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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니아 Gazania

가주 Gazoo
Gazania rigens

타품종보다 화경이 크고 줄기가 강한 품종이다. 
일장 반응에 둔감하며 개화기간이 길고 화색이 선명하다.

초장 25-30cm 초폭 20~25cm 화경 10~12cm

클리어오렌지 레드위드링

클리어옐로

옐로위드링

포뮬러 믹스클리어바닐라

오렌지위드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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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플레임 믹스플레임 믹스

로즈 옐로플레임

화이트 오렌지

마호가니 골덴플레임

옐로 브론즈

가자니아 Gazania

키스 Kiss
 Gazania rigens

화경이 크고 안정된 초형의 품종으로 
줄기가 짧으며 꽃대가 많이 형성된다.

초장 20~25cm 초폭 20~25cm 화경 6~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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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니아 Gazania

프로스티 키스 Frosty Kiss
Gazania rigens

꽃과 은색잎이 대비되는 특색있는 품종으로 
개화 균일도가 높으며 9~12cm 화분재배에 적합하다.

초장 20-25cm 초폭 20-25cm 화경 6~7cm

플레임 믹스믹스

옐로

화이트 오렌지

레드

화이트플레임 오렌지플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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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저린 파이어텐저린다크센터 파이어다크센터

핑크 딥로즈

화이트 레드

로즈피코티 딥오렌지

옐로 스칼렛

거베라 Gerbera

재규어 Jaguar 
Gerbera jamesonii

개화가 빠르며 색상이 다양한 품종으로 유전적으로 
콤팩트하여 트리미트(생장조절제) 사용이 필요하지 않다.
11~13cm 화분재배에 적합하다.

초장 20-25cm 초폭 20-2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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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다크센터

포뮬러 믹스

스칼렛쉐이드다크센터레몬다크센터 옐로다크센터

유니 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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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스

과꽃 Aster

포트앤파티오 Pot ’N Patio
Callstephus chinesis

일장에 관계없이 개화가 가능한 완전 겹꽃의 품종이다.

초장 15cm 초폭 15cm 화경 5~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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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초 Snapdragon

몬테고 Montego
Antirrhinum majus

분지성이 우수한 왜성 품종으로 소형 화분재배가 
가능한 금어초이다.
색상별 개화시기가 일정하고 조기에 개화한다.

초장 15-20cm 초폭 15~20cm

썬셋 버건디바이칼라오렌지바이칼라 포뮬러 믹스

바이올렛

옐로화이트 레드

퍼플 스칼렛

핑크

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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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초 Snapdragon

스냅태스틱 Snaptastic
Antirrhinum majus

왜성과 키큰 타입의 중간 형태로 식재용으로 적합한 
신품종이다.

초장 20-25cm 초폭 15~20cm

옐로 핑크 스칼렛오렌지

레드 마젠타 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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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스

레드바이칼라

오렌지바이칼라

레드옐로

라벤다바이칼라

레드 로즈

바이올렛

라벤다

화이트 옐로 브론즈

금어초 Snapdragon

스냅피 Snappy
Antirrhinum majus

개화가 빠르고 분지성이 좋으며 콤팩트한 품종으로 
색상이 다양하다.

초장 20~25cm 초폭 15~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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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 오렌지

금잔화 Calendula

젠 Zen
Calendula officinalis

콤팩트하고 분지성이 좋으며 화경이 큰 우수한 품종이다.

초장 15-20cm 초폭 15-20cm 화경 7-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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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담배 Nicotiana

사라토가 Saratoga
Nicotiana alata

양지와 음지 모두 생육이 좋으며 트럼펫 모양의 꽃이 특이해 
혼합식재시 포인트용으로 사용하면 좋다.

초장 25-30cm 초폭 25-30cm

화이트 라임 애플블러섬

로즈 퍼플바이칼라 믹스

1919



꽃양귀비 Papaver

스프링 피버 Spring Fever
Papaver nudicaule

개화가 균일하고 빠른 꽃양귀비 품종으로 초장이 짧고 
줄기가 튼튼하며 꽃은 살짝 주름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초장 25-30cm 초폭 15-20cm

화이트 옐로 오렌지

믹스로즈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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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양귀비 Papaver

풀치넬라 Pulchinella
Papaver nudicaule

초장이 작고 화경이 크며 개화가 빠르다. 
다양한 크기의 화분에 재배가 가능하다.

초장 30cm 초폭 15-20cm

화이트 옐로 오렌지

로즈 레드 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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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양배추 Flower Cabbage

루시르 Lucir
Brassica oleracea

꽃양배추 Flower Cabbage

카모메 Kamome
Brassica oleracea

반짝거리는 녹색잎을 가진 매우 독특한 꽃양배추이다. 
기존 꽃양배추와 비교하면 왁스처리 없이도 빛나는 잎이 
중심부 색과 대비된다.

초장 60-90cm 초폭 10~15cm

축엽계 꽃양배추 품종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품종으로 
저온에 강하므로 겨울정원에 빠질 수 없는 대표 품목이다.

초장 15-25cm 초폭 20-25cm

화이트

레드

화이트

로즈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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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양배추 Flower Cabbage

크레인 Crane
Brassica oleracea

매우 균일하게 생장하고 색상이 다양하며 지속성이 
우수하다. 식재공간에 따라 꽃의 크기나 초장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핑크, 레드, 화이트는 매우 잘 어울린다.

초장 60-90cm 초폭 10~15cm

화이트 핑크 바이칼라

레드 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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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양배추 Flower Cabbage

피죤 Pigeon
Brassica oleracea

환엽계(잎이 밋밋) 꽃양배추로 콤팩트하고 균일하다. 
식물체가 탄탄하여 조경용으로 적합하다.

초장 15~25cm 초폭 20~25cm

화이트 빅토리아

레드 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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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스

믹스

다알리아 Dahlia

가든 프라이드 Garden Pride
Dahlia variabilis

개화가 균일한 왜성품종으로 색상이 화려하고 
세미더블 형태의 꽃이 핀다.

초장 30cm 초폭 20~25cm

포뮬러 믹스

다알리아 Dahlia

프레스코 Fresco
Dahlia X Hybrida

매력적이고 인기있는 화단식재 품종으로 화단 주변 
식재용과 분화용으로 재배 가능하며 겹꽃으로 콤팩트하고 
균일하며 조기개화한다.

초장 25-30cm 초폭 20~2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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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메랄드폴실버폴

다이콘드라 Dichondra

에메랄드 폴 Emerald Falls
Dichondra argentea 

그라운드커버 및 걸이용으로 적합하다. 
에메랄드폴은 둥근 형태의 녹색잎을 가지고 있다. 
실버폴에 비해 분지성이 우수하고 과습에 강하다. 
줄기가 짧고 적심을 하지 않아도 되며 고온기에 매우 강하다. 
그늘이 없는 곳이나 반그늘에서도 잘 자란다.

초장 5~10cm 초폭 90~100cm

다이콘드라 Dichondra

실버 폴 Silver Falls
Dichondra argentea

걸이용화분이나 혼합식재화분에서 효과가 좋다. 
지피용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실내재배시 배수가 잘 되는 
상토를 사용하면 잘 자란다.

초장 5~10cm 초폭 90~1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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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지 Daisy

타소 Tasso
Bellis perennis

겹꽃 폼폰 타입의 대형화 품종으로 색상이 
선명하며 분화용으로 매우 매력적인 품종이다.

초장 15-20cm 초폭 20~25cm

화이트 스트로베리크림 핑크

레드 딥로즈 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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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피늄 Delphinium

엑스칼리버 Excalibur
Delphinium elatum

튼튼한 꽃대는 화려한 꽃과 잘 어울린다.
선명한 화색이 오랫동안 유지되며 분지성과 전체적인 
초형이 우수한 새로운 델피늄 품종이다.

초장 60-80cm 초폭 30-50cm

퓨어화이트 라일락로즈화이트비 믹스

라이트블루화이트비 다크블루화이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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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기탈리스 Digitalis

카멜롯 Camelot
Digitalis purpurea

세계적으로 보편화 되어 있는 품종으로 발아율이 높고 
균일하게 생장하고 개화한다.

초장 90-120cm 초폭 30-45cm

화이트 크림 라벤다

로즈 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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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 옐로

디모르포세카 Dimorphotheca

스프링 플래쉬 Spring Flash
Dimorphotheca sinuata

초봄 정원에 밝은 칼라로 식재하기 좋다. .
분화용 및 조경용으로 훌륭하다.

초장 25-30cm 초폭 20~2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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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난큘러스 Ranunculus

매직 Magic
Ranunculus asiaticus

유전적으로 콤팩트하다. 
트리미트(생장조절제) 없이 재배가능한 대형겹꽃 품종이다.

초장 15-20cm 초폭 10-15cm

핑크피치로즈 로즈딜라이트 화이트

오렌지믹스

옐로 레드

초코렛

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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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난큘러스 Ranunculus

스프링클스 Sprinkles
Ranunculus asiaticus

선명하고 밝은 칼라의 분화용품종으로 개화가 균일하고 
꽃과 잎모양이 우수하며 콤팩트한 형태이다.
저온에서 잘 자라며 낮은 농도의 트리미트(생장조절제)를 
요구한다. 10-13cm 화분재배에 적합하다.

초장 20-25cm 초폭 15~20cm

바이올렛바이칼라

핑크

라이트옐로

옐로

화이트

믹스

오렌지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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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벨리아 Lobelia

팬 Fan
Lobelia speciosa

팬시리즈는 다년생이지만 보통 일년생처럼 재배한다. .
구릿빛녹색의 길쭉한 잎에 여름부터 가을까지 진한 붉은 .
꽃을 피운다.

초장 60cm

블루

스칼렛

살몬

버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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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벨리아 Lobelia

팰리스 Palace
Lobelia erinus

콤팩트하고 조기개화하도록 육종되었다. .
가장자리 식재 및 분화용으로 좋다.

초장 15~20cm 초폭 15~20cm

화이트로얄

블루위드아이

라일락

스카이블루

블루

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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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드베키아 Rudbeckia

마야 Maya
Rudbeckia hirta

골드옐로

루드베키아 Rudbeckia

타이거 아이 Tiger Eye 
Rudbeckia hirta

개화 균일성과 세력이 좋아 정원식재에 적합하다. 
개화가 오래 유지되며 흰가루병에 강하다.

초장 50-60cm 초폭 50-60cm

왜성겹꽃 루드베키아 품종으로 여름화단을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해준다. 줄기가 매우 튼튼하여 꽃이 커도 
휘어지거나 꺽이지 않는다. 큰꽃은 대형화분이나 
화단식재용으로 적합하다

초장 15~20cm 초폭 15~20cm 화경 15~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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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스

루피너스 Lupinus

루피너스 Lupinus

반양지성 식물로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잘 자라며 
흙 속의 농약이나 방사능 물질을 흡수해 주기 때문에 
핵 발전소 주변에 식재하면 좋다고 한다. 
색상이 고급스러워 다른 품종과 혼합식재시 잘 어울리며 
대량식재시 이국적인 분위기 연출이 가능하다.

루드베키아 Rudbeckia

토토 Toto
Rudbeckia hirta

토토는 조생종으로 화경이 작고 매우 콤팩트하다..
3가지 색상이 있다.

초장 30-35cm 초폭 35-40cm 화경 6 cm

러스틱

믹스

레몬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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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스

리나리아 Linaria

환타지 Fantasy
Linaria maroccana

왜성종으로 육종되었으며 선선하고 온화한 지역에서 .
재배한다. 걸이용화분으로도 유용하고 혼합식재에서 .
포인트 칼라로 좋다.

초장 15~20cm 초폭 20~25cm 화경 15~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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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드라미 Celosia

글로리어스 Glorious
Celosia plumosa

레드 옐로 오렌지

믹스 핑크

글로리아를 대체하는 새로운 콤팩트한 시리즈이다.
대형군락 혼합식재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초장 30cm 초폭 15~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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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

맨드라미 Celosia

오리엔트2호 Orient No.2
Celosia cristata

독특한 주먹타입의 밝은 적색 맨드라미이다.

