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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Information

ABOUT US
SUSU, NATURE IN THE CITY

도심 속 자연 수수는 플라워, 가든 및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문으로 친환경 실내외 조경(세컨드가든), 공공 및 상업적

디스플레이, 플라워 샵, 플라워 & 가든 카페를 운영하는

산업디자인(환경디자인 분야) 전문회사입니다. 

현재, 김진홍 디자이너를 비롯 국내 유수의 전문가들로 구성,

서울 여의도, 서초, 과천, 송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등에

플라워 샵 및 가든 카페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SUSU의브랜드 철학인 Nature in the city 

(도심 속 자연)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심볼.

한글 “수수”글자의 구조를 산과 도시의 형태로 형상화. 

ㅅ은 산, 숲 등 자연으로

ㅅ는 도시의 빌딩 등으로 이미지 해석이 가능한 BI

Our Branding

Brand Identity



Business 

LESSON
FLOWER CAFÉ

RND

INTERIOR

DISPLAYLANDSCAPE

FARM



History

나비원예 설립
수수원예 설립

1993

삼성동 오프라인 매장 오픈
‘CADI FLOWER STUDIO’
FLOWER PERFORMANCE
정기적 진행

2003

경기도 과천 식물원 및
연구공간 및 조경업 개시
‘SECOND GARDEN’

2008

플로리스트 양성학원
SUSU FLORIST 
ACADEMY OPEN.

1999

여의도 오프라인 매장 오픈
‘SUSUFLOWER & GARDEN’

2007

신사동 오프라인 매장 오픈
‘’WATERING POT’

2009

과천시 오프라인 매장 오픈
‘’플라워카페 담쟁이’

2010

평창 휘닉스파크펜션 오픈
‘’풍경애’

2012

송도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롯데몰 은평점
오프라인 매장 오픈

‘SUSU GARDEN CAFE’

2016

온라인 쇼핑몰 오픈
SUSU FLWOER 

2011

서초동 오프라인 매장 오픈
‘SUSUFLOWER & GARDEN’

2015

현대시티몰 송파점
오프라인 매장 오픈
‘SUSU GARDEN CAFÉ

잠실 롯데월드점 4층
오프라인 매장 오픈
‘SUSU GARDEN CAFÉ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오프라인 매장 오픈
‘SUSU GARDEN CAFÉ

2017



Awards

-Teleflor international 한국대표전 '대상'

-제7회 Korea cup 플라워디자인대회'금상'

-제38회 지방 기능경기대회 화훼장식 '금메달'

-제41회 지방 기능경기대회 화훼장식

금메달리스트지도교사

-제41회 전국 기능경기대회 화훼장식부문

금메달리스트지도교사 [world skills]

-서울시 기능경기위원회우수 지도자상 수상

-경기도 기능경기위원회우수 지도자상 수상

- 2015년 대한민국 정원 디자인 전 작가부 최우수

- 2017년 순천시 정원디자인전평가위원 선정

- -

CE0
Kim, Jin Hong

G.HS
Park, Woo Jin

-제41회 화훼장식 지방 기능경기대회

동메달 수상

제42회 화훼장식 지방 기능경기대회

은메달 수상

제9회 고용 노동부 장관상배

대한민국화훼장식기능경기대회

은메달 수상

-현대백화점쟈스민 회원 플라워레슨

F.HS
Jung, Ha Young

-제7회 고양세계꽃박람회농림부장관배

WFEK컵입상

-제7회 노동부 장관배 화훼장식경기대회입상

-제40회 지방기능경기대회화훼장식부문 장려상

-Teleflor International Floral design contest 은상

-제41회 지방기능경기대회화훼장식부문 금메달

-제41회 전국기능경기대회화훼장식부문 금메달

-천암 연암대학교화훼장식학 및 실습 강의



Activity

PUBLIC
PROJECT

-월드컵 카 퍼레이드 카 장식

-유럽영화제 가든장식

-모델라인 베스트드레서상 시상식 데코레이션

-코엑스 기아체험 음악회 무대연출

-세계 생명문화포럼 킨텍스 플라워 퍼포먼스

-일본 고베, 나가노, 동경, 오사카 초청 한국대표 데몬스트레이션

-월드컵 평화광장 가든디스플레이

-어린이대공원 식물원 실내조경

-서울시청 간담회장 그린인테리어

-서울시청 로비 가든 디스플레이 및 연말 장식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직원 휴게실 벽면녹화

-인천공항 밀레니엄홀연간 경관장식,귀빈실, 입국장 연말장식

-인천국제공항 신,구청사,인재개발원 디스플레이 및 연말 장식

-순천시 순천만 갈대축제 오브제 연출

-순천시 드라마 촬영장 한평 정원 조성

-순천시 푸드앤아트페스티벌 오브제 연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발홀 및 연결복도, 

