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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DAESUNG PLANT

저희 대성식물은 2004년부터 수입식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해왔습니다. 관엽, 선인장, 야생화, 행잉식물 등 다양한 

식물들을 시대 트렌드에 맞춰서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식물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선물용이나 가정용으로 

소비가 되었던 반면에 요즘에는 다양한 업종에 접목되고 있습니다. 카페, 가드닝 샵, 플랜테리어, 선인장 전문샵, 

스튜디오 등 다양한 곳에서 적용되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 발맞춰 다양하고 질 높은 상품을 

공급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성식물 입니다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하리 822-1 (우)17301

822-1, Suha-ri, Sindun-myeon, Icheo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Telephone 070.8824.6187

Fax 031.629.7751

오시는 길



•  식물 재배 (3000평 규모)
•  식물 수입 대행 
•  유통(도, 소매)
•  가공(코코다마 제작)
•  식물 수출

대성식물에서 하는 일





Maori ColleCtion
• UniqUe plant strUCtUre
• trendy MiniMalistiC look
• sUitable for indoor&oUtdoor

• 마오리 코로키아
• 마오리 실버
• 마오리 그린
• 마오리소포라
• 마오리 뮤렌베키아 (애스토니)
• 마오리 쿠션부쉬

코로키아 그린 p15

마오리 시리즈는 뉴질랜드 자생식물들 중에서 가장 트렌디한 제품들을 엄선해서 만든 브랜드입니다. 

뉴질랜드 마오리족처럼 강한 면모를 띄면서도 그 안에서는 여유와 낭만을 느낄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마오리 시리즈 대표 상품으로는 코로키아, 소포라, 뮤렌베키아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식물의 네추럴함을 

유지하면서 어느 장소에서든 세련된 공간 연출이 가능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매력이 더욱 빛을 바라는 점입니다. 

복잡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인들은 이런 단순함을 갈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 마오리 시리즈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오리 시리즈 관리법

1. 상토

기본적으로 토양은 ph 4.5~5.5 가 적합합니다.  분갈이하실 때는 시중에 판매하는 블루베리용 상토를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약 10~20%의 퍼라이트를 혼용해주시면 더욱 완벽합니다. 상토만 ph 조절을 한다면 굳이 물 ph는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2. 물주기

어느 식물이든 물 관리가 제일 어렵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주는 데이터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환경에 따라 식물 상태에 따라 

다르기 마련이니깐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은 흙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위에 깔려있는 돌들이 방해할 때도 있겠지만 직접 

손으로 만져보는 게 가장 완벽합니다. 만져보고도 흙의 습도가 구분이 어렵다면 화분 전용 습도계를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조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물을 주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듬뿍 주는 것 보다 100~150mm의 소량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코로키아와 소포라의 경우) 

조금씩 자주 주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 식물이 물을 원하는지 알 수 있으며 그 템포가 일정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단, 애스토니 

뮤렌베키아는 뿌리털이 많아  코로키아와 소포라보다 1.5~2배 정도 물을 더 주셔야 합니다.

Ⅰ. 마오리 시리즈

코로키아 코터니스터 p10.5 코로키아 그린 p10.5 뮤렌베키아 p12 소포라 p12





다육 시장에 밀려 거의 사라진 선인장이 3년 전부터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가시가 있어서 싫어했던 예전과는 

달리 요즘 젊은 층에서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효과와 쉬운 관리법 등의 이유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붐이 불고 있어 생산물량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저희는 아시아, 유럽, 남미의 여러 협력 농가들에게 꾸준히 공급을 받아 재배하고 있습니다.

미니 선인장부터 대형 선인장까지 80여 품종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varioUs type of 
CaCtUs

Ⅱ. 다양한 선인장





산세비에리아 스투키(Sansevieria stuckyi)는 적도 아프리카에 자생하는 놀리나아과(Nolinoideae) 식물의 다육 식물의 

하나로써 키우기 매우 쉬운 편 입니다. 그늘, 열, 건조한 환경을 잘 견뎌내며 거의 모든 환경에서 토양이나 빛, 물의 양에 

관계 없이 번성합니다. 물을 많이 주지 않은 상태에서도 따뜻한 환경과 추운 환경을 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5cm부터 100cm까지 모든 사이즈 취급.

sansevieria stUCkyi

Ⅲ. 산세베리아 스투키





요즘 관엽식물은 리본용 선물보다 가드닝 및 인테리어용 상품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지가 많은 것보다 

외목대의 심플한 식물들, 잎이 전체적으로 풍성한 것보다 상단부분에만 있더라도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식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행잉식물은 에어 플랜트로 시작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식물을 통해 더욱 다양한 행잉식물을 연출할 수 있도록 공급하려고 합니다.

foliage plant and 
hanging plant

Ⅳ. 관엽식물 및 공중식물





다육식물, 선인장, 관엽식물, 야생화 등 모든 식물을 연출하여 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울리는 식물만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기 용이한 제품으로 선별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행잉 

연출을 할 수 있는 식물 전용 걸이도 제작 판매하고 있어 연출의 어려움을 겪는다면 같이 구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출 가능한 장소로는 일반 가정, 사무실 및 카페, 레스토랑 어느 장소에도 가능하며 소재가 자연에서 나온 천연 제품이라 이질감이 전혀 

없으며 유행을 타지 않아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식물관리 소홀로 죽게 되면 화분 교체하는 작업이 번거로워서 빈 화분 만 방치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코코다마는 

식물만 구입해서 용기에 넣어주면 간단하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kokodaMa
ColleCtion

Ⅴ. 코코다마



천연 코코넛 섬유질로 만든 친환경제품으로 다양한 

식물과 함께 연출한 브랜드입니다. 원래는 일본의 

원예기술중에 하나인 코케다마에서 발상을 얻어 

만들었으며 소비자들이 좀더 쉽게 다가갈수 있도록 

만든 취지도 있습니다. 기존의 행잉플랜트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고급스러운 연출과 친환경소재까지 

겸하여 앞으로 뜨거운 반응이 예상되는 신제품입니다. 

코코다마 관리법

미니 선인장과 다육 같은 경우 받침 컵이 없어 물이 밑으로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소량으로 자주 주시거나 물을 주신 다음 물 빠짐을 

기다렸다가 다시 걸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제품들은 받침 컵이 안에 있어 걸려있는 상태로 물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주거나 물이 고여있는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경우 뿌리가 녹아내릴 수 있으므로 소량으로 자주 주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정백진 Jeong  BaekJ in
010 .2483 .0725  /  070 .8824 .6187

GJI102@NAVER.COM
www.daesungplant .co.k r˙www.kokodam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