초장 30-35cm 초폭 20~25cm 화경 13-1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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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드라미 Celosia

유카타 Yukata
 Celosia argentea plumosa nana

봄‧여름 판매를 위해 재배포트에 직접 파종하기 적합한 
품종으로 초소형 분화상품을 빠르고 쉽게 생산할 수 있다.
-직접 파종은 뿌리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초장 15cm 초폭 10cm

스칼렛레드 로즈

오렌지크림 라이트살몬옐로

40



오렌지믹스

빽빽한 꽃의 깃털모양이 훌륭하며 꽃이 광에 강해 
색상이 여름에도 지속된다.

초장 35cm 초폭 20~25cm

골드 레드 옐로

맨드라미 Celosia

프레쉬룩 Fresh Look
Celosia plumosa

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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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 화경 초장 초폭 특징

리틀히어로 
Little Hero

소륜

20-25cm 15-20cm 습성과 개화시기, 꽃 크기가 균일하다. 고온에 강하다.

썬킬 
Sun Kill

15~18cm 15~20cm 여름철 고온다습에 강하며 키가 크지 않다.

듀란고 
Durango

중륜

30~35cm 30~35cm
아네모네 타입의 개화가 빠른 품종이다. 
균일하고 꽃이 크며 모든 색상이 잘 어울린다.

사파리 
Safari

25~30cm 30~35cm 중륜타입으로 색상별 개화가 균일하며 분지성이 좋다.

디스커버리 
Discovery

대륜

25~30cm 25~30cm
대형종 메리골드 중에서 가장 키가 작다. 
초형이 작고 분지성이 좋으며 화형이 둥글다. 
색상은 옐로와 오렌지 두 가지이다.

리틀덕 
Little Duck

30-35cm 25~30cm 균일하게 개화가 이루어지며 분지성이 좋다.

잉카Ⅱ 
IncaⅡ

30-35cm 25~30cm
조기개화하는 일장둔감형의 중간형 메리골드이다. 
정원에서 중간높이로 잘 자라고 고온다습에 강하여 
여름 개화용으로 적합하다. 

탐라 
Tamra

30-35cm 25~30cm
대형종 메리골드로 키가 작고 분지성이 좋고 여름에 강하며 
개화유지기간이 길다.

메리골드 
Marig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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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스

색상별 개화시기와 꽃크기가 균일하며 고온에 강하다.

초장 20-25cm 초폭 15~20cm

옐로

파이어

오렌지

메리골드 Marigold

리틀 히어로 Little Hero
Tagetes patula

믹스

소륜 메리골드 중 키가 작은 품종이다. 
고온다습 조건에서도 오랫동안 잘 자라므로 여름식재에 
적합하며 모든 색상이 서로 잘 어울린다.

초장 15~18cm 초폭 15~20cm 화경 4.5~5cm

스프레이

오렌지

옐로

플레임

메리골드 Marigold

썬킬 Sun Kill
Tagetes pat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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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골드 Marigold

듀란고 Durango
Tagetes patula

아네모네 타입의 개화가 빠른 중륜 품종이다. 
색상별 생육이 균일하고 꽃이 크며 모든 색상이 
잘 어울린다.

초장 30~35cm 초폭 30~35cm 화경 4~5cm

골드 볼레로 비

옐로 레드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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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골드 Marigold

사파리 Safari
Tagetes patula

중륜 타입으로 색상별 개화가 균일하며 분지성이 좋다.

초장 25~30cm 초폭 30~35cm 화경 4~5cm

볼레로 스칼렛

옐로

옐로파이어

레드 오렌지

45



옐로

메리골드 Marigold

디스커버리 Discovery
Tagetes erecta

대륜 메리골드 중 가장 키가 작은 품종으로 분지성이 좋으며 
화형이 둥글고 크다. 색상은 옐로와 오렌지 두 가지이다.

초장 25~30cm 초폭 25~30cm 화경 6~7cm

옐로 오렌지

옐로

메리골드 Marigold

리틀 덕 Little Duck
Tagetes erecta

균일하게 개화가 이루어지며 분지성이 좋다.

초장 30-35cm 초폭 25~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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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

오렌지

옐로

프라임로즈

메리골드 Marigold

잉카Ⅱ IncaⅡ
Tagetes erecta

조기개화하는 일장둔감형의 중간형 메리골드이다. 
정원에서 중간높이로 잘 자라고 고온다습에 강하여 
여름 개화용으로 적합하다. 

초장 30-35cm 초폭 25~30cm

옐로

오렌지

메리골드 Marigold

탐라 Tamra
Tagetes erecta

대형종 메리골드로 키가 작고 분지성이 좋으며 
여름에 강한 품종으로 개화유지기간이 길다.

초장 30-35cm 초폭 25~30cm

47



멜람포디움 Melampodium

더비 Derby 
Melampodium paludosum

다른 품종에 비해 콤팩트하며 강렬하고 밝은 노란색 꽃과 잎이 
작은 소형 품종으로 2월~5월까지 분화 생산에 적합하다.

초장 20-22cm 초폭 20-25cm 화경 2-2.5cm

로즈

믹스

블루

스노우

물망초 Myosotis

실바 Sylva 
Myosotis sylvatica

초장 20cm내외로 콤팩트하며 화경은 안개꽃 정도이다. 
개화가 빠르고 균일하며 분지성과 내한성이 좋다.

초장 15~20cm 초폭 15~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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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렛 Millet

퍼플 마제스티 Purple Majesty
Pennisetum glaucum

고성종으로 묘종상태에서는 초록색이나 온실에서 야외로 
나가면 엽색이 진하고 강한 보라색으로 변한다. 혼합식재시 
중심 또는 배경용으로 이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초장 122-152cm 초폭 20-30cm 화경 15~20cm

퍼플마제스티 실버더스트

왜성종으로 섬세하고 들쑥날쑥한 흰 잎을 가지고 있다. 
은색잎은 조경식재시 경계면 표시 혼합식재 화분 등에서 
대비효과를 나타내어 조경효과를 높일 수 있고 내한성이 
강하여 약한 서리도 견딘다.

초장 20-30cm 초폭 25cm

백묘국 Dusty Miller

실버더스트 Silverdust 
Senecio ciner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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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라도 쿠션부쉬

백묘국 Dusty Miller

쿠션 부쉬 Cushion Bush
Calocephalus brownie

은색의 들쑥날쑥한 잎을 가지고 있다. 
일년생으로 사용되는 다년생이다. 
색대비를 주기에 좋은 품목이다.

초장 25-30cm 초폭 25-30cm

종자로 공급되는 첫 번째 쿠션부쉬(실버트리)이다. 
독창적인 외형을 지녔으며 화려한 개성으로 
다른 식물들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고온에 강한 품종이다.

초장 20-30cm 초폭 25~30cm

백묘국 Dusty Miller

실버라도 Silverado 
Senecio ciner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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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묘국 Dusty Miller

쿠션 부쉬 Cushion Bush
Calocephalus brownie

백일홍 Zinnia

드림랜드 Dreamland 
Zinnia elegans

대륜겹꽃 품종으로 개화가 빠르고 색상이 매우 화려하다..
고온기에 타품종에 비하여 내균성이 강하다. 분화재배와 .
조경식재에 있어 매우 적합한 품종이다.

초장 20~40cm 초폭 20-25cm 화경 8-10cm

옐로

스칼렛레드

핑크

코랄

로즈

아이보리

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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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홍 Zinnia

마젤란 Magellan
Zinnia elegans

화경이 크고 개화가 균일하며 고온기 재배에 적합하여 
조경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초장 25-30cm 초폭 20-25cm 화경 9-10cm

오렌지

핑크살몬

아이보리

체리믹스 스칼렛

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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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홍 Zinnia

자하라 Zahara
Zinnia marylandica

콤팩트하며 분지성이 우수한 소형 백일홍 품종으로 
고온과 건조에 강하다. 고온기에도 개화지속성이 우수해 
관상기간이 길다. 내병성과 세력이 강하고 꽃이 화사하다.

초장 30-45cm 초폭 30-45cm 화경 4-5cm

화이트 믹스

썬버스트 체리

라스베리 스칼렛

옐로 코랄로즈

레드 스타라이트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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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슨위드아이

코랄위드아이 블루위드아이

버베나 Verbena

옵세션 Obsession
Verbena Hybrida

색상이 다양하고 콤팩트하다. 개화가 빠르며 분지성이 
우수한 품종으로 타품종에 비하여 흰가루병에 강하다.

초장 15-20cm 초폭 25-30cm

레드위드아이 버건디위드아이

라이트블루위드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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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코트

스칼렛 보르도

트위스트퍼플

레드

파스텔 믹스

핑크치크 핑크화이트

포뮬러 믹스아이 믹스

라일락 트위스트레드

라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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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베나 Verbena

옵세션 케스케이드 Obsession Cascade
Verbena Hybrida

포복성 타입의 최초의 종자버베나 품종이다. 
소형분화, 대형화분, 조경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걸이용 페츄니아와 혼합식재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상적인 품종으로 분지성이 좋으며 적심이 필요없다. 
꽃은 크고 화려하며 흰가루병에 저항성이 .
강하도록 육종되었다. 

초장 15-20cm 초폭 30-40cm

스칼렛 바이올렛트위스터 퍼플쉐이드위드아이

레드위드아이 핑크쉐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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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네이션 피네스

버베나 Verbena

이미지네이션 Imagination
Verbena speciosa

분지성이 좋아 줄기가 풍성하며 작고 진한 보라색 꽃이 핀다.

초장 30cm 초폭 35~40cm

버베나 Verbena

피네스 Finesse
Verbena bonariensis

정원식재 및 분화용으로도 좋으며 절화로도 가능한 
품종으로 군락을 만들어 식재하면 장관을 연출할 수 있다. 

초장 120cm 초폭 1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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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 주요사용 초장 초폭 특징

보사노바 
Bossa Nova

분화용화분 30-40cm 40-50cm

늦은 봄부터 서리 전까지 풍성한 꽃을 볼 수 있다. 
큰 화분이나 걸이용화분에 단독 또는 혼식으로 모두 적합하다. 
분지성이 매우 우수하고 고온에 강하다. 
삽수베고니아를 대체할 수 있는 경제적인 종자베고니아이다. 

빅 
Big

화단 및 
대형화분

60-80cm 35-40cm
대형베고니아로 여름철 꽃이 숨지 않는다. 
꽃이 식물의 위쪽으로 개화하며 분지성이 매우 우수하다. 
여름 장마 및 고온에 매우 강하다.

슈퍼 올림피아 
Super Olympia

화단 25-30cm 18-20cm
그린잎 베고니아로 화경이 크며 콤팩트하다. 
여름, 가을 화단용으로 최적의 품종이다.

베고니아 
Begonia

58



베고니아 Begonia

보사노바 Bossa Nova
Begonia boliviensis

늦은 봄부터 서리 전까지 풍성한 꽃을 볼 수 있으며 
큰 화분이나 걸이용화분에 단독 또는 혼식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분지성이 매우 우수하고 고온에 강하여 
기존 삽수베고니아를 대체할 수 있는 경제적인 
종자베고니아이다.

초장 30-40cm 초폭 40-50cm 화경 5-8cm

살몬쉐이드 핑크글로우

레드 옐로

퓨어화이트

바이칼라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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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고니아 Begonia

빅 Big
Begonia benariensis

베고니아 중 화경 5cm로 가장 큰 품종이다.
꽃이 잎의 위쪽으로 개화하며 분지성이 매우 
우수하므로 화분을 쉽고 빠르게 채울 수 있다. 
기존 대륜 베고니아보다 개화가 2주 정도 빠르다. 
여름 장마 및 고온에 매우 강하며 양지‧음지 
모두 생육이 가능하다.

초장 60-80cm 초폭 35-40cm

브론즈레드 브론즈로즈

그린핑크그린로즈 그린레드

60



골덴아이

비덴스 Bidens

골덴 아이 Golden Eye
Bidens ferulifolia

베고니아 Begonia

슈퍼 올림피아 Super Olympia
Begonia semperflorens

포복성으로 육종된 품종으로 분화용과 걸이용화분에 .
적합하다. 밝은 노란색 꽃이 피며 양치식물과 비슷한 
잎은 여름에 관상가치가 높다. 꽃은 향을 가지고 있어 
샐러드 및 다양한 요리에 사용된다.

