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및 제품소개 

그린액월드(주) 
차량매연,미세먼지,환경오염,획기적으로 

줄이는기업 

1 

       www.greenact.co.kr 



       www.greenact.co.kr 

Ⅰ. 그린액월드(주) 환경오염, 차량매연70%이상 줄이는기업 

I. 그린액월드 주식회사 소개 
II. 액그린(ACT-green) 소개 
Ⅲ.   그린액(Green-act) 소개 
Ⅳ.   사업현황 및 전망 
Ⅴ.   각종 관련 자료 
Ⅵ.   기타, 동영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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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액월드㈜ 

개요 : 차량매연, 70%이상 줄이는기업 

그린액월드 주식회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환경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미세먼지의 주원인 
이 되고 있는 자동차,선박,공장발전기,등 반드시 사용되는 엔진오일과 
기능성부동액에 대한 특허와 친환경인증서,APEC 21개국에 소개 된 친환경 
ACT-green제품을 제조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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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액월드㈜ 

개요 : 대기환경, 인명을 지키는기업 

▶ 환경오염 – 대기환경 개선 
 
화석연료인 휘발유, 경유 등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선박, 
발전기 등의 특수장비,엔진,등은 생활의 편리함과 유익을 가져다 주었지만 
대기오염 등에 있어 환경오염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최근까지도 전세계 
주요 도시에 미세먼지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의 급격한 경제발전은 환경오염의 나쁜 결과를 
초래하였고, 대기오염, 미세먼지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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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액월드㈜ 

 개요 : 환경오염, 수출증대, 인력고용창출 

▶ 환경오염 – 미세먼지 개선 

현재 우리나라에 약 2,000만대의 자동차가 등록 되어 있으며 자동차에서  

내 품는 대기오염은, 환경오염에 주범이 되고 있다, 경유차량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은 1급 발암물질 로서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갖어온다,   

자동차회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천문학적 연구비를 쓰고 있지만 

기계적 기술로는 한계가 있다. 당사에서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수년간      

연구개발함으로 기능성오일“기능성부동액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게 되었다, 

환경오염, 차량매연70%이상감소, 인력고용창출, 수출증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세계 하나뿐이 없는 확실한 엔진오일,부동액제품 

으로 병들어가는 지구환경을 살리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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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액월드㈜ 

개요 : 친환경, 경제활성화 창출기업  
 
▶ 부동액 그린액(Greenact) / 엔진오일 첨가제 액그린(Act-green)  
 
그린액월드(주)에서 개발한 부동액그린액Greenact과 엔진오일첨가제  
액-그린Act-green은 매연감소,대기환경오염,을 획기적으로 줄 일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친환경제품으로, 차량매연감소70% 이상을 줄 일수 있으므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킬 것입니다.  
 
또한 뛰어난 엔진성능개선으로 연료가 절약되므로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 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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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액월드㈜  

개요 : 고용창출, 경제성장을 추구 하는기업  

▶ 부동액그린액(Greenact) / 엔진오일개선제 액그린(Act-green)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보급하여“수출증대“대기환경오염,  
에너지절약, 탄소배출감소,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과 질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 경제성장,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혁신적 산업의 
동반자가 되는 비젼을갖이고 그린액월드㈜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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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액월드㈜ 

개요 : 친환경, 자동차매연70%이상  줄이는기업  

▶ 상호 : 그린액월드 주식회사  

▶  홈페이지 : www.greenact.co.kr 

▶ 대표 : 대표 : 김상만 

▶ 소재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164-12 

▶ 자본금 : 250,000,000원 

▶ 설립일 : 2011년 2월 

▶ 주요사업 : 내연기관 기능성부동액 / 엔진성능개선제 

▶ 사업목적 : 대기환경, 미세먼지, 보전사업, 차량매연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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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액월드㈜  

주요연혁 1 

* 정부: 환경부녹색제품지자체 그린액사용발송  
*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자율안전확인서 
* 특허등록, 상표등록, MSDS인증 
* ISO14001인증, ISO9001인증 
* 환경부장관표창장, 환경청장표창, 경기도지사표창장 

 
* 국가KC 통합마크 환경부 친환경마크획득 
* 미정부조달연구소 "greenact" 한국대표부 추천 
* 이코노믹리뷰, 나우뉴스, U-TV, 소개 및 방영 
* 조달청" 나라장터“ 입점, 환경부 "녹색장터“ 입점 
 
* 친환경신문:그린액 interview 
* 시사주간지뉴스타임: 기업최우수)대상 
* 중소기업소상공인: 그린액수출)상담 
*일산 Kintex:무역박람회,국방기술품질연구원 "greenact“공급 
*서울KOEX무역박람회참가, AEPC21개국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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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액월드㈜  

주요연혁 2 

* 부산 Bexco: 한상대회 무역박람회참가 
* 발명특허출원: 엔진복원제 
* 동유럽실로암: Silomconsortium 
* 전력산업신문: 그린액interview 
* 한국경제신문: interview브랜드대상 
* 서울경제: 조영구29회TV방영 
* AustraIia. MaIavsis, Poland, 태국, 필리핀, 지사설립 
* Bruxelles, Praha, Budapest, Frankfurt,지사 
  
