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달형 손소독기 “베스트샷”

방역 수칙의 기본은 마스크쓰기와 손소독입니다!

발로 밟는 비접촉 타입 세련된 디자인

견고한 알루미늄 소재 뛰어난 공간활용성

 NO 전원! 벽 부착형, 엘리베이터형,
바닥 고정형

젤 & 스프레이 가능 전용 노즐펌프 특화

각인 서비스 흔들림 방지

COVID19
방역용품

made in korea

설치사례 ISO 9001인증

공공기관 의료기관 정부청사 휴게시설 금융기관 대기업 지하철 엘리베이터



학교장터 등록제품

서울사무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506-1호
Tel. 02.3211.3000    FAX. 02.706.4224

본사/공장 : 경기도 화성시 세자로 396번길 49(안녕동)
Tel. 1644.3075        FAX. 031.385.3999    help@aed.kr

대표번호 1644-3075

BS-AL100SS / BS-AL100DG BS-AL200SS / BS-AL200DG BS-PL100SW

제 품 명 베스트샷 제 품 명 베스트샷 제 품 명 베스트샷

방 식 발로 밟는 손소독기 방 식 발로 밟는 손소독기 방 식 발로 밟는 손소독기

사 이 즈
280(W)×280(D)× 
1,050(H)

사 이 즈
280(W)×280(D)× 
1,050(H)

사 이 즈
280(W)×280(D)× 
1,050(H)

중 량 5kg 중 량 5kg 중 량 5kg

재 질 AL(Aluminum) 재 질 AL(Aluminum) 재 질 PVC(Poly)

색 상 Silver / Dark gray 색 상 Silver / Dark gray 색 상 White

제품사양

발로 밟는 손소독기
비접촉식!  위생적 손소독!  베스트샷!

페달형 손소독기
손 접촉 시 발생하는 N차 감염 예방, 

분사량 조절 용이

최적화된 펌프
긴 노즐 전용 펌프’로 편리하게 사용

강력한 고정 & 흔들림방지
바닥 고정을 위한 양면접착테이프 기본 제공

(반영구 젤타입테이프 별도구매)

범용적인 방식
젤타입과 스프레이타입 모두 사용 가능

높이조절 기능
다양한 크기의 손소독제에 맞춤기능

간단하고 쉬운 교체
대용량(1L) 손소독제 사용시 긴 교체주기로 

관리비용 절감

각인서비스
원하는 로고와 문구를 각인

(일정 수량 이상 / 사전협의 필수)

알루미늄  소재 
견고한 재질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뛰어난 공간활용성

NO 전원!
전원공급이 필요 없어 동선에 맞게 

자유로운 설치 이동이 쉬움

Why1. 아직도 손으로 눌러 손소독을 하시나요?
베스트샷은 발로 밟아 사용하므로 감염 걱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Why2. 테이블 위에 손소독제를 올려 놓고 쓰시나요?
베스트샷은 출입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이동과 설치가 쉽고
인테리어 효과가 우수합니다.

WHY SAFETY

Safety1.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신가요?
생활방역 수칙의 기본은 마스크쓰기와 손소독입니다.

Safety2. 어떤 방식의 손소독기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 전원장치가 꼭 필요한 손소독기
- 소독제를 다른 용기에 주입시켜 사용하는 자동센서형 손소독기
- 고가의 덩치가 큰 대형 소독기
- 위생적이고 내구성이 강하며, 인테리어 효과가 우수한 페달형 손소독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