초장 25-30cm 초폭 35~60cm

국내에서 가장 오랫동안 많이 재배되고 있는 
그린잎 베고니아로 화경이 크고 콤팩트하여 
여름‧가을 화단용으로 최적의 품종이다

초장 25-30cm 초폭 18-20cm

화이트

로즈

핑크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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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3년 전부터 계속 베고니아 “빅”으로 식재되고 있다.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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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 타입 초장 초폭 특징

페니 
Penny

소형 10-15cm 15~20cm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 다양하게 사용가능하고 콤팩트하며 
분지성이 좋다. 가을과 봄 모두 잘 적응하며 생기있는 꽃을 피운다. 
또한 뿌리가 강해서 추위에 매우 강하다.

엔듀리오 
Endurio

소형
(걸이용)

15-20cm 20~25cm
늘어지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비올라 품종으로 걸이용과 
화단장식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추위에 강하다.

마리포사 
Mariposa

중형
(겨울팬지)

15-20cm 10~20cm
9cm 화분에서도 쉽게 생산가능하다. 강한 분지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간크기 꽃은 공공장소나 개인 조경용으로도 좋다. 
튼튼한 겨울나기는 화단식재시 안정감을 준다.

델타 
Delta 

대형 15-20cm 10~20cm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팬지 시장의 선두 품종으로 재배자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품종이다. 분지성이 좋으며 도장이 잘 되지 않아 
트리미트를 적게 사용하여도 우수한 품질의 상품 생산이 가능하다.
개화 유지기간이 길며 색상별 균일성이 우수하고 개화가 빠른 
품종으로 9~11cm 화분재배에 적합하다.

인스파이어 
Inspire 

대형 15-20cm 10~20cm
콤팩트하며 강한 기후조건을 위해 육종되었다. 
봄, 가을생산에 이상적이다. 색상이 굉장히 다양하다.

원더폴 
Wonder Fall

대형
(걸이용)

20-25cm 30~60cm
걸이용으로 사용되는 첫 번째 팬지 품종으로 활력이 좋아 빠르게 
화분을 채우며 혼합걸이화분 식재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노지식재시 기존 팬지보다 포복력이 매우 우수하다.

비올라, 팬지 
Viola, Pansy

65



비올라 Viola

페니 Penny
Viola cornuta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품종으로 콤팩트하며 분지성이 좋고 
색상이 다양하여(약 40색상) 화단 및 화분용으로 최적의 
품종이다. 조생종으로 초봄 및 가을 재배에 모두 적합하며 
뿌리가 강하여 추위에 잘 견딘다.

초장 10-15cm 초폭 15~20cm

클리어옐로

텐저린

옐로점프업

오렌지점프업

옐로

오렌지

옐로블러치

레드윙

화이트 화이트점프업화이트블러치 피치점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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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드 바이올렛 딥블루

로즈블러치

블루

레드블러치레드위드옐로페이스

비콘스필드

마리나

블루위드옐로센터프라임로즈블러치 프라임로즈피코티

퍼플마리나 퍼플피코티딥마리나

말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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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올렛블루 바이올렛플레어바이올렛페이스

아주레던

시트러스 믹스 점프업 믹스

아주레트와이라잇 아주레윙 미키

데님점프업

비올라 Viola

페니 Penny
Viola cornu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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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올라 Viola

엔듀리오 Endurio
Viola cornuta

늘어지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비올라 품종으로 걸이용과 
화단장식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추위에 강하다

초장 15~20cm 초폭 20~25cm

퓨어바이올렛

화이트

핑크쉐이드

스카이블루마르티엔

옐로위드레드윙

라벤다

레드플레어

옐로

옐로위드퍼플윙

레드위드옐로페이스

블루옐로위드퍼플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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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지 Pansy

마리포사 Mariposa
Viola wittrockiana 

가을 화단조성의 최적의 품종으로 강한 분지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간크기 꽃을 피운다. 관공서 경관조성 및 가정화단 
조성용으로 적합하며 내한성이 우수하다.

초장 15~20cm 초폭 10~20cm

라이트블루

블루오버옐로

마리나 퍼플

오렌지블러치

옐로블러치프라임로즈쉐이드

트루블루

오렌지

옐로

화이트블러치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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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올렛위드페이스

블루블러치

레드윙 레드블러치 블랙

블러치 믹스

비콘스필드피치쉐이드

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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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지 Pansy

델타 Delta 
Viola wittrockiana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팬지 시장의 선두 품종으로 재배자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품종이다. 분지성이 좋으며 도장이 
잘 되지 않아 트리미트(생장조절제)를 적게 사용하여도 
우수한 품질의 상품 생산이 가능하다. 개화 유지기간이 
길며 색상별 균일성이 우수하고 개화가 빠른 품종으로 
9~11cm 화분재배에 적합하다.

초장 15~20cm 초폭 10~20cm

딥블루 레드블러치 마리나

바이올렛화이트 블루블러치 비콘스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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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어라이트블루 퓨어로즈

퓨어프라임로즈

옐로블러치

프라임로즈블러치

트루블루

퓨어레몬 퓨어오렌지

퓨어화이트

옐로위드퍼플윙

화이트블러치

퓨어골덴옐로

퓨어바이올렛퓨어레드

73



화이트레드블러치 퍼플오렌지옐로레드윙 퍼플화이트

화이트블러치 바이올렛옐로

 화이트 오렌지

옐로블러치 레드블러치

골덴옐로 스칼렛

팬지 Pansy

인스파이어 Inspire 
Viola wittrockiana

화경이 크며 콤팩트한 품종으로 환경적응성이 우수한 
품종이다. 봄 가을생산에 이상적이며 30여가지의 
다양한 색상이 있다.

초장 15~20cm 초폭 10~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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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엔젤

트루블루

블루블러치

퍼플

비콘스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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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이용으로 사용되는 첫 번째 팬지 품종으로 활력이 
좋아 빠르게 화분을 채우며 혼합걸이화분 식재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노지식재시 기존 팬지보다 포복력이 
매우 우수하다.

초장 20-25cm 초폭 30~60cm

옐로블로치

화이트

옐로

퍼플블루쉐이드

라벤다피코티쉐이드 블루블러치

퍼플

블루피코티쉐이드

옐로

팬지 Pansy

원더 폴 Wonder Fall
Viola wittrock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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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시프라가는 다년생 봄꽃 중에 가장 중요한 품목이다. 
하이랜더는 다화성 품종으로 개화가 빠르고 균일성이 
좋으며 짧고 안정적인 꽃대를 가지고 있다.

초장 10-20cm 초폭 10-20cm

삭시프라가 Saxifraga

하이랜더 Highlander 
Saxifraga arendsii

화이트

레드 로즈쉐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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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비아 Salvia

레디 Reddy
Salvia splendens

트리미트(생장조절제)가 필요없는 왜성종 살비아 품종으로 
진한 잎과 대비되는 밝은 색감의 꽃을 가지고 있다. 
일장에 둔감하고 조기개화하며 색상별 균일도가 높다.

초장 20-25cm 초폭 20-25cm

화이트 화이트서프라이즈

스칼렛바이칼라퍼플

네로 믹스

라벤다 브라이트레드

클레오파트라 믹스

핑크

믹스

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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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비아 Salvia

메를로 Merleau
Salvia X superba

당해 개화하는 다년생 살비아 품종으로 콤팩트하며 
분지성이 좋아 12-17cm 분화용으로 적합한 조생 살비아이다.

초장 30-40cm 초폭 15~20cm

로즈 블루 블루콤팩트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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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

바이올렛

살비아 Salvia

빅토리아 Victoria 
Salvia farinacea

진한 보라색 꽃이 피며 생육이 왕성한 다화성 품종으로 
12~15cm 분화 생산에 적합하다.

초장 50-60cm 초폭 20-25cm

화이트

살비아 Salvia

에볼루션 Evolution
Salvia farinacea

분지성과 연속개화성이 좋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력이 
뛰어난 품종이다.

초장 45cm 초폭 20~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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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죽 Dianthus

다이아나 Diana
 Dianthus chinensis

라벤다피코티 레드센터화이트 로즈쉐이드

블루베리 살몬

개화가 빠르고 초형이 안정되어 있는 품종으로 화경이 
큰 홑꽃을 가지고 있다. 색상이 다양하고 화경이 크므로 
화분재배나 화단식재에 적합하다. 키가 작으면서도 
큰 화경을 지니고 있다.

초장 20-25cm 초폭 25-30cm 화경 5-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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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슨피코티

체리스칼렛피코티

퍼플센터화이트

크림슨스칼렛

핑크 믹스

셀렉트 믹스

피코티 믹스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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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죽 Dianthus

디아분다 Diabunda 
Dianthus Barbatus

이 시리즈는 색상별로 개화가 균일하고 빠르다. 
디아분다는 재배가 쉽고 분지성이 좋아 정원에 매우 
잘 어울린다.

초장 20-25cm 초폭 20-25cm 화경 2-2.5cm

퍼플피코티 핑크플레어

포뮬러 믹스크림슨

레드

퍼플

레드피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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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죽 Dianthus

슈퍼 파르페 Super Parfait 
Dianthus chinensis

큰 화경과 매력적인 화형 및 색상으로 시장에서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품종이다. 재배기간이 짧고 재배가 쉽다.

초장 20-25cm 초폭 15-20cm 화경 4-5cm

라스베리 스트로베리 크림슨스타

레드페퍼민트 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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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죽 Dianthus

텔스타 Telstar 
Dianthus chinensis x barbatus

화수가 많아 정원식재 및 화분재배에 적합한 품종으로 
분지성이 좋으며 고온과 저온에 모두 강한 품종이다. 

초장 20-25cm 초폭 25-30cm 화경 3-3.5cm

핑크 화이트

크림슨 퍼플피코티

버건디 스칼렛

퍼플 피코티

살몬 카민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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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리니는 콤팩트하고 종자에서 당해개화하는 품종으로 
꽃에서 향이 나며 줄기는 짧고 단단하다. 

초장 15~20cm 초폭 20-30cm

퍼플피코티 화이트포뮬러 믹스

로즈 퍼플

라일락 레드로즈바이칼라

살몬 퍼플바이칼라

레드 레드피코티

석죽 Dianthus

바바리니 Barbarini 
Dianthus barb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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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초

설악초 Euphorbia

설악초 Euphorbia 

산에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얗다고 설악초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잎을 보는 식물로 고온건조기에 강하여 전국 
어디서나 잘 자란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화단용으로 
식재하기 좋은 품목이다.

초장 20~30cm 초폭 30~7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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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크 Stock

하모니 Harmony 
Mattiola incana

색상별 개화가 균일한 왜성 품종으로 분지성이 좋다. 
하모니는 약 50% 겹꽃율을 보이며 이것은 떡잎으로 
감별이 가능하다. 이른 봄 분화용 생산으로 좋다.

초장 15-25cm 초폭 15cm

퍼플 화이트

바이올렛

딥로즈

크림옐로 체리블러섬

라이트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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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라리아 Cineraria

베네치아 Venezia
Pericallis cruenta

베네치아는 10월~4월까지 11-14cm 화분에 
짧은 재배기간(8주~11주)으로 생산이 가능한 
유일한 품종이다. 둥근 초형에 콤팩트하며 
다습에 강하고 개화 유지기간이 길다.

초장 20-25cm 초폭 20~30cm

포뮬러 믹스

블루

카민링

델프트블루링 마타도링

체리

화이트

로즈링 보르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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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라리아 Cineraria

제스터 Jester 
Pericallis cruenta

내병성이 매우 강하고 색상이 선명하다. 소형화분보다는 .
대형화분이 어울리는 품종이다.

초장 25-30cm 초폭 15~25cm

블루바이칼라 스칼렛바이칼라 카민바이칼라

크림슨바이칼라 퓨어카민 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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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스

시네라리아 Cineraria 

리조트 Resort 
Pericallis hybrid

분화용으로 가장 널리 재배되고 있는 품종으로 화형과 
색상이 안정되어 있어 다양한 화분에 재배가 가능하다.

