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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M P R O V I N G   P E O P L E ’ S   L I V E S

1917년 설립된 TOTO는 일본 최초의 위생도기 제조업체이며,

설립 이후 많은 혁신적인 기술들을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TOTO는 앞으로도 위생도기 업계의 선구자라는 마음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정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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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Kokura, Kitakyushu에 TOYO TOKI CO. LTD라는 사명으로 설립되었고, 

후에 TOTO LTD.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1917

새로운 수준의 청결함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WASHLET(비데)를 런칭

하였습니다.

1980

한 번의 물내림에 오직 4.8L의 물을 사용하는 TOTO Neorest Hybrid 시리즈를 

런칭하였습니다. 또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국제 위생 및 난방 무역 

전시회에서 이를 새로운 글로벌 표준으로 하고자 하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NEOREST시리즈의 출하량이 100만대에 도달했습니다.

2010

전 세계적으로 TOTO WASHLET 4,000만대 판매를 돌파하였습니다.2015

창립 100주년 2017

양변기와 WASHLET가 합쳐진 일체형 양변기 NEOREST를 런칭 하였습니다.

NEOREST는 TOTO의 종합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반영하여 욕실 청결을

최대한 실현하였습니다.

1993

TOTO 유니버설 디자인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고객과의 폭넓은 대화와 피드백이 

제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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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REST는 욕실의 본질적 요소에 기술이 결합된 제품입니다 . 

NEOREST에는 TOTO의 특징인 깔끔한 디자인과 최신 기술이 결합된 

WASHLET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집 가장 안쪽의 공간에서부터 

SMART LIVING을 실현합니다. 

더 발전된 기술을 통해 내면에서부터 만족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THIS IS NO ORDINARY TOI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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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EX TYPE . AH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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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REST
EX
기술의 발전을 이끌고 혁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더 나은 삶에 대한 노력. 

견고한 라인의 디자인, 새로운 EWATER+ 기술을 통해

NEOREST EX는 건강과 청결에 대한 새롭고 강화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항상 새롭고 수준 높은 화장실을 사용하며 상쾌한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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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REST EX
CES992WK

Flush System

Rough-in

Size

: Tornado (3.8L / 3L)

: Hybrid Ecology System

: 305mm

: 448W×800D×527H mm

Remote Control  ▼

*비데 및 인체감지 성능은 환경표지인증과 관련 없*비데 및 인체감지 성능은 환경표지인증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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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REST
AH
기본에서 한 단계 발전된 NEOREST AH는

EWATER+를 사용하여 청결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NEOREST AH를 통해 매일의 삶을 관리하세요.



11



12



13

NEOREST AH
CES9788WK(Floor type) / CES9788P(Wall type)

Flush System

Rough-in

Size

: Tornado (3.8L / 3L)

: Hybrid Ecology System

: 305mm

: 389W×695D×535H mm

Remote Control  ▼

*비데 및 인체감지 성능은 환경표지인증과 관련 없*비데 및 인체감지 성능은 환경표지인증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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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O WASHLET

TOTO TOILET

THE IDEAL COMBINATION
OF PERFECT HYGI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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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LET PRODUCTS

TCF4731K
Washlet

Bowl Shape : Elongated

Size : 389W×529D×129H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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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LET PRODUCTS

TCF6531K
Washlet

Bowl Shape : Elongated

Size : 390W×531D×188H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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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LET PRODUCTS

TCF6631K
Washlet

Bowl Shape : Elongated

Size 478W×523D×188H mm



E-WATER+
살균수를 분사하여 도기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술

OR IG IN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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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MLESS DESIGN
이음새가 없는 단순하고 깔끔한 
도기 디자인

CEFIONTECT
부드러운 도기 표면을 위한 
특별한 유약처리

TORNADO FLUSH
혁신적인 TRIPLE-JET 
배수 시스템

HYBRID ECOLOGY
SYSTEM
절수 기능

AUTO FUNCTIONS
사람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센서 제어기술

WASHLET
셀프클렌징 기능을 가진,
개인에 맞게 적용 가능한 
노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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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ITIZING FEATURES

TOTO의 특별한 [위생처리 기능] 은 화장실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청결 사이클은 소독, 살균, 탈취를 통해 욕실의 위생을 강화합니다.

TOILET TROUBLES?

화장실을 사용하고 난 뒤 토네이도

세정으로 도기의 모든 오물과 세균을

흘려 보냅니다. 뒤이어 EWATER+를 

도기부에 분사하여 확실하게 이물질

이 남지 않도록 합니다.

노즐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여 다음

사용자가 WASHLET를 편안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돗물과 EWATER+ 로 노즐을 사용

전, 후 자동으로 세척합니다.

화장실에 악취가 없도록 합니다. 

TOTO의 탈취기능은 사용 전, 후의 

모든 악취를 걸러냅니다. 

다음 사용자를 위해 깨끗하고 냄새

없는 화장실을 유지시켜줍니다.

NOZZLE

HYGIENE

2

ODOUR

31

TOILET
BOWL

HYGI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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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O NEW ENHANCED
HYGIENE FEATURE

EWATER+

ELIMINATING
OF BACTERIA
THAT CAN BE FOUND ON
THE TOILET BOWL.

99.9%

E-WATER는 도기 표면이 세균으로 오염되는 것을 막아주는 
제균 액체입니다.  물을 내린 후 도기에 자동으로 분사되며,  
99.9%의 세균을 제거하고 사용한 비데 노즐을 소독합니다.

THE PURIFICATION CYCLE

PRE-MIST(일반 수돗물) 이 변기 내부에

분사됩니다. 

