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ü DPF달린 차량에 주입해도
   차가 좋아집니다.
ü 출력증강, 연비절약,
ü 엔진보호, 매연 없어집니다.

miracle-엔진왕 Microresins 및
Metal treatment 등의 수지 형태의
신소재 물질로 엔진을 개선시켜줍니다.

           조달청벤처등록업체.
Miracle엔진왕

  엔진복원

기적의오일
Miracle

기능성제품

주입후-매연합격



본인은 동유럽에서 사업을 하면서 엔진왕(ACT-green)제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독일(Berlin연구소)에 근무했던 핵물리학박사 James Oh로부터 엔진왕 을 전수받고 당시
본인이 타던 자동차에 액-그린을 넣고 독일(Frankfurt)에서 오스트리아(Vienna)까지
수 차례 다니면서 엔진왕-액그린을 TEST결과
연비향상, 출력증가, 소음감소, 매연감소가 확실히 되는 것을 확인하고 한국에 귀국하여
발명특허등록” “공장등록” 을 하고, 현재 대한민국 총판1곳 대리점 20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1월 중국 푸싱화 그룹 (http://www.hbcdl.com) 과 합작계약을 맺고 중국, 동남아 국가에 수출 및
공장을 설립하는 중에 있으며, 전 세계 국가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은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는 1급
발암물질로서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엔진왕 ACT-green을 주입하는 순간 귀하는 환경보호운동에 실천하는 애국자 이십니다.

ü 미라클-엔진왕 DPF 달린차에도 넣으시면 좋습니다.

ü 미라클-엔진왕 주입하면 매연이 없어집니다.

ü 미라클-엔진왕 주입하면 POWER가 확실히 보장 됩니다.

ü 미라클-엔진왕 주입하면 엔진보호, 소음감소가 됩니다.

ü 미라클-엔진왕 주입하면 엔진이 개선 됩니다.

중국푸싱화그룹 임원진과 / 김상만회장님과 임직원 미얀마 buyer & 엔진왕-액그린(ACT-green)수출

www.greenact.co.kr

내 차를 최고의 애마로 만든다.  

   miracle엔진왕             친환경 차량 만들자.

주입-후 갓뽑은 새차처럼...

        

    Miracle엔진왕
전세계 최고의 첨단제품!

     Miracle엔진왕
             조달청벤처나라 상품등록.



특허-인증 및 현황

아주대학교(성능테스트)
엔진왕주입-후

1. 매연이 없어집니다.

2. 연료비 절감 됩니다.

3. 엔진을 UP시켜 줍니다.

4. 언덕길 힘차게 올라 갑니다.

5. 엔진을 보호하여 줍니다.

6. 엔진 소음이 줄어 듭니다.

엔진왕(miracle)효과

DPF달린 차량에도 주입하시면
차가 좋아집니다.

주입-후 엔진파워가 달라 집니다.

엔 진 왕
miracle

연비20%절감

아주대학실험
환경보호단체

             조달청벤처나라 상품등록.

    Miracle엔진왕
 환경을 선도하는 기업

미라클개선제



www.greenact.co.kr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464-5

문의 :010-9945-7490

내 차량을 새차처럼 씽씽하게 만들자.

ü 미라클-엔진왕 주입 후 매연이 없어집니다 OK.
ü 미라클-엔진왕 주입 후 연비절감 되어 행복해 집니다 Ok.
ü 미라클-엔진왕 주입 후 엔진이 개선 됩니다 Ok.
ü 미라클-엔진왕 주입 후 언덕길 힘차게 올라 갑니다 Ok.
ü 연비왕-DPF 달린차에도 주입 후 차가 잘나갑니다 Ok.

ü 미라클-엔진왕 주입 후 새 차가 부럽지 않습니다 OK.

  기름값 엔진왕이 책임집니다.        가격 : 99,000원

ACT-green
미라클액-그린

미라클 액그린 주입으로 연비절감 하지.

신소재-물질로                  
탄생된-최첨단

                         기술!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조달청벤처등록업체.

                     주입후 -기적의 차량으로
변신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