초장 20-25cm 초폭 20~30cm

시클라멘 Cyclamen

마이크로 Micro
Cyclamen persicum

마이크로는 슈퍼시리즈 중 꽃의 크기가 가장 작은 품종이다. 
엽수가 많으며 개화기간이 길어 다양한 이용이 가능하다.

초장 10-15cm 초폭 10-15cm

네온플레임

퓨어화이트

네온핑크

화이트위드아이

와인레드 딥와인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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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드 레드와인레드플레임 살몬레드

라이트살몬핑크핑크위드아이 다크살몬핑크살몬플레임

오키드 바이올렛플레임라이트바이올렛 다크바이올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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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네온핑크

네온플레임 딥네온플레임

네온핑크

시클라멘 Cyclamen

베라노 Verano
Cyclamen persicum

빠르고 균일하게 개화하며 유전적으로 다른 품종보다 
고온에 강하므로 여름재배에 적합한 품종이다. 
색상이 다양하고 품종개량을 통하여 레드 색상이 
더욱 선명해졌다.

초장 15~20cm 초폭 10-15cm

핑크위드아이 살몬위드아이

라이트살몬핑크퓨어화이트

퓨지살몬핑크

크림화이트 라이트위드아이

퓨지네온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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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바이올렛 딥다크바이올렛

딥살몬

다크바이올렛

딥와인레드

다크살몬핑크

퓨지와인레드

레드

퓨지다크바이올렛오키드

와인레드플레임

바이올렛플레임

살몬플레임

와인레드살몬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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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

화이트

아게라텀 Ageratum

알로하 Aloha 
Ageratum houstonianum

기존 품종보다 개화가 빠르고 초형이 안정되어 있다.

초장 15~20cm 초폭 15~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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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네모네 Anemone

하모니 Harmony 
Anemone coronaria

줄기가 강하고 콤팩트한 다화성 품종으로 저온에 강하여 
이른 봄 분화판매에 적합하다. 팬지, 석죽, 데이지, 
꽃양귀비와 혼합식재하면 잘 어울리고 블루색상의 
약 25 %가 겹꽃이다.

초장 55-60cm 초폭 30-40cm

블루스칼렛

오키드펄화이트

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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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리아 Armeria

알마다 Armada
Armeria maritima

균일하며 개화가 빠르고 색상이 선명하다.

초장 15~20cm 초폭 20-30cm

화이트

로즈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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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킬레기아 Aquilegia

오리가미 Origami
Aquilegia caerulea

다년생과 일년생의 특징을 모두 갖춘 당해개화 품종이다. 
매우 큰 꽃이 오랜 시간 지속된다.

초장 35-40cm 초폭 30-40cm 화경 5-7.5cm

믹스

화이트 옐로

레드화이트핑크화이트

딥블루화이트블루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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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킬레기아 Aquilegia

윙키 더블 Winky Double
Aquilegia vulgaris

아킬레기아(매발톱꽃) 중 유일한 겹꽃품종으로 꽃이 위를 
향한다. 균일한 재배와 생산이 가능하고 활력이 좋으며 
곰팡이병에 강하다.

초장 30-36cm 초폭 30-36cm

다크블루화이트

레드화이트로즈화이트

믹스

화이트

100
다년



딥로즈

안개초 Gypsophila

짚시 Gypsy 
Gypsophila muralis

작고 귀여운 꽃을 가지고 있으며 초형이 안정되어 있다. 
단독 또는 혼식으로 화분, 걸이용화분에 재배가 가능하다.

초장 8-10cm 초폭 7-8cm 화경 0.5cm

화이트

분지성이 우수하고 고온건조에 강하여 관상기간이 봄부터 
가을까지 매우 길다. 혼합식재 및 조경화단에 적합하다.

초장 40-50cm 초폭 30-36cm

안젤로니아 Angelonia

세레나 Serena
Angelonia angustifolia

퍼플

라벤다 블루

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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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젤로니아 Angelonia

세레니타 Serenita
Angelonia angustifolia

세레나보다 콤팩트한 품종으로 분지성이 좋으며 .
고온건조에 강하다.

초장 30-36cm 초폭 30-36cm

믹스

화이트

블루스카이

라벤다핑크

퍼플

핑크라스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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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섬 Allysum

원더랜드 Wonderland
 Lobularia maritima

조밀하고 균일하게 꽃이 피며 향기가 매우 좋은 품종으로 
색상이 다양하여 분화용으로 적합하다.

초장 8-10cm 초폭 10-15cm 화경 0.5cm

딥로즈

화이트

블루 딥퍼플

핑크

믹스라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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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엔 스피릿

에키네시아 Echinacea

프리마돈나 Primadonna 
Echinacea purpurea

화형이 약 10~13cm로 개화가 빠르고 고온건조에 강하며 .
꽃잎이 아래로 쳐지지 않는다. 콤팩트하고 분지성이 좋으며 
꽃잎이 떨어진 이후에도 관상가치가 좋아 조경용으로 
적합하다.

초장 75-85cm 초폭 30-36cm

딥로즈 화이트

에키네시아 Echinacea

샤이엔 스피릿 Cheyenne Spirit
Echinacea hybrid

당해개화되는 다년생 품종으로 밝고 선명한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지성이 높아 쉽게 풍성해지며 콤팩트한 
특성으로 트리미트(생장조절제)없이 생산가능하다. 
고온건조에 강하고 겨울 저온에도 강하다.

초장 45~60cm 초폭 15~20cm 화경 15~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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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테오스펄멈 Osteospermum

아스티 Asti 
Osteospermum ecklonis

종자로 각색이 공급되는 첫 번째 오스테오스펄멈 품종으로 
파종에서 개화까지 매우 균일하다.

초장 25-40cm 초폭 20-30cm

라벤다쉐이드 믹스 퍼플

퍼플바이칼라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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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스

오스테오스펄멈 Osteospermum

패션 Passion
Osteospermum ecklonis

적심이 필요없는 콤팩트한 품종이다. 종자품종이지만 
콤팩트한 습성을 아주 잘 유지하고 있다. 내한성에 강하며 
거리화단 뿐만 아니라 분화재배로도 손색이 없다.

초장 15~20cm 초폭 15~20cm 화경 15~20cm

일일초 Vinca

썬스톰 Sunstorm
Catharanthus roseus

콤팩트하고 균일하며 분지성이 좋은 품종으로 개화가 
빠르다. 화분 재배시 트리미트(생장조절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초장 20-25cm 초폭 10~20cm

라이트블루

포뮬러 믹스

퍼플

로즈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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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오키드딥라일락

화이트아이퓨어화이트 블러쉬

스칼렛아이레드 레드할로브라이트레드

아프리코트

오키드할로딥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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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초 Vinca

코라 Cora
Catharanthus roseus

세계적으로 검증된 역병저항성 품종이며 고온다습에 
강하고 꽃이 크다.

초장 25-35cm 초폭 10~20cm

핑크화이트 아프리코트 스트로베리

딥라벤다

바이올렛 믹스

펀치라벤다

레드

버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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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초 Vinca

코라 케스케이드 Cora Cascade
Catharanthus roseus

걸이용화분과 발코니식물로 좋다. 코라와 마찬가지로 
역병저항성이 강하고 화경은 크며 늘어지는 타입이다.

초장 20-25cm

아프리코트 피치블러쉬

라일락

믹스

스트로베리 체리

폴카도트

쉘핑크 바이올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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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파첸스 Impatiens 

엑스트림 Xtreme
Impatiens walleriana

유전적으로 콤팩트하며 분지성이 좋아 대량생산에 
적합한 품종으로 색상이 다양하다.

초장 15~20cm 초폭 15~25cm

핑크

라일락 믹스

화이트 브라이트아이

스칼렛

라벤다

바이올렛

살몬 오렌지 레드

브라이트로즈

110



임파첸스 Impatiens

텀블러 Tumbler
Impatiens walleriana

종자로 공급되는 늘어지는 타입의 임파첸스 품종으로 
화경이 크며 분지성이 좋아 걸이용화분이나 큰 화분에서 
빠르게 풍성해지며 잘 늘어진다.

초장 20-30cm 초폭 20~40cm

스칼렛

로즈 바이올렛

화이트

로즈스타 바이올렛스타

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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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파첸스 Impatiens

플로리픽 Florific
Impatiens hawkeri

종자로 생산되는 경제적인 뉴기니아 임파첸스이다. .
균일성이 좋고 튼튼한 가지를 가지고 있으며 
낮은 온도에서도 잘 자란다. 실내에서도 좋다.

초장 25-30cm 초폭 20~30cm

라벤다

레드바이올렛

스위트오렌지

믹스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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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시꽃 Hollyhock

스프링 셀러브리티즈 Spring Celebrities
Alcea rosea

겹꽃의 왜성종 접시꽃이다. 줄기가 튼튼하며 분지성이 
강하고 화수가 많아 화단조성이나 대형화분용으로 적합하다. 
당해개화하며 3개월 동안 개화가 지속된다. 카민로즈와 
화이트는 15% 정도 홑꽃이 핀다

초장 60-80cm 초폭 30-45cm

핑크

라일락 퍼플

화이트

카민로즈 크림슨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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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늄 Geranium

나노 Nano
Pelargonium hortorum

유전적으로 콤팩트한 품종으로 트리미트 .
(생장조절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매력적인 어두운 .
잎과 함께 커다란 꽃이 풍성하게 피며 지속적으로 .
콤팩트함을 유지한다.

초장 20-25cm 초폭 20-25cm

믹스

화이트

스칼렛바이칼라

핑크

딥로즈 레드글로우

애플블러섬 핑크바이칼라

레드살몬

114



제라늄 Geranium

링고2000 Ringo2000
Pelargonium hortorum

개화가 매우 빠르며 콤팩트한 품종으로 빠른 생산과 
대량 재배에 적합하다.

초장 30-35cm 초폭 20~30cm

카디날

포뮬러 믹스

화이트

로즈

살몬

딥레드

딥스칼렛

바이올렛

스칼렛스타

딥로즈

라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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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늄 Geranium

퀀텀 Quantum
Pelargonium hortorum

내서성이 강하며 고온에서 개화가 오래 유지된다. 
매력적인 별모양 꽃은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고 
톱니모양의 잎이 매우 특이한 품종이다.

초장 30-40cm 초폭 30-40cm 화경 10-12cm

레드 살몬 핑크

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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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늄 Geranium

핀토 프리미엄 Pinto Premium
Pelargonium hortorum

종자로 공급되는 제라늄의 대표 품종으로 빠르고 균일하게 
개화하며 분지성이 좋다. 중간사이즈 분화생산에 적합하며 
트리미트(생장조절제)를 이용하면 생육조절이 가능하다.

초장 30-35cm 초폭 20~30cm

오렌지바이칼라

믹스

코랄

화이트

바이올렛

살몬스플래쉬

딥레드딥스칼렛

살몬 오렌지

딥로즈로즈바이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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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늄 Geranium

호라이즌 Horizon
Pelargonium hybrida

분지성이 좋으며 줄기가 강하고 초형이 안정되어 있어 
재배시 트리미트(생장조절제)의 요구도가 낮다. 
꽃대가 짧고 균일하며 색상이 다양하여 분화재배나 
조경용으로 적합하다.

초장 30-35cm 초폭 25-30cm 화경 10-12cm

오렌지 코랄스파이시

로즈

스칼렛

딥레드

라벤다 바이올렛애플블러섬

딥살몬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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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스

믹스

채송화 Portulaca

해피아워 Happy Hour
Portulaca grandiflora

개화가 빠르고 분지성이 좋은 품종으로 반구형태로 자란다. 
반겹꽃의 꽃이 피며 화색이 선명하고 고온건조에 강하다.

초장 8-10cm 초폭 20-25cm 화경 4-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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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핑크 화이트화이트

퍼플믹스퍼플

천일홍 Gomphrena

버디 Buddy
Gomphrena globosa

천일홍 Gomphrena

라스베가스 Las Vegas 
Gomphrena globosa

콤팩트하고 둥근 모양으로 분화생산과 혼합식재에 
좋은 품종으로 색상별 초장이 균일하며 건조에 매우 강하다.

