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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오션레저는 온 가족, 연인이 함께 수중관람을 즐길 수 있는 반잠수식 모터보트 ‘펭귄’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펭귄’은 지난 2015년부터 몰디브, 세이셀 등 세계적인 휴양지 리조트와 대형 아쿠아리움에서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으며,

성공적인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개인용 반잠수식 모터보트, 수중빌라 등 수중관람에 특화된 다양한 제품 개발 및 해양레저 여행

서비스 ‘투어위드펭귄’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함께 하는 즐거운 해양레저문화, ㈜펭귄오션레저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PENGUIN OCEAN LEISURE has developed semi submarine boat PENGUIN, which can be enjoyed by families or lovers.
PENGUIN has become popular at luxurious resorts and large aquariums in such places as the Maldives 
and Seychelles since 2015. Based on this success, we have been developed a variety of products 
specialized for underwater excursions including a personal semi submarine boat PENGUIN, underwater 
villa PENGUIN IGLOO and a mobile tour service TOUR WITH PENGUIN. 
PENGUIN OCEAN LEISURE offers everyone enjoyable marine leisure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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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해양레저 장비 연구 개발

반잠수식 모터보트 ‘펭귄‘

수중빌라 ‘펭귄 이글루‘

제품소개

운영사업 : 반잠수식 모터보트 펭귄

Operational business:
PENGUIN operation service

Operating area
Operation cases
Related services

운영사업

연계 서비스

운영사례

여행서비스업 : 해양레저관련 여행서비스

Travel services:
Marine leisure travel service

제휴(파트너) 여행 서비스

장비 중개 / 인력 알선

어플리케이션 ‘투어위드 펭귄’

Affiliate (partner) travel service
Equipment brokerage /
personnel recruitment
Mobile application
TOUR WITH PENGUIN

05
07
09

Marine leisure equipment
R&D / Manufacture

Semi submarine boat PENGUIN
Underwater villa PENGUIN IGLOO
Product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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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해양레저장비 연구 개발

Manufacturing :
Marine Leisure Equipment R&D / Manufacture

㈜펭귄오션레저는 40여 년 구명정을 제작한 구명정 전문 회사 에이치엘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수한 품질을 자부하며 기획부터 디자인, 테스트, 생산, 검수까지 

가능한 모든 설비를 자체적으로 보유하여 뛰어난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다양한 연구 개발 활동으로 ㈜펭귄오션레저만이 제공 가능한 특별한 콘텐츠 장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PENGUIN OCEAN LEISURE’s boats are all verified to be high quality 
based on the technology and know-how of HLB Co., Ltd., a lifeboat 
manufacturer for over 40 years. We own all the required facilities from 
planning to design, testing, production and inspection for excellent stability.

With various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we make special 
content equipment that only PENGUIN OCEAN LEISURE can off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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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제조업(해양레저 장비 연구 개발) : 반잠수식 모터보트 펭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수중 여행’

‘펭귄'은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아름다운 수중 경관을 관람하고 선상파티를 즐길 수 있는 반잠수식 모터보트입니다.

㈜펭귄오션레저 연구개발팀은 사용자의 요구 및 의견과 함께 다양한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제품의 지속적인 개선과

신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펭귄은 특허는 물론, 세계적인 선급기관인 영국 로이드를 통해 CE 인증을 받았습니다.

Manufacturing (Marine leisure underwater equipment development) :
Semi submarine boat PENGUIN

‘Fun underwater excursion with the whole family’
PENGUIN is a semi submarine boat; anyone can easily enjoy the beautiful underwater world and party on board.
PENGUIN OCEAN LEISURE’s R&D department is constantly improving products and developing new models 
based on user needs, opinions and various operational cases.
PENGUIN has been CE certified by Lloyd’s Register (UK) and has acquired a patent.

5  |  Penguin Ocean Leisure 6



제조업(해양레저 수중 장비 개발업) : 수중빌라 ’펭귄 이글루‘

01-2

‘광활한 바다에서 만나는 특별한 체험’

수중빌라 펭귄 이글루는 바다 위에서 자연의 아름답고 다채로운 모습을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된 숙박시설입니다.

물 위에 떠 있는 형태의 건축물로 어느 환경에서든지 쉽고 빠르게 적용 가능하여 빌라 단지 구축에 경제적입니다.

