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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솔릭 소개

㈜가솔릭(GASOLIQ)은 Gas, Solid, Liquid를 접목하여, 
Energy, Environment, Electronics 산업에 최적의 소재/부품/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소프트 파워 기반의 Hybrid System Provider로서 지속적인 혁신과 융합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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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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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이력사항

학력 경력사항

‘90.03   한양대무기재료공학

‘94.03   한양대무기재료공학석사

‘04.07   OXFORD Univ. MBA

‘15.09   ESCP 경영대학원 Executive Energy Mgmt.

‘16.04   Oxford 에너지연구원 Visiting Research Fellow

김 법 진

‘96.03

’00.02

’06.01 

‘08.09 

‘17.02

세라믹연구소병역특례연구원

공동창업, 연구팀장, 기획마케팅팀장

전략기획부문시장개발팀차장 인도법인CFO

경영전략본부사업개발팀장 지속경영본부부장

사업본부장, COO & SVP

무기재료공학, 경영학적 지식과 대기업(SK이노베이션, LS전선), 중견기업, 벤처기업에서 재료, 환경소재, 
신재생에너지 등 다수의 Tech Base 사업화, Global 시장개발을 성공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파트너들과 함께 소비재, 산업재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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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비대면분야예비창업패키지선정

’20년 10월 ’20년 11월

㈜가솔릭(GASOLIQ)법인설립
청주미래누리터지식산업센터입주
특허1건, 디자인2건출원

’20년 12월

과학벨트지구해외온라인마켓지원사업

’21년 01월

부설기술연구소설립

기술보증기금보증, 벤처기업인증

’21년 02월

자외선살균특허1건출원

’21년 04월

PCT 특허출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파트너기업

’21년 05월

Untact Button Pen 출시

’21년 07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기술이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제선정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패밀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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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6월

혁신바우처사업선정

공장등록

Amazon 입점

’21년 10월

성장패키지사업선정

Alibaba 입점



성장 전략방향

재료공학, 경영학적 지식과 전략기획, R&D, 사업개발, Global 시장개발 Project들을 성공시킨경험을

바탕으로 파트너들과 함께 소비재, 산업재 시장을선도하겠습니다.

Market Intelligence 강화를 통해 신기술, Value  Chain의

Open Innovation 적극추진

대학, 출연연구원, Global 제조사, Local 협력사 등 다수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시제품 개발, System  개발, Pilot Plant 운영, 시범사업 추진 시

시너지 창출 및 성과창출 가속화

소프트파워 중심의 ‘공장없는 제조업’을 추구 하여,
핵심요소기술 내재화, 자체 부품조달, 위탁생산 역량강화, 강한특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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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기술

With corona Ultraviolet
Energy 

efficiency

일상 생활에서의 감염요인을
줄이는 제품개발

살균력이 높은 자외선을 적용한
다양한 살균 시스템 개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건물분야 냉난방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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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Untact Button Pen

Covid-19 비말로부터버튼, 터치패드, 펜등에의한간접접촉을차단하는언택트항균버튼펜출시

➢ 엘리베이터,다중이용시설(식당, 커피숍, 키오스크, 의료기관) 등에서광범위하게이루어지는손을통한간접접촉을 줄이기위해제작

➢ 시판중인항균필름은반감기고려시차단에한계 (최소4시간소요), 알코올/에탄올계열손소독제반복사용이슈

➢ 공익기여목적으로코로나19 방어에힘쓰고있는다수의의료기관, 공공기관에기증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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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Photo transition Film

광변환기술을이용하여

자외선을근적외선으로변환하는

스킨케어필름으로피부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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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sphor 나노입자 적용 필름 개발

01 02 03

PET
Substrate

Bar coating

Phosphor 
Film

Annealing

Phosphor 
Solution

Phosphor 최대함량
→ UV 98% 차단

→640nmEmission발생



제품 HVAC AHU

UV Resources사에 따르면,

냉난방 코일의 오염으로 25% 이상 효율이 낮아지지만,

코일의 전단부에 자외선 조사시, 효율을 21.8% 개선한 사례가있음.

Hepa FilterELIMINATORCooling & Heating CoilFilterDamperFan & Motor

Casing

FRAME& 
CONECTION MOLD

ACCESS DOOR

공기조화기냉난방 Coil의전단부에

자외선(UV-C Lamp)적용으로에너지효율개선

Pre-Filter후단,냉난방Coil전단의공간에자외선을설치하여,

누적되어부착된미생물(특히,곰팡이),먼지,수분,유분을 제거시

점진적으로에너지효율이회복됨

❖ 실제 적용사례: 21.8% 냉각효율 개선 (Source: 미국 UV Resources)

분석항목 오염된 상태 자외선 조사 후 비고

냉각 Coil 통과전후의온도변화 3.2℃ 5.1℃ 59.3% 개선

냉각효율 1.1kW/ton. 0.86kW/ton 21.8% 개선

➢ 에너지효율개선을통해,에너지비용절감, 유지보수비용절감뿐만아니라

탄소배출량감소,온실가스저감,   ESG경영활동개선도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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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IDC Center

공기냉각 액체냉각
기존의공기냉각방식에서액체냉각으로전환할경우, 

부지, 투자비, 전력사용량을 45% 감축할수있으며, 

시제품제작후, 실증을위한시범사업추진예정임
(Tank, Circulator, Controller,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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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Virus Inactivation

바이러스비활성화를위한발열멤브레인제작기술 (나노응용)

광열효과를위한LED 기반가시광또는근적외선광학모듈설계기술 (광부품)

5분이내바이러스의감염성 99.9% 억제및

RT-PCR  샘플제작시스템기술 (융합바이오)

[바이러스 검체 채취 KIT 및 비활성화기술]

12타액 채취홀더 나노 멤브레인진단키트 LED 광열 비활성화Station

UV-C 광변환 Film  Cover

UV-C LED

Green LED

Syringe  Pipet

❖ 과제 수행 결과물 도출 (시제품, 사업전략)

신속 진단 시스템



인증현황 인증/홍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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