BEFORE DURING AFTER INTERIM

노즐이 물로 세척됩니다.  노즐과 변기가 EWATER+로 세척됩니다. 8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EWATER+가

자동으로 분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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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이 변기 내부를 통과하면서 전기분해 됩니다.

EWATER+는 두시간 후에 보통의 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욕실 세제를
대신할 친환경적인 대안입니다.

MECHANISM

차아염소산염화이온

전기분해

살 균

분 해

표 백 

수돗물에 포함되어있는 염화이온이 전기분해를 통해

자연스럽게 EWATER+의 유효성분인 차아염소산으로 변화됩니다. 

전기분해를 통해 생성된 차아염소산은  즉시 오염된 도기 표면을

살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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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LET

다양한 분사 패턴

WONDERWAVE CLEANSING

세정
강력한 수압

비데
SPOTTED 수압

소프트세정
부드러운 수압

와이드비데
가볍고 넓은 범위의 수압

Comfort

HygieneWater
Saving

이 기술은 적은 양의 물로 강한 세정효과를

얻기 위해 물 입자를 빠른 속도로 분사합니다. 

큰 물방울과 작은 물방울이 번갈아 가면서 

분사되어 풍부한 느낌을 주면서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입니다

이 기술은 적은 양의 물로 강한 세정효과를

얻기 위해 물 입자를 빠른 속도로 분사합니다. 

큰 물방울과 작은 물방울이 번갈아 가면서 

분사되어 풍부한 느낌을 주면서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입니다

Conventional
Cleansing

Wonderwave
Cleansing

TOTO의 최초, 최고의 창조를 상징하는 WASHLET는

1980년도 초 일본에서 처음 선보여 세계를 놀라게 했고,

그 이후로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자가살균과 탈취 등 지속적인 기술의 개발을 통해 편안함

과 만족스러운 사용감을 제공합니다.

TOTO의 최초, 최고의 창조를 상징하는 WASHLET는

1980년도 초 일본에서 처음 선보여 세계를 놀라게 했고,

그 이후로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자가살균과 탈취 등 지속적인 기술의 개발을 통해 편안함

과 만족스러운 사용감을 제공합니다.



OTHER WASHLET FEATURES

23

Auto open
and close

Oscillating
Spray Nozzle

Air Puri�er
(Deodoriser) Air Dryer Seat Warmer

Easy remove
for cl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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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ECOLOGY SYSTEM

이 특별한 기술은 수도 배관에서 직수로 나오는 물과 양변기 내부 탱크에서 나오는

두 개의 물을 결합시켜 배수하는 기술로, 보통의 절수양변기와는 비교되는 

뛰어난 절수력을 가진 기술입니다.

AUTO FUNCTIONS

좋은 욕실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편안함을 제공하는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Auto function은 단순히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양변기를 직접 조작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주어, 일반 양변기에 비해 청소빈도는 줄이면서 청결함은 

높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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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ILET TECHNOLOGIESTOILET TECHNOLOGIES

토네이도 배수는 TOTO 양변기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변기 배수의 새로운 방법으로, 양변기 림에 있는 홀에서 
물이 흘려 내려오는 기존의 배수방법 대신, 토네이도 배수는 
세 개의 높은 압력의 물로 소용돌이와 같은 토네이도를 생성하여 
이물질을 흘려 보내기 때문에 조용하며 절수 효과가 있습니다.

토네이도 배수는 TOTO 양변기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변기 배수의 새로운 방법으로, 양변기 림에 있는 홀에서 
물이 흘려 내려오는 기존의 배수방법 대신, 토네이도 배수는 
세 개의 높은 압력의 물로 소용돌이와 같은 토네이도를 생성하여 
이물질을 흘려 보내기 때문에 조용하며 절수 효과가 있습니다.

림이 없는 디자인은 오물과 세균이 자리잡을만한 공간을 
제거합니다. 일반 변기보다 틈새가 많지 않아 적은 세정제로도 
변기 내부 전체를 쉽게 청소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며 
친환경적입니다.

림이 없는 디자인은 오물과 세균이 자리잡을만한 공간을 
제거합니다. 일반 변기보다 틈새가 많지 않아 적은 세정제로도 
변기 내부 전체를 쉽게 청소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며 
친환경적입니다.

CeFiONtect는 도기 제품에 특수 유약 처리된 것으로, 도기 표면을 
미세한 정도로 아주 부드럽게 하여 이물질이 쉽게 흘러 내려가도록 
합니다.  사용하면서 도기 표면이 마모되어 울퉁불퉁하게 되면서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CeFiONtect 유약은 도기를 
굽기 전에 바르기 때문에 강하고 지속력이 좋습니다.

CeFiONtect는 도기 제품에 특수 유약 처리된 것으로, 도기 표면을 
미세한 정도로 아주 부드럽게 하여 이물질이 쉽게 흘러 내려가도록 
합니다.  사용하면서 도기 표면이 마모되어 울퉁불퉁하게 되면서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CeFiONtect 유약은 도기를 
굽기 전에 바르기 때문에 강하고 지속력이 좋습니다.

TORNADO FLUSH

RIMLESS DESIGN

CEFIONTECT

Regular Flushing Tornado Flushing  

Regular Rim  Rimless Design 

Conventional
Toilet  

CeFiONtect
Toilet



TOTO SEOUL SHOWROOM

3rd. Royco B/D, 112, Tojeong-ro, Mapo-gu, Seoul, Korea.

Tel. 080-700-8241

kr.toto.com

CONTACT US





kr.toto.com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