Grade Solvents : Over 99.9%

- HP Grade Additives : Over 99.0%,

Additives are available for customer’s demand

- Solutes : Guaranteed solutes for electrolyte

- Cylinder type : 1L bottle, 18L/200L cylinder

Electrolyte Additive Synthesis

- Organic Additives

- Inorganic Additives

- Li-Salt Additives

기능성 재료 부문 R&D

Nd Magnet

- Key component of electric motors used in hybrid-

electric vehicles  

- Used in a wide variety of motors, sensors

neuFly

- Material manufactured utilizing semiconductor-grade 

dispersion technology  

- Used in their cosmetics formulation for many 

improvement effects

OLED Organic Materials

- Scattering Photo-Resist materials for OLED



04

지속가능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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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브레인은 2013년 을 설립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합니다.

솔브레인의 미션 중 하나인 ‘사회공헌가치’를 위한 나눔 활동으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고, 인재양성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을 아름답게 실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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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1 공주시 가족상담센터 후원 시작

2015 05 충남다문화가정협회 다문화어울림한마당 후원

12 한국장애인복지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2016 04 한국컴패션 1:1 어린이양육 프로그램 후원 

취약계층 물품지원봉사 공주 및 성남지역

05 난치병 환우 치료비 후원사업 

10 제1기 (재)솔브레인 나눔재단 장학생 선발

2017 06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국내아동 정기후원 시작

07 조손가정어린이 후원 'Soul-Box' 진행

08 성남그룹홈 아동 식사 정기진행

10 한림화상재단사회복지법인 후원 시작

2018 05 청소년 여성용품 지원사업 ‘<엔젤박스>후원

솔브레인(주) 창립기념일 기념 임직원 걸음기부 진행

06 공주시 초등학교 <미니도서관> 도서지원

08 공주시 <출산기쁨 행복나눔> 유아용품 지원 협약

11 공주시 화재취약가정 소화기, 화재감지기 기증

12 미혼모가족협회 I'm MoM 유아용품 후원

2019 03 해외 빈곤국 아동들을 위한 '태양광 랜턴 만들기'

베이비박스 보호시설 유아용품 후원

04 (재)솔브레인 나눔재단 제4기 장학생 선발

 지역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 '다만세'

05 솔브레인 창립기념일 기념 행사 <퍼펙트 그린데이>

06 THE LOUNGE 레스토랑과 함께하는 <행복나눔식탁>

07 <희망의불씨지원금> 위기가정 아동지원사업

10 솔브레인㈜ 본부별 나눔 릴레이 진행

2020 04 공주시 취약계층 아동 코딩 로봇 기부

05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물품지원사업 <쏘울박스>

06 한부모가정 및 미혼모자시설 육아용품 후원 

08 공주시 취약계층 아동지원 <디딤씨앗나눔통장> 사업후원

10 뚝딱뚝딱 러브하우스 공주시 장애인주거시설 개선사업

11 물품지원 통합브랜드 <soulbox> 런칭

12 공주시 독거노인지원사업 <따듯한 솔박스>

2021 01 매거진 <THE NANUM> 발간

솔브레인장학금

유야용품지원사업

교육비지원사업

계절용품지원사업

연말이웃돕기성금

화상어린이치료지원

의료비지원사업

발달재활치료지원

독거노인지원사업

나눔공간 더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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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브레인 환경안전보건의 목표

ESH
통합전산시스템

구축(WISH)

ISO 통합 경영
(환경,안전,보건,에너지)

지역을 대표하는
ESH 활동

(지원/협력/공생)

대표이사
동행 안전점검

계층별 맞춤형 교육
(Safety School)

IT 시스템 기반
통합 ESH 관리

작업환경 실시간 모니터링
지능형영상감시

ISO 45001(안전보건)
ISO 14001(환경)

ISO 50001(에너지)

통합방재시스템
구축

(Smart ESH)

IT 기술에기반한실시간관리

(Safe ESH)

사고제로화/피해확산최소화

(Be with Together ESH)

임직원의지속적안전의식향상

안전사고예방
활동

임직원의
ESH 전문성/인식

향상 교육

공주시
화학안전공동체
주관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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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혁신비전

전략방향

Renovation

Total Innovation

가치혁신을 통한 ‘일 잘하는 법’의 정착

6시그마 기반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 및 역량함양

가치창출을 통한 ‘자주적 혁신’의 실현

혁신과제

제안

현장혁신

변화관리

2016~ 

2010~2015

2003~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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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재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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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연결) (단위 : 백만원) 손익계산서(연결)
(단위 : 백만원)

2020년

유동자산 368,191 

비유동자산 349,554 

자산총계 717,745 

유동부채 205,818 

비유동부채 3,477

부채총계 209,295 

자본금 3,889 

주식발행초과금 412,215 

자기주식 - 3,257 

기타자본항목 19,099 

이익잉여금 63,267 

소수주주지분 13,237 

자본총계 508,451 

2020년

매출액 470,068 

영업이익(영업손실) 103,957 

연결당기순이익 64,883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63,267 

비지배지분 1,616 

연결에 포함된 회사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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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별도)
(단위 : 백만원)

손익계산서(별도)
(단위 : 백만원)

2020년

유동자산 328,250 

비유동자산 327,534 

자산총계 655,785 

유동부채 179,287 

비유동부채 3,321 

부채총계 182,608 

자본금 3,889 

주식발행초과금 412,215 

자기주식 - 3,257 

이익잉여금 60,329 

자본총계 473,176

2020년

매출액 453,415 

매출원가 327,336 

매출총이익 126,080 

판매비와관리비 29,373 

영업이익 96,706 

기타수익 6,092 

기타비용 13,154 

금융수익 799 

금융비용 8,611 

종속기업및공동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1,51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80,320 

법인세비용 19,991 

당기순이익 60,329 

당기총포괄이익 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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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재료 산업

Semiconductor Materials Business

2차 전지 재료 산업

Secondary Battery Materials Business

디스플레이 재료 산업

Display Materials Business

전자재료 산업

Electronic Materials Bus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