’Special experience in a vast sea‘
Underwater villa PENGUIN IGLOO is designed to let you enjoy the beautiful and colorful appearance of nature in the sea.
The villas are floating structures on the water. Those can be easily and quickly constructed in any environment, 
making it economical to build a villa complex.

Manufacturing (Marine leisure equipment development business) :
Underwater villa PENGUIN IGLOO

7  |  Penguin Ocean Leisur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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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관람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 제작된 펭귄의 초기 모델로 넓은 전면과 측면 창문을 통해 고객에게 생생한 수중체험을

제공합니다.

The initial PENGUIN model was designed and built for underwater excursion. It provides a vivid underwater 
experience to customers through wide front and side windows.

Specifi cations
L x B x H

Light Weight

Draft

Capacity

Propulsion Type

Speed

Running Time

Charging Time

3970 x 3540 x 2860 (mm)

4350 kg

1582 mm

4 persons (Cabin: 2 persons)

BLDC Electric Motor

Max. 2 knots: calm sea

Max. 8 hours

Max. 11 hours

Specifi cations
3950 x 3650 x 2545 (mm)

4300 kg

1210 mm

9 -12 persons (Cabin: 4 persons)

Twin steering gear

Max. 8 hours

Max. 4 knots: calm sea

Max. 11 hours

0

선상파티, 스노클링 등 다양한 해양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모델로 전기모터를 사용하여 대형 아쿠아리움, 해양보호구역 

등에서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This model has been designed to allow one to enjoy various marine activities such as on-board parties, 
snorkeling etc. It is suitable for operation in large aquariums or marine sanctuaries using an electric motor.

흘수선
Water line

반잠수식 모터보트 : 펭귄 2.0
Semi submarine boat : PENGUIN 2.0

L x B x H

Light Weight

Draft

Capacity

Propulsion Type

Speed

Running Time

Charging Time

반잠수식 모터보트 : 펭귄 1.0
Semi submarine boat : PENGUIN 1.0

흘수선
Water line 흘수선

Water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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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 2.0과 동일한 선체에 아웃보드모터를 장착하여 더욱 먼 거리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델로 전기충전 시설이 없거나 

장거리 운항이 필요한 환경에서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This model has been designed to operate with an outboard motor on the same hull as Penguin 2.0. It is suitable 
for environments without electric charging facilities or for long distance operation.

펭귄 2.1

Specifi cations
5630 x 2230 x 2500 (mm)
1950 kg
6 persons (Cabin: 2 persons)
Round steering gears / Transmission

115 HP (4 strokes)
Outboard type engine

Gasoline
Max. 10 knots: calm sea

펭귄 3.0

전용 트롤리를 통해 개인이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게 설계된 모델로 기존 펭귄 모델보다 가벼워진 무게로 가족과 함께 특별한

보팅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This model has been designed for individuals to carry directly with an exclusive trolley. It is suitable for special 
boarding for families and is lighter than previous PENGUIN boats.

반잠수식 모터보트 : 펭귄 2.1
Semi submarine boat : PENGUIN 2.1

반잠수식 모터보트 : 펭귄 3.0
Semi submarine boat : PENGUIN 3.0

L x B x H
Light Weight
Boarding Person
Steering Gear(s)
Propellant
Propellant specifi cations
Fuel Type
Speed

Specifi cations
3950 x 3650 x 2545 (mm)
4300 kg
1210 mm
9 -12 persons (Cabin: 4 persons)

Outboard type engine
Round steering gears / Transmission

50 HP (4 strokes) x 2ea
Gasoline

L x B x H
Light Weight
Draft
Capacity
Steering Gear(s)
Propellant
Propellant specifi cations
Fuel Type

Max. 7 knots: calm seaSpeed

흘수선
Water line 흘수선

Water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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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 이글루 1.0은 바다 위에서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아름다운 바다에서의 휴식과 회복을 위한 컨셉으로 휴양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적합합니다.

일정 지역에 수중빌라 리조트 단지를 조성하기에 적합합니다. 

Underwater villa PENGUIN IGLOO 1.0 provides a comfortable and cozy place on the sea. With a concept designed 
for relaxation and rest, it is recommended for customers looking for a true vacation. It is suitable for installation in 
underwater complexes and commercial use as an underwater resort.

바다 위에서 즐기는 캠핑.