초장 20-30cm 초폭 25-30cm

고온과 건조에 잘 견디며 초장이 50cm 이상으로 화단용이나 
절화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품종으로 대량식재시 매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초장 50-55cm 초폭 40-50cm 화경 2-2.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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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나 Canna

카노바 Cannova 
Canna generalis

특수처리를 통하여 발아율을 높였으며 개화가 빠른 품종으로 
조경용 분화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구릿빛 잎은 꽃과 
대비되며 혼합식재에도 좋은 효과를 줄 수 있고 꽃은 
서리가 올 때까지 유지된다.

초장 75-120cm 초폭 35-50cm

카노바망고 브론즈오렌지

스칼렛

레드쉐이드

옐로 오렌지쉐이드

로즈

121



칸나 Canna

트로피칼 Tropical 
Canna generalis

종자칸나이며 왜성종이고 생산기간이 빠르다. .
흰색은 핑크색 점이 생기기도 한다. 따뜻하고 .
습한 조건을 좋아한다.

초장 50-65cm 초폭 40-45cm

레드로즈 브론즈스칼렛

살몬옐로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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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우스 Coleus

위저드 Wizard 
Solenostemon scutellarioides

균일하고 분지성이 좋고 개화가 늦다. 
(잎을 보는 식물이라 꽃이 피면 노화됨) 
조경용으로 가치가 높은 품종이다.

초장 30-36cm 초폭 25-30cm

코랄썬라이즈

골덴

스칼렛

로즈

제이드

믹스모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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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우스 Coleus

자이언트 Giant 
Solenostemon scutellarioides

대형종 코리우스이다. 실내에서도 빛을 발한다.

초장 40-50cm 초폭 30-40cm

라임라이트 러스틱레드 마그마

마블 팔리산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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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우스 Coleus

하이웨이 Highway
Solenostemon hybrid

분지성이 좋은 중엽왜성 품종으로 꽃대가 늦게 나온다. 
양지 음지 어디에서나 잘 생육하며 혼합식재에 좋다.

초장 15~20cm 초폭 20-25cm

옐로

오렌지

스칼렛 레드벨벳

모자이크

믹스 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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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스 Cosmos

아폴로 Apollo 
Cosmos bipinnatus

왜성종 코스모스로 절간이 짧고 화색이 선명하며 큰 꽃이 
핀다. 초장이 짧아 생산과 이동이 용이하며 꽃이 크고 
선명해 화려한 정원을 만들 수 있다.

초장 55-65cm 초폭 50-60cm 화경 10cm

핑크피코티

화이트

핑크

옐로

핑크스팩클 믹스

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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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스 Cosmos

코즈믹 Cosmic 
Cosmos sulphureus

초형이 둥글고 분지성이 좋아 많은 꽃이 피며 개화가 빠르다. 
연속개화성이 우수하여 관상기간이 길다.

초장 30-55cm 초폭 30-45cm

레드 옐로 오렌지

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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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코키아 Kochia

그린 Green
Kochia scoparia

봄에 파종하여 여름 내내 초록색으로 관상가치가 있으며 
가을이 되면 붉은색으로 변하여 국화 일색인 가을풍경에서 
시선을 사로잡는다.

초장 50-70cm 초폭 40-50cm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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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콜옐로

크리산세멈 Chrysanthemum

멀티콜 옐로 Multicaule Yellow 
Chrysanthemum multicaule

크리산세멈 옐로색상으로 꽃색이 선명하고 모양이 
아름다워 화단 및 화분의 혼합식재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내한성이 강해 초봄 식재에 적합한 품종으로 일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재배가 용이하다.

초장 15-30cm 초폭 20~30cm

스노우랜드

크리산세멈 Chrysanthemum

스노우랜드 Snowland 
Chrysanthemum paludosum

팬지와 함께 봄 식재에 대표적인 품종으로 화심이 
노랗고 다화성의 품종으로 화경 3.5~4㎝로 꽃이 크고 
개화는 기존 품종보다 7~10일 빠르며 초장도 콤팩트하게 
개량되었다. 고온장일 조건에서는 화수가 많고 저온 
단일에서는 분지성이 좋다.

초장 20-30cm 초폭 20-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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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오메 Cleome

스파클러 Sparkler 
Cleome hassleriana(Spinosa)

가시가 있는 줄기를 가진 품종으로 내서성과 
내우성이 우수하며 초봄부터 고온기 여름 화단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화단에 동물의 침입을 막을 수도 있다.
베이징올림픽에서 큰 성공을 거둔 품종이다.

초장 60-90cm 초폭 20~25cm

라벤다

로즈

블러쉬

믹스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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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레니아 Torenia

가와이 Kauai 
Torenia fournieri

화색이 선명하고 콤팩트하며 분지성이 우수하여 
재배 관리가 쉽고 경제적이다. 고온기 재배에 
적합한 품종이다. 

초장 15~20cm 초폭 20-25cm

블루화이트

화이트

믹스

마젠타

딥블루

버건디

레몬 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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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레니아 Torenia

듀체스 Duchess 
Torenia fournieri

매우 콤팩트하며 음지와 양지 모두 식재가 가능하다. 
색상별 개화균일도가 높으며 봄부터 서리전까지 
개화가 지속된다.

초장 25-30cm 초폭 25-30cm

딥블루

버건디 블루화이트핑크

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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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 초장 초폭 주요특징 특징

다마스크 
Damask 

15-20cm 15~25cm
억제제 사용량이 적은.
여름철 최고의 품종

매우 콤팩트한 신품종 페츄니아이다.
여름에도 트리미트(생장조절제)의 요구도가 낮으며 조기에 
개화하고 생장력이 우수하여 정원식재 및 분화재배에 적합하다.

셀러브리티 
Celebrity 

25-30cm 15~25cm
색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개화가 균일
비에 강하고 색상이 매우 다양하여 화단장식에 적합한 품종이다.

트리튜니아 
Tritunia

20-25cm 25-30cm
기존 대형품종의 장점을 

모은 신품종
브라보, 울트라, 스톰에서 최고의 형질과 최고의 조합을 맞추어 
계획한 품종이다. 화경이 크고 분지성이 좋다.

프로스트 
Frost

25-30cm 15~25cm 고급스러운 색상
가장자리 흰 테두리를 갖고 있어 매우 고급스럽다. 
대형화분이나 화단장식에 적합한 품종이다. 

피코벨라 
Picobella 

20-25cm 15~25cm 소형으로 다화성
봄 꽃시장의 새로운 특이품목! 독특한 소형 페츄니아 품종이다. 
트리미트(생장조절제)를 사용하지 않고 쉽고 경제적으로 
재배가능하며 화분의 가장자리, 정원식재와 콤보화분에 적합하다.

램블린 
Ramblin

25-35cm 90-120cm 걸이용, 색상이 다양함
반구형 품종으로 분지성이 매우 우수하여 걸이용화분에 
매우 좋고 기존 품종에 비해 색상이 매우 다양하다.

썬스타 
Sun Star

15-20cm 75-90cm
걸이용, 하절기 균에 

강하고 분지성이 좋음
신품종 걸이용 페츄니아 품종으로 열대 고온다습 조건에 맞게 
육종되었으며 내병성이 좋아 여름철 재배에 적합하다.

오페라슈프림 
Opera Supreme 

10-20cm 80-100cm
걸이용, 일장의 영향을 
덜받고 분지성이 우수

걸이용 페츄니아 품종으로 타 품종에 비해 일장의 영향을 
덜 받는다. 분지성이 우수하며 내서성이 강하다. 
고온건조기 하고현상(중심부 벗겨짐 현상)이 덜하여 
화단용으로 적합하며 분화재배시 풍성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웨이브 
Wave

15-20cm 90-120cm 걸이용
늘어지는 타입의 가장 기본 품종이다. 
화단식재, 걸이용화분, 다리난간 등의 많은 곳에 사용가능하다. 
분지성이 좋고 꽃수가 많다.

페츄니아
Petu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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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츄니아 Petunia

다마스크 Damask 
Petunia multiflora

매우 콤팩트한 신품종 페츄니아이다. 
여름에도 트리미트(생장조절제)의 요구도가 낮으며 
조기에 개화하고 생장력이 우수하여 정원식재 및 
분화재배에 적합하다.

초장 15-20cm 초폭 15~25cm

블루 믹스

살몬

퍼플

화이트 로즈

카민 바이올렛

핑크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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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락 핑크

살몬

핑크몬

화이트 쉬폰몬옐로

라일락몬

페츄니아 Petunia

셀러브리티 Celebrity 
Petunia multiflora

비에 강하며 색상이 다양하여 여러 디자인이 가능한 
품종이다.

초장 25-30cm 초폭 15~2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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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블루

카민

버건디프로스트 블루

플럼아이스

블루아이스

로즈 버건디

레드

로즈스타 버건디스타

네온 레드몬스트로베리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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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 로즈레드스타 로즈스타

살몬 라벤다

화이트 핑크몬

살몬베인 바이올렛

핑크 핑크베인

페츄니아 Petunia

트리튜니아 Tritunia
Petunia grandiflora

브라보, 울트라, 스톰에서 최고의 형질과 최고의 조합을 
맞추어 계획한 품종이다. 화경이 크고 분지성이 좋다.

초장 20-25cm 초폭 25-30cm 화경 9-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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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인 믹스스타 믹스

블루

블루베인

버건디 크림슨스타

스카이블루

블루스타

플럼

믹스

퍼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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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츄니아 Petunia

프로스트 Frost
Petunia grandiflora

가장자리 흰테두리가 인상적인 품종으로 각 꽃의 
단색과 대조를 이루어 꽃색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해주므로 화분과 정원식재에 매우 좋다.

초장 25-30cm 초폭 15~25cm

체리 파이어 블루

벨벳 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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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츄니아 Petunia

피코벨라 Picobella 
Petunia milliflora

봄 꽃시장의 새로운 특이품목! 독특한 소형 페츄니아 
품종이다. 트리미트(생장조절제)를 사용하지 않아 쉽고 
경제적으로 재배가능하며 화단의 가장자리 정원식재와 
콤보화분에 적합하다.

초장 20-25cm 초폭 15~25cm

블루 라이트라벤다 믹스

레드 로즈몬

화이트 살몬

로즈 로즈스타

핑크 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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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벤다 쉐이드핑크

화이트 아메시스트

핑크 슈가플럼

라일락글로 피치글로

페츄니아 Petunia

램블린 Ramblin 
Petunia pendula

내병성이 강하여 재배가 용이하며 
조기에 균일하게 개화한다.

초장 25-35cm 초폭 90-1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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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스누블루

버건디크롬바이올렛

스카이블루

살몬카프리레드 네온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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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츄니아 Petunia

썬스타 Sun Star
Petunia hybrida

신품종 걸이용 페츄니아 품종으로 열대 고온다습 조건에 .
맞게 육종되었으며 내병성이 좋아 여름철 재배에 적합하다.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 품종들에 비해 가격이 .
저렴하여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품종이다.

초장 15-20cm 초폭 75-90cm 화경  6-7cm

레드 퍼플네온로즈 블루

핑크 살몬

화이트 그레이프

핑크몬 살몬몬

라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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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초 Antirrhinum

몬테고 Montego
Montego

페츄니아 Petunia

오페라슈프림 Opera Supreme 
Petunia hybrida

걸이용 페츄니아 품종으로 타 품종에 비해 일장의 영향을 
덜 받는다. 분지성이 우수하며 내서성이 강하다. .
고온건조기 하고현상(중심부 벗겨짐 현상)이 덜하여 .
화단용으로 적합하며 분화재배시 풍성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초장 10-20cm 초폭 80-100cm 화경 6-7cm

라일락아이스 라스베리아이스

코랄

블루

화이트

살몬 퍼플

라이트블루

핑크몬

라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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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츄니아 Petunia

웨이브 Wave
Petunia hybrida

포복성이 좋고 세력이 강한 대표적인 걸이용 페츄니아 
품종이다. 분지성이 좋고 꽃수가 많아 화단식재 걸이용화분 
다리난간 등의 많은 곳에 이용 가능하다.

