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 LIFE CO., LTD

www. gl9000.com

○ 회사소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콘센트”를 만드는 굿라이프 ~
굿라이프는 기존 콘센트의 가장 큰 문제점인 감전과 합선 그리고, 이로 인한 화재 등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한,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기존 콘센트와 크기와 형태는 같으면서, 가격적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 제품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콘센트(14종)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로서, 이번 2020 CES 유레카 존에서 그 기술을 공개합니다.
》》》 Sands Expo, Level 1, Hall G, EUREKA PARK

﹟52843

○ 제품소개
전기가 보급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모든 전기기구는 혁신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지만, 전기기구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기 콘센트는 초기에 만들어진, 그대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대에 걸맞지 않게, 많은 사람이 감전, 합선, 이로 인한 화재 등으로
수많은 인명손실과 경제적 손실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GOOD LEFE 제품은 아래 도표의, 5가지 사고유형 모두 예방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제품입니다.

※ 본 기술은 전 세계 14종 <2핀형 / 3핀형> 콘센트 모두 적용 가능 ※
○ 제품의 경쟁력 차별성
- 제품의 차별성: 특허 등록

- 전 세계 동일 원리적용 -

기존 콘센트는 플러그의 삽입과 분리하는 과정 / 이 물질 삽입이나, 물이 유입되면 바로 감전과 화재 등의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구조와 기능상의 문제가 있어, 본 제품은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함.
○ 주요 생산품

▣ 2구형 콘센트
한국,아시아,유럽

▣ 전기 사용 중 물 유입 장면

▣ 유럽 3구형 콘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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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ny introduction
GOOD LIFE, Making the safest power outlets in the world
The biggest problems found in existing power outlets are electrocution, short circuits, and
resulting fires, and GOOD LIFE is a company that produces and sells innovative products that
solve the root of these issues.
The product is the same size and form as existing power outlets, and is also competitive enough
in pricing. Its technology can be applied to all 14 types of power outlets found in each different
country, and we reveal that technology at this upcoming 2020 CES Eureka Zone.
》》》 Sands Expo, Level 1, Hall G, EUREKA PARK ﹟52843
○ Product feature
Since electricity began to be supplied and up to now, all electrical appliances have undergone
innovative development, but the most used electrical appliance, power outlets, are still the same
as when they were first made.
As a result, not befitting an era that puts safety first, many people, due to electrocution, short
circuits, and resulting fires, lose their lives and have economic losses every year.
GOOD LIFE's product is the only product in the world that is able to prevent all of the 5 types
of accidents shown in the chart below.

「This technology is applicable to all outlets around the world<2 pin/ 3 pin>」
○ Product Differentiation
- Product Differentiation : Patent Registration
- Same Principle Applied Around the World - When inserting foreign materials during a process of separating the plug, and if water enters,
it causes structural and functional problems that will immediately lead to human accidents
such as electric shock and/or fire. This safety outlet will solve these problems.

○ Main product

▣ 2 pin power outlet
of korean, asia and
europe type

▣ Water inflow scene during power
connecting

▣ 3 pin power outlet
of europe 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