펭귄 이글루 2.0은 바다를 직접 느끼고 즐기기 위한 활동적인 컨셉의 숙소입니다.

바다 위에서 즐기는 해먹과 다이빙, 수중 침실까지.

또한 펭귄 이글루 2.0은 규격 컨테이너에 적재 가능하며, 두 개 모듈을 연결하여 더욱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중빌라 : 펭귄 이글루 1.0
Underwater villa : PENGUIN Igloo 1.0

수중빌라 : 펭귄 이글루 2.0
Underwater villa : PENGUIN Igloo 2.0

Specifi cations
Ø 7140mm x 5750mm 
(substructure: Ø 7140mm x 3220mm)

6 ea

L x B x H

No. of Underwater
Windows

Plexiglas (Acrylic)
9500kg (substructure)
4000-5000kg (superstructure)

Window material

Net Weight

Enjoy camping on the sea. Underwater villa PENGUIN IGLOO 2.0 is an active concept house that allows one to feel 
and enjoy the sea directly. Enjoy hammocks, diving and an underwater bedroom. In addition, PENGUIN IGLOO 2.0 
can be loaded in standard containers and two modules can be connected to provide a wider space.

13260 LBallast Water Tank
15000 L (fresh water)Water Tank
47㎡ (Deck: 38㎡, U/W Room: 9㎡)Area for Exclusive Use
Outboard type enginePropellant
115 HP (4 strokes)Propellant specifi cations
GasolineFuel Type
Max. 10 knots: calm seaSpeed

Specifi cations
2230 x 5830 x 4954 (mm)
(except fl oating deck)

5 ea

L x B x H

No. of Underwater
Windows

Plexiglas (Acrylic)
9500kg (substructure)
4000-5000kg (superstructure)

Window material

Net Weight

13260 LBallast Water Tank
15000 L (fresh water)Water Tank
47㎡ (Deck: 38㎡, U/W Room: 9㎡)Area for Exclusive Use
Outboard type enginePropellant
115 HP (4 strokes)Propellant specifi cations
GasolineFuel Type
Max. 10 knots: calm sea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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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업 : 반잠수식 모터보트 펭귄
당사는 몰디브 법인을 통해 최고급 리조트에서 ‘펭귄’을 운영하며, 우리만의 특별한 

해양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아름다운 해양 관광지인 몰디브와 세계 최대급 아쿠아리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더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세계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PENGUIN OCEAN LEISURE has been operating PENGUIN at the fi nest 
resort in the Maldives, the world's tourist destination, and at one of the 
world’s largest aquariums in China. We would expand its business to 
new areas.

해양 관광지

해양 테마파크

Marine tourist site
Marine theme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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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Leisure Operation :
Semi Submarine Boat PENGU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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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업 : 몰디브 리조트
Operational Projects: Maldives Resorts

리조트 정보  Resort List

아밀라 푸시  Amilla Fushi Maldives

하이드어웨이  Hideaway Resort & Spa

릴리비치  Lily Beach Resort & Spa

키하  Kihaa Maldives

www.amilla.mv

www.hideawaybeachmaldives.com

www.lilybeachmaldives.com

https://kihaamaldives.com/

A

C

B

D

연계 서비스  Related Services

수중체험  Underwater excursion

해상수영  Swimming 낚시  Fishing

선셋 크루즈  Sunset Cruising 선상파티  On-board parties

해상 피크닉  Picnic on the sea 야간운항  Night trip

- 2015년 3월, 반잠수식 모터보트 펭귄은 몰디브의 한 리조트에서 첫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고객의 피드백을 귀담아 들으며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여, 현재 몰디브의 4개 리조트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8년 11월 기준 약 1만 6천명의 고객이 펭귄을    

  타고 수중 체험을 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 몰디브를 시작으로, 더 많은 다양한 장소에서 ‘함께하는 해양레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In March 2015, semi submarine boat PENGUIN began its operations at a resort in the Maldives. Since then,
  we have been listening to our customers' feedback, improving our products and services, and currently operating  
  in four resorts in the Maldives. As of November 2018, about 16,000 customers have enjoyed underwater  
  excursions on PENGUIN, creating an unforgettable memory.
- Beginning with the Maldives, we pursues a marine leisure culture of ‘getting together’ in more places.