초장 15-20cm 초폭 90-120cm 화경 5-6cm

미스티라일락 라벤다 로즈

퍼플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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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스 Pentas

뉴룩 New Look 
Pentas lanceolata

크고 빽빽하게 꽃이 피고 매력적인 진한 녹색잎을 가지고 
있다. 콤팩트하며 분지성이 좋고 연중 개화한다. 
트리미트(생장조절제)가 필요하지 않다.

초장 20-25cm 초폭 25~45cm

화이트 핑크 로즈

레드 벨벳 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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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스 Pentas

허니클러스터 Honey Cluster 
Pentas lanceolata

고온에 강하고 넓은 면적 식재에 활용하면 좋다. 
개화가 빠르며 다른 품종보다 훨씬 균일한 품종이다. 

초장 25-30cm 초폭 25-30cm

화이트 핑크 레드

딥로즈 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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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블루바이올렛쉐이드

다크레드쉐이드

풀사틸라 Pulsatila

핀휠 Pinwheel 
Pulsatilla vulgaris

다년생 품종으로 꽃이 토종 품종보다 훨씬 더 위를 향하며 
중심부 노란색이 관상가치를 높여준다.

초장 40-45cm 초폭 25~30cm

조이

프틸로투스 Ptilotus

조이 Joey 
Ptilotus exaltatus

호주가 원산지인 호광성 식물로 건조와 고온에 강하다. 
재배기간이 12-16주로 짧다.

초장 40-50 cm 초폭 28-30 cm 화경 8-9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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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스

한련화 Nasturtium

호리버드 Whirleybird 
Tropaeolum majus

반겹꽃이 잎 위로 올라와 가려지는 꽃이 적다. 
걸이용화분과 화단에 잘 어울린다. 

초장 30-40cm 초폭 30-3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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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 초장 화경 특징

링오브파이어 
Ring of Fire 

120cm 13-15cm 골덴옐로, 붉은 갈색 꽃잎에 중심부가 매우 커 특이한 꽃모양이다.

뮤직박스 
Musicbox 

75cm 10-12cm 중간크기 화경을 가지고 있으며 라이트옐로, 골덴옐로, 브라운쉐이드의 혼합이다.

써니스마일 
Sunny Smile 

20~25cm 8~12cm

분지성이 좋으며 화분이 없는 F1육종 품종 큰 화분 재배와 충분한 영양공급은 
분지성을 더 높여주고 뿌리에 스트레스를 주어도 좀 더 분지하게 된다. 
일장에 관계없이 온도만 15도 이상이면 연중 파종 후 50-55일 개화한다. 
단일조건의 작은 화분에서는 약 15cm로 자랄 수 있다.

썬레이 
Sunray 

30-40cm 10-15cm 분화용으로 키가 작고 분지성이 좋다.

썬세이션 
Sunsation 

30-40cm 10-15cm
성장속도가 빠른 왜성품종으로 꽃이 크고 중앙부가 검정색이며 
꽃가루가 생기지 않아서 깔끔한 품종이다. 개화가 오래 지속되고 재배가 쉽다.

커팅골드
Cutting Gold 

150cm 15-18cm 일반 해바라기와 완전 차별화된 꽃모양의 품종이다.

파치노 
Pacino 

30-40cm 10-13cm 왜성품종으로 분지성이 좋고 줄기가 타품종에 비해 강하다.

해바라기
Heliant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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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박스링오브파이어

해바라기 Helianthus

뮤직박스 Musicbox 
Helianthus annuus

중간크기 화경을 가지고 있으며 라이트옐로, 골덴옐로, 
브라운쉐이드의 혼합이다.

초장 75cm 화경 10-12cm

해바라기 Helianthus

링오브파이어 Ring of Fire 
Helianthus annuus

골덴옐로와 붉은 갈색 꽃잎에 어두운 중심부 주위로 
흐릿하게 원 모양의 꽃을 갖고 있다.

초장 120cm 화경 13-15cm

153



썬레이써니스마일

해바라기 Helianthus

써니스마일 Sunny Smile
Helianthus annuus

분지성이 좋으며 화분이 없는 F1육종 품종이다. 큰 화분을 
쓰고 비료를 충분히 주면 분지성을 더 높여 준다. 뿌리에 
스트레스를 주어도 분지성을 높일 수 있다. 일장에 관계없이 
온도만 15도 이상이면 연중 50-55일 개화한다. 
단일조건의 작은 화분에서는 약 15cm로 자랄 수 있다.

초장 15-50cm 초폭 15-40cm

해바라기 Helianthus

썬레이 Sunray 
Helianthus tuberosus

분화용 왜성 품종으로 트리미트(생장조절제)를 이용하여 
원하는 품질을 만들 수 있다.

초장 30-40cm 초폭 25~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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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팅골드

해바라기 Helianthus

썬세이션 Sunsation 
Helianthus annuus

생장속도가 빠른 왜성 품종으로 꽃이 크고 중앙부가 
검정색이며 꽃가루가 생기지 않아서 깔끔한 품종이다. 
개화가 오래 지속되고 재배가 쉽다.

초장 30-40cm 초폭 25-30cm 화경 10-15cm

레몬

플레임

옐로

해바라기 Helianthus

커팅골드 Cutting Gold 
Helianthus annuus

좁은 골덴옐로 꽃잎에 검고 넓은 중심부가 특징인 
품종이다.

초장 15~20cm 화경 15-1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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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플렌더

해바라기 Helianthus

파치노 Pacino 
Helianthus annuus

왜성해바라기 파치노는 분지성이 좋고 줄기가 강해 
재배가 용이하다.

초장 30-40cm 초폭 30-40cm 화경 10-13cm

레몬

콜라 믹스

골드

히비스커스 Hibiscus

마호가니 Mahogany 
Hiniscus acetosella

단풍모양잎에 초장이 크고 세력이 강하다. 
온실에서는 녹색이나 노지에 식재하면 진한 버건디 색상으로 
변한다. 고온건조에 강하며 조경식재시 다른 품목들과 
잘 어울린다. 수중생물처럼 물에서도 자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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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기니아임파첸스 Impatiens New Guinea

소닉 케스케이드 Sonic Cascade
Impatiens New Guinea

그늘에서 강하고 매우 꽃이 많은 뉴기니아임파첸스 
품종으로 재배가 쉽고 늘어지는 습성이 있어 
걸이용재배가 가능하다.

화이트 살몬로즈 라일락

핫핑크 레드 스칼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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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기니아임파첸스 Impatiens New Guinea

소닉 Sonic
Impatiens New Guinea

분지성이 매우 좋고 생육이 강하며 다양한 색상의 
크고 화려한 꽃이 핀다.

화이트 스위트레드 라이트 핑크

라이트라벤다 살몬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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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락 스위트퍼플

핑크

스칼렛

매직핑크

스위트체리 오렌지 딥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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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벤다 Lavender

블루 센트 Blue Scent®
Lavandula angustifolia

첫 해에는 매우 작고 균일한 매력적인 꽃이 핀다. 
늦여름의 개화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생산주기가 
짧음으로 봄과 여름 생산에 적합하다.

실버블루센트

블루센트얼리

블루블루센트Imp

얼리블루

라벤다 Lavender

센티비아 Sentivia®
Lavandula angustifolia

당해개화하며 매우 크고 진한 블루색 꽃이 핀다. 
줄기가 강하고 은색잎을 가지고 있으며 향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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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 화이트

라벤다 Lavender

아로마티코 Aromatico
Lavandula angustifolia

진한 보라색꽃이 피며 아주 강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 
분지성이 좋고 매우 빠르게 성장하여 여름부터 
가을 생산까지 적합하고 1년차에 개화가능한 품종이다.

라벤다 Lavender

재블린 Javelin
Lavandula stoechas

매우 인기있는 스페니쉬 라벤다. 
콤팩트하고 분지성이 좋으며 벌과 나비를 유인하는 
매우 큰 꽃이 핀다. 뚜렷이 구분되는 세 가지 색상이 있다.

콤팩트블루블루콤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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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벤다 Lavender

카스틸리아노 Castilliano
Lavandula stoechas

매우 강한 향을 가지고 있어 벌과 나비를 유인한다.

화이트

바이올렛

로즈

라벤다 Lavender

재블린 포르테 Javelin Forte
Lavandula stoechas

강렬한 색감을 표현하는 큰 포엽을 가지고 있다. 

퍼플

딥로즈

딥퍼플

164
다년다년



골드XL 골드세미더블콤팩트

비덴스 Bidens

멕시칸 Mexican
Bidens ferulifolia

다양한 크기의 화분생산이 가능하다. 삽수비덴스는 
종자비덴스 품종에 비하여 개화기간이 훨씬 더 길다.

블루

라벤다 Lavender

히드코트 Hidcote
Lavandula angustifolia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월동하는 라벤다로 분지성이 좋으며 
꽃은 5월~7월에 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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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시프라가 Saxifraga

알피노 Alpino
Saxifraga arendsii

개화가 빠르며 화경이 큰 품종으로 꽃이 아주 잘 피며 
최대 10주 정도 개화가 유지되며 11 - 14cm 포트 
재배에 적합하다.

핑크화이트

로즈 딥로즈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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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시프라가 Saxifraga

알피노 얼리 Alpino Early
Saxifraga arendsii

삭시프라가 중에 가장 빠르게 개화하는 품종으로 
추위에 매우 강하며 알피노보다 더 빠르고 더 활력있다. 
독특한 색상을 가지고 있다.

화이트 라임

핑크 피코티

핑크하트

카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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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시프라가 Saxifraga

투란 Touran®
Saxifraga arendsii

개화가 빠르고 화수가 많으며 줄기가 짧은 
신품종이다.

화이트 라지화이트 라임그린

핑크 스칼렛 딥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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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죽 Dianthus

딕시 Dixie®
Dianthus plumarius

균일하게 개화되는 삽수 패랭이 품종으로 초여름에 개화하여 
겨울까지 계속해서 개화한다.

핑크 로즈피코티 로즈바이칼라

딥로즈 화이트레드바이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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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딥로즈L레드

M딥로즈M옐로 M더블옐로

S화이트 S더블화이트

L화이트 L로즈싱글

S핑크

M화이트

아게란서멈 Argyranthemum

쎄씨 Sassy®
Argyranthemum frutescens

은색잎을 가진 분지성이 우수한 아게란서멈으로 
조기개화하며 여름 내내 풍성하게 꽃 피운다. 
꽃이 질 때 깨끗하며 고온에 강하다.

Pot Size Habit Height
Sassy® S 10~12cm Compact 15~20cm
Sassy® M 12~14cm Medium 20~30cm
Sassy® L 14~16cm Vigorous 25~4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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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타 Aster

헨리 I Henry I 
Aster novi-belgii

헨리는 겹꽃 품종으로 분지성이 좋으며 풍부한 꽃이 핀다. 
상황에 따라 적심이 필요할 수 있다.

퍼플 블루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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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테오스펄멈 Osteospermum

트레이드윈즈 Tradewinds®
Osteospermum ecklonis

콤팩트하고 분지성이 좋은 품종으로 
조기개화하며 큰 꽃이 핀다.

화이트 히트화이트 옐로

라이트퍼플시나몬 테라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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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네이션 Dianthus

썬참 Suncharm
Dianthus caryophyllus

화분 및 정원재배에 적합하며 저온에 강한 품종으로 
10.5~14cm 화분재배에 적합하다.

레드

스칼렛

레드위드바이칼라

로즈 로즈피코티

화이트 핑크

콤팩트레드로즈바이칼라

옐로 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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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라고늄 Pelargonium

아메리카나 Americana
Pelargonium zonale

아메리카나 시리즈는 생장력이 강하며 12cm 이상 
화분재배에 적합한 품종으로 2가지 이상 색상이 
믹스된 품종은 매우 매력적이다.

화이트 화이트스플래쉬 라이트핑크스플래쉬

딥레드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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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라고늄 Pelargonium

클래식 라인 Classic Line
Pelargonium zonale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클래식 라인은 표준이 되는 
중형 펠라고늄이며 11-14cm 화분재배와 정원식재에 
적합한 품종이다. 