LEVEL 4 노드지역 환승 구간 첨경물 제작 및 설치 용역 계약

-순천만 국가정원 정원지원센터, 생태습지센터 실내조경



Activity

COMMERCIAL

PROJECT

-백화점 디스플레이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GS, 롯데백화점

-모델하우스 디스플레이

/부산 펜트하임.분당 일산, 동탄시도시, 목동 플라워데코레이션

-시즌 장식 및 실내외조경

/KT분당, 산업은행, 한진해운, 엔씨소프트,YG 엔터테인먼트 외

-클럽 로비장식

/제주 라마다호텔, 라헨느CC, 리베라C,C 로비 시즌장식

-종교단체 행사장식

/명동성당, 소망교회,여의도순복음교회, 원불교 등 행사장식

-복합쇼핑몰 가든 디스플레이

/타임스퀘어 가든 디스플레이, 판교 아브뉴프랑, AK플라자

롯데마트 양펑점 ,서초점 실내조경 및 식물인테리어

-시즌 크리스마스 장식 및 행사장식

/이베이, 지마켓, 씨유메티칼, LTC 시즌장식,양현재단 행사장식

-의료재단 장식

/하나로 의료재단, 아산병원, 차병원 차움, 차바이오컴플렉스, 

차병원 서울역 여성학연구소 실내외조경

-주택 실내외조경

/제주 핀크스비오토피아,도곡동 타워펠리스, 광주 갤러리 303,

분당 파크뷰 실내조경, 전원주택 실외조경,서초동 리가 옥상정원









Display
▪화훼장식을이용한상업적공간의디스플레이는무한한가능성의세계



Interior
▪ Flower café , Flower shop은 Florist의작업공간이며세상과의통로



Landscape
▪ Gardener는경관을지속가능한공간으로재창조하는환경전문가



Media
그만의색깔로반짝일때세상은카메라셔터를깜박였다



shop
꽃들의미소와바람의숨결로자연을익힌수수한가게들



Business

▪ SUSU GARDEN CAFE

▪ SPACE DESIGN & MANAGEMENT

▪ SECOND GARDEN – IN & EXTERIORSCAPE . DISPLAY



SUSU GARDEN CAFÉ

송도점

은평점

과천점

É 송파점몰관

롯데월드점

송파점아울렛관

부산점

순천점



É 송도점



É 송도점



É 송도점



É 은평점



É 은평점



É 은평점



É 과천점



É 과천점



É 과천점



É 송퍼점몰관



É 송파점아울렛관



É 송파점몰관



É 롯데월드점



É 롯데월드점



É 롯데백화점부산본점



순천정원디자인샵



CONCEPT 1 / Green  wall - 공간을최대한활용, 내추럴소재들을이용한벽면녹화, 시공노하우보유

SPACE REFERENCES

SPACE DESIGN



CONCEPT 1 / Green  wall - 공간을최대한활용, 내추럴소재들을이용한벽면녹화, 시공노하우보유

SPACE REFERENCES

SPACE DESIGN



CONCEPT 2 / Natural objet –숙련된디자이너의시각적임팩트를가지는심미적내추럴오브제연출

SPACE REFERENCES

SPACE DESIGN



CONCEPT 3 / Hanging objet –천정구조물을이용하여내추럴소재를만든행잉오브제연출로입체감표현

SPACE REFERENCES

SPACE DESIGN



CONCEPT 4 / Interior items–그린 인테리어공간연출을위한인테리어아이템으로 공간디스플레이차별화

SPACE DESIGN

SPACE REFERENCES



Concept 6 / FLOWER SHOP- 식물화분, 생화, 조화, 드라이플라워, 프리저브드플라워등수수가든플라워샵코너

SPACE REFERENCES

SPACE DESIGN



Concept 7 / CAFÉ - 커피, 음료, 샐러드, 디저트등의 수수가든카페코너

SPACE REFERENCES

SPACE DESIGN



원예, 화훼관련업종에서의노하우를최대한활용-직영농장, 관련화훼농가와의긴밀한협조가능

신선하고품질좋은절화및식물로숙련된플로리스트에의한상품제작판매가능

FLOWER (fresh,dry,preserved) & PLANTManagement  /



NATURAL OBJET 

숙련된가드너및플로리스트의직능기술을활용

빈티지하고유니크한내추럴오브제들을인테리어소품으로디스플레이

Management /



과천이색카페로널리알려진플라워카페운영노하우활용

송도현대프리미엄아울렛수수가든카페,롯데몰은평점수수가든카페매장운영노하우활용

신선한재료를이용한꽃과커피, 오가닉요커드등의 콜라보레이션기획

COFFEE OR SOMETHINGManagement /



네이버맛집에등록된이색카페수수플라워카페담쟁이메뉴

파니니, 오가닉베이글샌드위치, 와플 , 샐러드류등신선한재료를이용한정성담긴브런치메뉴

CAKE & BREADManagement  /



세계대회우승자국내유명플로럴아티스트김진홍작가의플라워데몬스트레이션 이벤트프로모션

국내유명대회우승자인수수플라워앤가든스탭들의원데이레슨기획

LESSONDesigner’s Lesson/



세계대회우승자국내유명플로럴아티스트김진홍작가의플라워데몬스트레이션 이벤트프로모션

국내유명대회우승자인수수플라워앤가든스탭들의원데이레슨기획

LESSONDesigner’s Lesson/



세계대회우승자국내유명플로럴아티스트김진홍작가의플라워데몬스트레이션 이벤트프로모션

국내유명대회우승자인수수플라워앤가든스탭들의원데이레슨기획

LESSONDesigner’s Lesson/



세계대회우승자국내유명플로럴아티스트김진홍작가의플라워데몬스트레이션 이벤트프로모션

국내유명대회우승자인수수플라워앤가든스탭들의원데이레슨기획

DEMON & LESSONDesigner’s Lesson/



SECOND GARDEN



흙과나무, 꽃과식물에대한수수-세컨드가든가드너들의축적된경험과노하우로

지속가능한경관을만들어드립니다

INTERIORSCAPE



흙과나무, 꽃과식물에대한수수-세컨드가든가드너들의축적된경험과노하우로

지속가능한경관을만들어드립니다

INTERIORSCAPE



흙과나무, 꽃과식물에대한수수-세컨드가든가드너들의축적된경험과노하우로

지속가능한경관을만들어드립니다

EXTERIORSCAPE



흙과나무, 꽃과식물에대한수수-세컨드가든가드너들의축적된경험과노하우로

지속가능한경관을만들어드립니다

DISPLAY



S U S U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