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양마린㈜는 세계 최대의 모터보트 엔진 메이커인 미국 MERCURY사의 국내 총판으로써, 
아름다운 부산 해운대 요트경기장에 본사가 있으며 김해 상동에 2000평 규모의 물류창고를 두고 있습니다. 

MERCURY 아웃보드엔진을 비롯하여 스턴드라이브엔진 및 관련부품등을 취급하며 레저용, 
어업용, 군용고속선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선외기엔진의 대명사인 MERCURY 엔진은 기술과 성능에서 세계 엔진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당사 또한 아시아 대상을 수상하며 명실공히 국내 최대 업체로서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판매망과 A/S설비를 갖추고 있는 대양마린㈜는
국내 수상 스포츠 발전과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희 임직원과 대리점은 하나 된 마음으로 최상의 제품과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머큐리 115 마력 4-스트로크 씨프로

115 EXLPT 4S SP

RPM : 5000 ~5500
배기량 : 2.1 L
연료시스템 : 전자연료분사 (EFI)
오일용량 : 5.2 L
조타시스템 : 유압시스템
기어비 : 2.38 : 1
무 게 : 165 kg

-간편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토페도 부분에 기어케이스
오일드레인 플러그가 위치해 있고
오일 교환은 배를 물 밖으로 옮기지 않고 가능합니다. 

-115 씨프로 엔진은 엔진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고
사용자가 엔진 수명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데이터/고장 코드를 읽을 수 있는 SC1000 시스템의
회전계가 설치됩니다.

MERCURY 115 HP SEAPRO



머큐리 200 마력 4-스트로크 씨프로

200 DTS SP

RPM : 4600 ~5400
배기량 : 3.4 L
스로틀시프트 제어 : 디지털 스로틀시프트 (DTS)
충전장치 : 85 amp (1071 watt)
조타시스템 : 전동유압시스템
기어비 : 1.85 : 1
무 게 : 219 kg

-동급 엔진에서 가장 가볍습니다. 

-카울을 제거하지 않고도 쉽게 오일점검 및 보충으로 일상적인
유지보수를 단순하게 하였습니다

-최고의 연료절감형으로 경쟁사 4-스트로크 엔진보다 50% 
진동이 적고 15-30% 더 조용합니다.

MERCURY 200 HP DTS  



머큐리 250 마력 버라도

250 VERADO

RPM : 5200 ~6000
배기량 : 4.6 L
스로틀시프트 제어 : 디지털 스로틀시프트 (DTS)
엔진유형 : V8
조타시스템 : 전동유압시스템
기어비 : 1.85 : 1
경하중량 : 272 kg

-튼튼하고 높은 배기량 V-8 4.6L 파워헤드 장착으로 더 높은
토크를 제공합니다.

-V-8 4-스트로크 엔진은 경쟁사 엔진보다 진동이 30% 더 적고
15% 더 조용합니다.

-동급 최고의 4.6L 배기량을 자랑하는 V-8 엔진은 동급엔진중에
제일 가볍습니다.

MERCURY 250 HP VERADOS 



머큐리 300 마력 버라도

300 VERADO

RPM : 5200 ~6000
배기량 : 4.6 L
스로틀시프트 제어 : 디지털 스로틀시프트 (DTS)
엔진유형 : V8
조타시스템 : 전동유압시스템
기어비 : 1.85 : 1
경하중량 : 272 kg

-튼튼하고 높은 배기량 V-8 4.6L 파워헤드 장착으로 더 높은
토크를 제공합니다.

-V-8 4-스트로크 엔진은 경쟁사 엔진보다 진동이 30% 더 적고
15% 더 조용합니다.

-동급 최고의 4.6L 배기량을 자랑하는 V-8 엔진은 동급엔진중에
제일 가볍습니다.

MERCURY 300 HP VERADO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