스노클링&다이빙  Snorkeling & Diving

17  |  Penguin Ocean Leisure 18



04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에게 다양한 바다생물과 친구가 될 기회를 선사합니다!

수족관 반대편에서 스쳐가는 것만으론 부족한 아이들, 이제 대형 수족관에서 펭귄을 타고 직접 커다란 고래상어와 희귀 해양생물

을 만나러 갈 수 있습니다.

Give your children the chance to become friends with a variety of sea creatures! Children can interact with a large 
whale shark and rare marine life directly through semi submarine boat PENGUIN.

04
펭귄을 타고 아름다운 에메랄드 빛 바닷속에 잠긴 새로운 자연을 만나 보세요!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한 수중 관람을 즐길 수 있으며,

해양국립공원과 같은 보호구역에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Take PENGUIN and meet the new nature immersed in the beautiful emerald sea! Everyone can enjoy comfortable 
underwater excursion and can operate in the national marine parks.

운영사례 : 해변 관광지
Operation Cases: Marine Tourist Site

운영사례 : 해양 테마파크
Operation Cases: Marine Theme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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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여행서비스 : 투어위드펭귄
- 투어위드펭귄은 해양레저에 전문화된 모바일 플랫폼입니다.

- 펭귄오션레저가 보유한 해양레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콘텐츠 검색, 예약,    

   결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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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R WITH PENGUIN off ers marine leisure travel services in mobile.
- Utilizing the marine leisure network of PENGUIN OCEAN LEISURE,
   we off er a variety of content search, reservation and payment services.

Marine Leisure Travel Service:
TOUR WITH PENGU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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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파트너) 여행 서비스  Partner Travel Services

장비 중개 / 인력 알선  Equipment Brokerage / Personnel Recruitment

어플리케이션  Mobile Application

투어위드펭귄은 국내외 차별화된 해양레저 여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반잠수식 모터보트 펭귄은 주로 해외에서 운영되는 만큼, 전 세계의 여러 업체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휴업체와 협업을 통해 다양하고 만족도 높은 여행 콘텐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투어위드펭귄은 해양레저 장비를 판매 및 대여하는 중개 플랫폼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트나 다이빙 장비 등 해양레저장비 보유자라면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레저 서비스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장비를

저렴하게 대여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양레저 플랫폼 ‘투어위드펭귄’은 고객과 해양레저 장비 보유자, 콘텐츠 진행자를 이어주는 모바일 플랫폼입니다.

종합해양레저 플랫폼 ‘투어위드펭귄‘은 고객과 해양레저 장비 보유자, 콘텐츠 진행자를 이어주는 모바일 플랫폼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투어위드펭귄을 통해 다양한 해양레저 콘텐츠를 손쉽게 예약,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UR WITH PENGUIN provides diff erentiated marine leisure travel services at home and abroad.
Semi submarine boat PENGUIN is mainly operated overseas, so we have been communicating with various 
companies around the world.
PENGUIN OCEAN LEISURE will collaborate with our partners to create diverse and satisfying travel content.

Marine leisure travel service TOUR WITH PENGUIN connects customers, marine leisure equipment owners and 
service providers.
Through the mobile application, customers can book, pay and use a variety of unique contents.

TOUR WITH PENGUIN can be used as an online agent for selling and renting marine leisure equipment.
If you have a marine leisure equipment such as yacht or diving equipment, you can earn rental income. In 
reverse, if you start a new leisure service, you can rent equipment at low cost.

‘투어위드펭귄＇은 해양레저 전문 여행서비스 브랜드로 해양과 관련된 국내외 다양한 여행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합니다.

다양한 색깔을 가진 세계의 해변만큼 다양한 서비스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As a brand of marine leisure travel service, TOUR WITH PENGUIN develops and provides various travel services related to 
the marine environment.
Feel free to experience as many different services as the world’s beaches of different colors.

03-1

해양레저여행서비스 : 투어위드펭귄

Marine Leisure Travel Service: TOUR WITH PENGU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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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구명정 제조업체로 약 40여 년 동안 약 7,000여 대의 구명정 생산.

Founded in 1975, it is the only lifeboat manufacturer in Korea and has produced more 
than 7,000 lifeboats over 40 years.

사업분야 : 구명정 , 특수선박 , 엔진

사업분야 : 구명정 , 특수선박 , 엔진

에이치엘비㈜  HLB Co., Ltd.