그랑프리 디아볼로

노블레스캔디로즈위드블러치 칼립소

화이트 돌체비타

바이올렛

아쿠아렐로헬레나살몬

175



포인세티아 Poinsettia

노비아 Novia
Euphorbia pulcherrima

화색이 선명하고 측지 발현이 좋다. 또한 내병성이 강해서 
재배하는데 큰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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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록스 Phlox

프록스 수브라타 Phlox subulata
Phlox subulata

포복형 프록스이다. 다양한 색이 가능하며 
습성과 조생성이 서로 잘 맞는다.

맥다니엘쿠션 포르트힐

퍼플뷰티

어메이징그레이스화이트위드아이

캔디스트라이프 스칼렛플레임

에메랄드쿠션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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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장이 빠르며 저온에서 재배가 가능하다.
당해에 개화하고 초형이 우수한 품종으로 
첫 해 여름부터 개화한다.

초장  15-20cm 초폭 15-25cm

휴체라 Huchera

카니발 Carnival

폴페스티발 피치파르페플럼크레이지

워터멜론 커피빈

라임에이드 블랙올리브

캔디애플 코코민트

로즈그라니타 실버스트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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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분지성으로 우수한 초형(반구형)과 개화균일성, 선명한 화색, 강한 생육을 자랑
2.. 충남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 육성 품종으로 지역적응성 검정과 실증시험을 거친 최고의 조경용 국화
3.. 자가증식 모종과 비교시 적심횟수가 현저히 적으며 생장력이 우수 
4.. 전문 육묘회사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모종 생산으로 양질의 묘종 공급

금방울 매직볼 버닝볼

브라이트볼

1단계 2단계 3단계

지니볼 퍼플볼

개화시기

10월중순

개화시기

10월초순

개화시기

9월하순

개화시기

10월초순

개화시기

9월하순

개화시기

10월중순

국화

경관조성용 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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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스

스티파 Stipa

골프장 및 조경 퍼포먼스에 최적인 조경용 그라스

품종명 초장 월동한계온도
엔젤 헤어 Angel Hair 70cm -1℃

에라그라스틱 윈드댄서 
Eragrostis wind dancer 50cm -1℃

포니테일 Pony Tails 40cm -1℃
테니시마 Tenuissima 40cm -1℃

실버페더 Silverfeather 80cm -1℃

엔젤 헤어 Angel Hair 에라그라스틱 윈드댄서 Eragrostis wind dancer 포니테일 Pony Tails

테니시마 Tenuissima 실버페더 Silverf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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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스

억새 Miscanthus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라스로 어느 조경에도 
잘 어울리는 그라스

모닝라이트 Morning light 골드바 Gold Bar 그린라이트 Gracillimus

제브리너스 Zebrinus 흰줄무늬억새 Variegatus 핑크뮬리(뮤헨베르기아) Muhlenber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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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스

칼라 그라스 Color Grasses

왜성의 칼라그라스로 조경화단 및 혼합식재용 소재

품종명 특징 초장
코마스 Carex comans 브론즈 잎 30cm

어번 Carex Auburn 브론즈 레드 잎 35cm

프러스티드 
Carex Frosted curls

잎색이 라이트 옐로로
변한다. 25cm

제프리 
Deschampsia Zephyr

온도변화에 따라 
잎끝이 변한다. 25~30cm

트위스트융거스 
Twisted Arrows Juncus 잎이 단단하다. 35~40cm

이소레피스 
Isolepis Live Wire 플렌트 스파이크 꽃이 핀다. 15~20cm

졸라 Zora Carex comans 브론즈 잎 35cm 

트위스트융거스 Twisted Arrows Juncus 졸라 Zora Carex comans이소레피스 Isolepis Live Wire

코마스 Carex comans 프러스티드 Carex Frosted curls어번 Carex Auburn 제프리 Deschampsia Zephyr

182



그라스

페니스텀 Pennisetum(수크령)

조경용 칼라 수크령 - 최적의 조경 퍼포먼스 소재

품종명 초장 월동한계온도
오리엔테일 Orientale 35cm -1℃

알펙크로디스 Alopecuroides 80cm -1℃

섹타세텀 Setaceum 60cm -1℃
빌로섬 Villosum 50cm -1℃

레드버튼 Red bottons 90cm -1℃

오리엔테일 Orientale 알펙크로디스 Alopecuroides 섹타세텀 Setaceum

빌로섬 Villosum 레드버튼 Red bott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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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근

백합 Lily
Lilium longiflorum Thunb.

춘식구근 중 가장 많이 선호하는 품목이다. 
국내에서는 주로 절화로 유통되지만 최근에는 분화나 화단식재용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다.

골덴매트릭스 매트릭스 버져

썬셋매트릭스 오렌지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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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근

작약 Peony
Paeonia lactiflora

우리나라 토착식물이며 10년 이상 관상가치를 갖고 있다. 
재배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관상가치를 얻을 수 있으며 해가 갈수록 
눈의 수가 증가하여 꽃이 증가하기 때문에 더욱 풍성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관광객의 유동이 많은 5월 말~6월 초에 만개하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작약을 식재하는 축제가 점차 늘고 있다. 
다년생이라 전원주택의 조경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캔사스 크링클드화이트

루이스반호테 미스터지에프히메릭

코닝인빌헬미나 듀체스드느무르

문오브니폰 사라베르나르

니폰뷰티 레드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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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근

튤립 Tulip
Tulipa gesneriana

대표적인 추식구근으로 원산지는 터키이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식재하고 
깊이는 구의 크기에 2.5배 정도 심어야 외부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다. 
식재 깊이가 낮거나 일정하지 않으면 개화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0월~11월에 식재하면 월동 후 4월에 자연개화하며 식재간격은 10-15cm가 좋다.
2월 이후 물관리와 비료관리를 잘 해주어야 하며 물의 양이 작거나 배수가 잘 되지 않아 
물이 고이면 키가 작아질 수 있다.

골덴아펠톤 네그리타 다이너스티

린반더마크 스트롱골드 시네다오렌지

심는 시기 10~12월
개화 시기 3~5월
심는 깊이 구근크기의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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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오브나잇

아펠톤

키스넬리스

점보핑크

퍼플프린스

퍼플플래그 핑크컵 화이트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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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 * *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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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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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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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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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갈대

학명 Phragmites 
communis Trin.

과명 벼과

개화기 가을

초장 100-150cm

화색 진홍색 내습성 상

결실기` 개화 후 
약 30-50일 음양성 양

생육상 다년초 내한성 -10~30ºC

립수 450립/g 적용지 수변녹화

파종기(*)
및 개화기(⃝)

구절초

학명 Chrysanthemum 
zawadskii

과명 국화과

개화기 가을

초장 30-50cm

화색 흰색 내습성 중

결실기 개화 후 
약 30-40일 음양성 양

생육상 다년초 내한성 -20~30ºC

립수 3000립/g 적용지 도로화단, 법면

파종기(*)
및 개화기(⃝)

금불초

학명 Inula britannica

과명 국화과

개화기 여름

초장 30-60cm

화색 노랑 내습성 반습성

결실기 개화 후 
약 30-40일 음양성 양

생육상 다년초 내한성 -15~30ºC

립수 10000립/g 적용지 실내,외 조경용

파종기(*)
및 개화기(⃝)

개미취

학명 Aster tataricus

과명 국화과

개화기  여름

초장 100-150cm

화색 연한 자주 내습성 중

결실기 개화 후 
약 40-50일 음양성 양

생육상 다년초 내한성 -20~30ºC

립수 1000립/g 적용지 척박지, 습지

파종기(*)
및 개화기(⃝)

꽃양귀비

학명
Papaver rhoeas 
& Eschscholzia 

californica

과명 양귀비과

개화기 가을

초장 30-70cm

화색 적, 황색 내습성 중

결실기 개화 후 
약 30-40일 음양성 양

생육상 일년초 내한성 -10~30ºC

립수 적:7000,.
황:500.립/g 적용지 골프장, 테마공원

파종기(*)
및 개화기(⃝)

과꽃

학명 Callistephus 
chinensis

과명 국화과

개화기 가을

초장 30-100cm

화색 진분홍 내습성 중

결실기 개화 후 
약 30-50일 음양성 양

생육상 일년초 내한성 -10~25ºC

립수 680립/g 적용지 정원 등

파종기(*)
및 개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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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창포

학명 Iris ensata 
 var. spontanea

과명 붓꽃과

개화기 봄/여름

초장 60-90cm

화색 자주색 내습성 반습성

결실기 개화 후 
약 40-50일 음양성 반양지

생육상 다년초 내한성 -20~30ºC

립수 200립/g 적용지 수변부 등

파종기(*)
및 개화기(⃝)

달맞이

학명 Oenothera 
lamarckiana

과명 바늘꽃과

개화기 여름/가을

초장 80-100cm

화색 연노랑 내습성 중

결실기 개화 후 
약 30-40일 음양성 양

생육상 2년초 내한성 -15~30ºC

립수 2000립/g 적용지 법면 녹화용

파종기(*)
및 개화기(⃝)

대금계국

학명 Coreopsis lanceolata

과명 국화과

개화기 여름

초장 50-80cm

화색 노랑 내습성 중

결실기 개화 후 
약 30-40일 음양성 양

생육상 다년초 내한성 -10~30ºC

립수 400립/g 적용지 도로정원, 공원

파종기(*)
및 개화기(⃝)

꽃향유

학명  Elsholtzia splendens

과명 꿀풀과

개화기  가을

초장 30-60cm

화색 자주색 내습성 중

결실기 개화 후 
약 30-40일 음양성 양

생육상 일년초 내한성 -20~30ºC

립수 2500립/g 적용지 도로변, 절개지

파종기(*)
및 개화기(⃝)

도라지

학명 Platycodon 
grandiflorum

과명 초롱꽃과

개화기 여름

초장 40-100cm

화색 보라 내습성 중

결실기 개화 후 
약 30-40일 음양성 양

생육상 다년초 내한성 -15~30ºC

립수 1000립/g 적용지 실내,외 조경용

파종기(*)
및 개화기(⃝)

끈끈이 대나물

학명 Silene armeria

과명 석죽과

개화기 봄/여름

초장 30-40cm

화색 홍색 내습성 중

결실기 개화 후 
약 30-40일 음양성 양

생육상 일년초 내한성 -15~30ºC

립수 680립/g 적용지 매립지, 건조지

파종기(*)
및 개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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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학명 Taraxacum
mongolicum

과명 국화과

개화기 봄

초장 20-30cm

화색 노랑 내습성 중

결실기 개화 후 
약 20-30일 음양성 양

생육상 다년초 내한성 -20~30ºC

립수 1200립/g 적용지 도로법면, 절개지

파종기(*)
및 개화기(⃝)

띠

학명
 Imperata cylindrica 

var. koenigii 
(Retz.) Pilg.

과명 벼과

개화기 봄

초장 30-80cm

화색 백색 등 내습성 중

결실기 개화 후 
약 30-50일 음양성 양

생육상 다년생 내한성 -10~30ºC

립수 4400g 적용지 법면 등 토사유실 
방지

파종기(*)
및 개화기(⃝)

벌개미취

학명 Aster koraiensis

과명 국화과

개화기 여름

초장 50-60cm

화색 연한 자주 내습성 중

결실기 개화 후 
약 40-50일 음양성 양

생육상 다년초 내한성 -20~30ºC

립수 900립/g 적용지 도로화단, 절개지

파종기(*)
및 개화기(⃝)

루드베키아

학명 Rudbeckia bicolor

과명 국화과

개화기  여름

초장 40-60cm

화색 진노랑 내습성 중

결실기 개화 후 
약 40-50일 음양성 양

생육상 다년초 내한성 -10~30ºC

립수 2600립/g 적용지 도로변, 진입로

파종기(*)
및 개화기(⃝)

벌노랑이

학명 Lotus corniculatus
var. japonicus

과명 콩과

개화기 봄/여름

초장 30-50cm

화색 노랑 내습성 중

결실기 개화 후 
약 20-30일 음양성 양

생육상 다년초 내한성 -15~30ºC

립수 400립/g 적용지 건조지, 척박지 등

파종기(*)
및 개화기(⃝)

마타리

학명 Patrinia 
scabiosaefolia

과명 마타리과

개화기 여름/가을

초장 70-120cm

화색 노랑 내습성 중

결실기 개화 후 
약 30-40일 음양성 양

생육상 다년초 내한성 -15~30ºC

립수 1500립/g 적용지 법면, 경사면

파종기(*)
및 개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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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채

학명 Belamcanda 
chinensis

과명 붓꽃과

개화기 여름

초장 70-100cm

화색 황적색 내습성 중

결실기 개화 후 
약 50-60일 음양성 양

생육상 다년초 내한성 -15~30ºC

립수 35립/g 적용지 공원, 도로변

파종기(*)
및 개화기(⃝)

산국

학명 Chrysanthemum 
boreale

과명 국화과

개화기 가을

초장 60-120cm

화색 노랑 내습성 상

결실기 개화 후 
약 30-40일 음양성 양

생육상 다년초 내한성 -20~30ºC

립수 2500립/g 적용지 경사면, 도로법면

파종기(*)
및 개화기(⃝)

샤스타 데이지

학명 Chrysanthemum
maximum

과명 국화과

개화기 늦봄/여름

초장 50-80cm

화색 흰색 내습성 중

결실기 개화 후 
약 30-50일 음양성 양

생육상 다년초 내한성 -10~30ºC

립수 2000립/g 적용지 도로변, 골프장 등

파종기(*)
및 개화기(⃝)

부처꽃

학명  Lythrum anceps

과명 부처꽃과

개화기  여름

초장 60-100cm

화색 홍자색 내습성 반습성

결실기 개화 후 
약 30-40일 음양성 양

생육상 다년초 내한성 -15~30ºC

립수 25000립/g 적용지 도로변, 절개지

파종기(*)
및 개화기(⃝)

수레국화

학명 Centaurea cyanus

과명 국화과

개화기 여름

초장 40-100cm

화색 푸른색 내습성 중

결실기 개화 후 
약 30일 음양성 양

생육상 일년초 내한성 -10~30ºC

립수 200립/g 적용지 화단용, 비탈면

파종기(*)
및 개화기(⃝)

붓꽃

학명 Iris sanguinea

과명 붓꽃과

개화기 봄/여름

초장 40-70cm

화색 보라색 내습성 중

결실기 개화 후 
약 30-40일 음양성 양

생육상 다년초 내한성 -20~30ºC

립수 50립/g 적용지 하천주변 등

파종기(*)
및 개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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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랭이

학명 Dianthus barbatus

과명 석죽과

개화기 봄/여름

초장 30-70cm

화색 붉은색 내습성 중

결실기 개화 후 
약 30-40일 음양성 양

생육상 다년초 내한성 -20~30ºC

립수 1800립/g 적용지 실내,외 조경용

파종기(*)
및 개화기(⃝)

쑥부쟁이

학명 Aster yomena

과명 국화과

개화기 초가을

초장 60-100cm

화색 연한 자주 내습성 중

결실기 개화 후 
약 30-50일 음양성 양

생육상 다년초 내한성 -10~30ºC

립수 1800립/g 적용지 고수부지,
도로법면

파종기(*)
및 개화기(⃝)

안고초

학명 Arundinella hirta

과명 화본과

개화기 여름

초장 30-120cm

화색 녹색/자주색 내습성 중

결실기 개화 후 
약 30-40일 음양성 양

생육상 다년초 내한성 -10~30ºC

립수 1800립/g 적용지 건조 척박지 등

파종기(*)
및 개화기(⃝)

수크령

학명 Pennisetum 
alopecuroides

과명 벼과

개화기  여름

초장 30-80cm

화색 흑자색 내습성 중

결실기 개화 후 
약 30-40일 음양성 양

생육상 다년초 내한성 -15~30ºC

립수 170립/g 적용지 실외 조경용

파종기(*)
및 개화기(⃝)

알팔파

학명 Medicago sativa

과명 콩과

개화기 여름

초장 60-90cm

화색 보라 내습성 중

결실기 개화 후 
약 30-40일 음양성 양

생육상 다년초 내한성 -10~30ºC

립수 500립/g 적용지 비탈면 녹화 등

파종기(*)
및 개화기(⃝)

술패랭이

학명 Dianthus superbus

과명 석죽과

개화기 여름

초장 30-70cm

화색 진분홍 내습성 중

결실기 개화 후 
약 30-40일 음양성 양

생육상 다년초 내한성 -15~30ºC

립수 900립/g 적용지 척박지 등

파종기(*)
및 개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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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새

학명 Miscanthus sinensis

과명 화본과

개화기 가을

초장 100-180cm

화색 백색 내습성 중

결실기 개화 후 
약 20-30일 음양성 양

생육상 다년초 내한성 -15~30ºC

립수 1400립/g 적용지 법면 등

파종기(*)
및 개화기(⃝)

자운영

학명 Arundinella hirta

과명 콩과

개화기 봄

초장 10-30cm

화색 홍자색 내습성 반습성

결실기 개화 후 
약 40-50일 음양성 양

생육상 2년초 내한성 -7~30ºC

립수 340립/g 적용지 실외 조경용

파종기(*)
및 개화기(⃝)

제비꽃

학명 Viola mandshurica

과명 제비꽃과

개화기 봄

초장 8-10cm

화색 보라 내습성 중

결실기 개화 후 
약 20-30일 음양성 양

생육상 다년초 내한성 -15~30ºC

립수 600립/g 적용지 실내, 외 조경용

파종기(*)
및 개화기(⃝)

원추리

학명 Hemerocallis fulva

과명 백합과

개화기  늦봄/여름

초장 80-100cm

화색 황적색 내습성 중

결실기 - 음양성 양

생육상 다년초 내한성 -15~30ºC

립수 40립/g 적용지 실내,외 조경용

파종기(*)
및 개화기(⃝)

춘차국

학명 Corepsis tinctoria

과명 국화과

개화기 여름/가을

초장 40-60cm

화색 노랑/빨강 내습성 중

결실기 개화 후 
약 40-60일 음양성 양

생육상 일년초 내한성 -10~30ºC

립수 2000립/g 적용지 비탈면, 도로변

파종기(*)
및 개화기(⃝)

유채

학명 Brassica camperstris

과명 십자화과

개화기 봄

초장 60-100cm

화색 노랑 내습성 중

결실기 개화 후 
약 30-40일 음양성 양

생육상 2년초 내한성 -10~30ºC

립수 370립/g 적용지 하천, 고수부지

파종기(*)
및 개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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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꽃

학명 Caryopteris incama

과명 마편초과

개화기 가을

초장 40-70cm

화색 보라색 내습성 중

결실기 개화 후 
약 30-40일 음양성 양

생육상 다년초 내한성 -15~30ºC

립수 1200립/g 적용지 골프장, 도로화단

파종기(*)
및 개화기(⃝)

타래붓꽃

학명 Iris pallasii 
var. chinensis

과명 붓꽃과

개화기 늦봄/초여름

초장 60-80cm

화색 보라색 내습성 중

결실기 개화 후 
약 30-40일 음양성 양

생육상 다년초 내한성 -10~30ºC

립수 45립/g 적용지 도로변, 수변지역

파종기(*)
및 개화기(⃝)

코스모스

학명 Cosmos bipinnatus

과명 국화과

개화기 여름/가을

초장 80-150cm

화색 다양 내습성 중

결실기 개화 후 
약 30-40일 음양성 양

생육상 일년초 내한성 -15~30ºC

립수 160립/g 적용지 도로변, 법면 등

파종기(*)
및 개화기(⃝)

황화 코스모스

학명 Cosmos sulphureus

과명 국화과

개화기 늦여름/초가을

초장 60-120cm

화색 진노랑 내습성 중

결실기 개화 후 
약 30-40일 음양성 양

생육상 일년초 내한성 -15~30ºC

립수 80립/g 적용지 도로변, 공장주변

파종기(*)
및 개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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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아미노산과 펩타이드가 최고함량(62.5%)으로 구성되어 있다.

. -. 전세계 최고 농도로 농축된 아미노산이다. 

. -. 유리아미노산 10% : 펩타이드 52.2%의 매우 균형잡힌 조성으로 

. . 이루어졌다.

·. 작물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시기에 사용하면 가장 효과적이다.

·. 작물이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 관련 유전자를 활성화 시켜준다.

·. 영양분의 이동이 작물체내로 원활히 흡수될 수 있도록 한다.

·. 급격한 기후 변화로 작물이 외부 환경에 의해 스트레스 받을 때 

. 효과적이다.

·. 정식 후 개화 전 비대기 등 아주 효과적이다.

·. 일본산 본지(Bonzi)와 동일한 원제(Paclobutrazol)이며 같은 

. 모기업인 신젠타(Syngenta)에서 생산한다.

·. 농도는 22.9%이며 공식허가 받은 상품이다.

·. 정찰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 안정된 공급이 가능하다.

*.일본산 본지는 불법유통되는 농약으로 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이 
. 심하고 판매자와 사용자 모두 적발시 처벌된다.

구분 등록약제 적용 병해충

살균제

메달리온

잿빛곰팡이

썬젠트플로라

흰가루병

유니폼

흰녹병, 
노균병

살충제

어트렉

솔잎혹파리

에이팜

점박이응애, 
아메리카잎굴파리

플래그쉽

아메리카잎굴파리,
목화진딧물,
꽃노랑총채벌레,
담배가루이,
흰깍지벌레,
찔레수염진딧물,

제초제

모뉴먼트

한국잔디

농약 & 비료

신젠타 화훼, 수목 및 잔디 전용약제

농약 화훼, 수목 및 잔디 전용약제로 화훼 등에 테스트를 거쳐 판매되고 있어 채소 전용약재에 비해 안전하며 효과가 매우 높다.

스티제라

트리미트



농약 & 비료

상토, 비료

상품 특징 상품종류 종류별 특징

원예용 관주 비료

· 굉장히 빨리 용해된다.
· 식물의 흡수력이 좋다.
· 기존 제품에 비해 불순물이 거의 없다.
· 합리적인 단가이다.

파맥스 100 15-0-15 
칼슘을 포함하고 있어 옆육 생장에 
좋고 도장이 심한 작물에 적합하며 
하절기에 적당한 비료이다.

파맥스 200 20-10-20 

초기 생장용으로 속효성 질소 성분이 
많아 빠른 효과를 주어 작물에 큰 효과를 
주는 장점이 있지만 남용하면 도장할 
우려가 있다.

파맥스 400 18-5-24

수확기에 적당한 비료이다. 
완효성 질소비료가 함유되어 있고 
철, 붕소 등 많은 미량원소가 
함유되어 있다.

특징

·. 관수시 물분포가 좋고 안정된 이화학성으로 원예작물 육묘에 적합합니다.

·. 완효성 비료를 첨가하여 후기 비절 현상이 경감되고 기능성 물질인 부식산, 유카 추출액, 나무숯 등을 

. 첨가하였습니다.

·. 다단계 소독공정에 엄선된 소재만을 기술적으로 배합하였습니다.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 신축성이 좋으므로 육묘용기에 지나치게 눌러 담을 필요가 없으며 눌러 담게 되면 오히려 근권부의 

. 통기성이 불량해져 과습 혹은 산소부족으로 인한 장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본 제품은 타사 상토나 흙, 부산물비료, 유기질비료, 화학비료 등을 혼용하게 되면 병해 가스장해 

. 비해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상토 표면이 마르기 전까지는 관행보다 관수 횟수를 줄이고 1회 관수량을 육묘용기 밑으로 비칠 정도로 

. 천천히 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거친 관수는 생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 잦은 관수 및 장기육묘로 인해 비절 발생시와 이상 환경으로 인한 장해시 관주용 비료(영양제)를 

. 적정농도로 희석하여 4~5일 간격으로 1~2회 시비해 주되 과습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외부의 오염된 물이 들어가지 않게 보관하시고 개포 후 바로 사용하셔야 

. 하며 사용 후 남은 제품은 건조하지 않게 보관하십시오.

에버팜 가드닝 상토

상토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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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everfarm.net
전화번호	 031-275-4430
팩       스	 031-275-4420
주       소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신구로 64번길 12 2층 농업회사법인 에버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