1995년 설립 이후, 200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국내외 화력 / 복합화력 및 원자력 

현장에 공급하는 댐퍼류와 Busqay 산업을 기반으로 관련사업분야로 확장, 발전 중.

Founded in 1995, it has been developing the damper and busqay industries, supplying 
domestic and overseas thermal/combined thermal power and nuclear power fields.

사업분야 : 화력/복합화력 , 산업플랜트 , Busway

사업분야 : 화력/복합화력 , 산업플랜트 , Busway

에이치엘비파워㈜  HLB POWER Co., Ltd.

www.hlbpower.co.kr

www.the-river.co.kr

온 가족, 연인이 함께 수중관람을 즐길 수 있는 반잠수식 모터보트 ‘펭귄’을 개발 및 생산.

Manufacturer of semi submarine boat PENGUIN, which can be enjoyed by both 
families and lovers.

사업분야 : 해양레저장비개발 , 반잠수식 모터보트 펭귄 운영 , 해양레저관련 여행서비스

사업분야 : 해양레저장비개발 , 반잠수식 모터보트 펭귄 운영 , 해양레저관련 여행서비스

㈜펭귄오션레저  Penguin Ocean Leisure Co., Ltd

www.penguinol.com

해양레저·서비스 분야
Ocean Leisure & Service

IMO규정에 따라 싱가포르, 상하이 법인 및 50개국 95개 서비스 파트너를 통해 구명정과 진

수장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

In accordance with IMO regulations, it provides lifeboat services and launchers through 
Singapore and Shanghai subsidiaries and 95 service partners in 50 countries.

사업분야 : 교육 , 훅 교체-TALON ii , 서비스 , 판매

사업분야 : 교육 , 훅 교체-TALON ii , 서비스 , 판매

에이치엘비네트웍스  HLB Networks Co., Ltd.

www.hlbnetworks.com

HLB는 1975년 구명정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조선 해양플랜트, 발전설비 에너지, 해양레저 서비스, HUD사업, 유통 서비스,

바이오 분야에서 새로운 미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HLB는 1975년 구명정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조선해양플랜트, 발전설비 에너지, 해양레저  서비스, HUD사업, 유통  서비스,
바이오 분야에서 새로운 미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계열사 : 상장사
HLB Group companies, Listed in KOSDAQ / KOSPI

www.dongwoncorp.com

바다모래를 채취하여 우수한 품질로 변환하여 납품.

㈜넥스트사이언스  HLB LIFESCIENCE Co., Ltd.

Delivery converting sea sand with excellent quality.

사업분야 : 바다골재채취사업

사업분야 : 바다골재채취사업

www.hlb-ls.com/bio Global pharmaceutical company unveiling first-in-class drugs to fulfill unmet needs.

사업분야 : 바이오사업(SP-2577 , Tdgatrabetan(BC-2059)

사업분야 : 바이오사업(SP-2577 , Tdgatrabetan(BC-2059)

에이치엘비생명과학㈜바이오사업부  HLB LIFESCIENCE Co., Ltd.

Unmet need(미충족 수요)분속을 통한 First-in-dass(현신신약) 발굴과 차별화된 신약개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회사로 도약.

www.hdboat.com

www.hdyach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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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즐기는 프리미엄 요팅 서비스와 미식,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

A cultural complex where one can enjoy premium yachting services, fine cuisine and 
arts by the Han River.

사업분야 : 맴버쉽 , 연회 · 대관 , 마리나&요트 · 카페 · 다이닝

사업분야 : 맴버쉽 , 연회 · 대관 , 마리나&요트 · 카페 · 다이닝

The River

국내 최고의 요트전문기업으로 요트&특수선박 건조, 차터 사업, 교육, 컨설팅 등 해양레저 

분야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

As a Korea's leading yacht company, it provides total solutions for marine leisure services,
including yacht & special ship construction, charter businesses, education and consulting.

사업분야 : 요트수입 및 판매 , 요트 특수선박 제조 , 요트차터서비스 , 요트보관 관리

사업분야 : 요트수입 및 판매 , 요트특수선박 제조 , 요트차터서비스 , 요트보관관리

현대요트㈜ / 현대앤코스모스요팅㈜ 
Hyundai Yachts Co., Ltd. / Hyundai & Cosmos Co., Lt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