* 제주도 신진버스greenact consortium 
* 제주도 중국관광버스 680대 consortium 
* 중국, 절강성, 사천성, 하북성, 광저우 consortium 
* 미안마, 양곤, 레피도, 몽골, 태국수출, consortium   
 
환경부에서: 2015년3월12일 / 2016년 4월20일 친환경 녹색제품그린액사용  
공문발송: 각 지방자치단체장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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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액월드㈜  

조직도 

대표이사 

총   괄 

기획조정팀 

사업기획 

(대정부 네트워크) 

인사 / 총무 

재무회계 

마케팅팀 

사업홍보 

사업광고 

시장분석 

영업관리팀 

국내 대리점  관리 

해외 영업 및 계약 

친환경제품 연구소 

친환경제품 개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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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greenact.co.kr 

Ⅱ. 액그린(ACT-green)  소개 

I. 그린액월드 주식회사 소개 
II. 액그린(ACT-green) 소개 
Ⅲ.   그린액(Green-act) 소개 
Ⅳ.   사업현황 및 전망 
Ⅴ.   각종 관련 자료 
Ⅵ.   기타, 동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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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오일 개선제  
ACT- green 

  연비향상, 출력증강, 엔진수명연장, 차량매연감소, 미세먼지,  

Microresins”을 주성분으로 하는 엔진오일성능개선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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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액월드㈜   



      액그린(Act-green) : 엔진오일 첨가제 

제품소개 

엔진오일첨가제– 액그린ACT-Green은 신기술을     
접목한 마이크로레진Microresins에 의한 최첨단  
엔진오일성능개선제”입니다.  
 
 
 #대기환경 미세먼지 #출력향상 #연료절감 #매연감소    
 #소음감소 #쾌적한 드라이브 
 #최고의 컨디션(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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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그린(Act-green) : 엔진오일 첨가제 

제품특징 

 - 신기술을 접목한 마이크로레진(Microresins)에 의한  
   최첨단 엔진오일성능개선제” 
  
 - 세계최초 금속복원처리 엔진오일성능개선제” 
 
 - 연비향상 15%이상, 출력증강10MP, 엔진수명연장20%  
 
 - 차량매연70%이상, 감소로 환경오염, 미세먼지개선 

 
 - 무 휘발성 타입의 제품으로 피스톤 링의 막힘 염려 없음 
 
 - 30,000KM 마다 엔진오일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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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greenact.co.kr 

Ⅲ . 그린액(Green-act) 소개 

I. 그린액월드 주식회사 소개 
II. 액그린(ACT-green) 소개 
Ⅲ.   그린액(Green-act) 소개 
Ⅳ.   사업현황 및 전망 
Ⅴ.   각종 관련 자료 
Ⅵ.   기타, 동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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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기능성 부동액  
Green - Act 

대기환경미세먼지, 출력향상, 연료절감, 매연감소 효능을 가진 
친환경 기능성부동액” 

홈페이지참조 :www.green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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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greenact.co.kr 



      그린액(green-Act) : 기능성부동액  

제품소개 1 친환경 “그린액부동액” 

차세대 기능성부동액 – 그린액은 
 
엔진을 보호하며 저 탄소와 엔진 출력을 증강시키며 
연비향상과 매연이 감소되는 친환경 에틸렌기능성 
부동액 입니다.  
  

18 



      그린액(green-Act) : 기능성 오일첨가제 

  제품소개 2 친환경 “엔진오일성능개선제”  

- 연비향상 및 매연감소 
    연비향상15%이상, 매연감소70~90%이상 
    엔진출력10HP 이상 
  
- 적용대상:“수냉식내연기관”대상 
    자동차 휘발유, 경유, LPG 
    선박, 중장비, 농기계, 발전기 등 
  
- 교환주기   
   30.000키마다 교체한다,  
   단”엔진오일이 항상F로 있어야 한다. 
 
 
- 홈페이지참조 :green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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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greenact.co.kr 

Ⅳ. 사업현황 및 전망 

I. 그린액월드 주식회사 소개 
II. 액그린(ACT-green) 소개 
Ⅲ.   그린액(Green-act) 소개 
Ⅳ.   사업현황 및 전망 
Ⅴ.   각종 관련 자료 
Ⅵ.   기타, 동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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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현황 및 전망 

사업현황 : 친환경 환경사업 

1) 해외 현황 
   - 태국, 라오스: 계약서체결 
   - 중국 3개성: 계약서체결 
   - 미국 :특판점 운영 
   - 베트남 :특판점운영 
   - 인도 :진출 협의 중 
   - 중남미33개국 :특판점운영 
 
2) 국내 현황 
   - 총 20개 대리점 운영 
  - 서울, 경기도, 영남, 호남, 강원지역 
  - NGO 환경단체와 협의, 정부차량에 주입예정 
 
3) 온라인, 오프라인, 현황 
  - 해외온라인 네트워크 해외,국내, 홈쇼핑 연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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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현황 및 전망 

사업전망 : 친환경 환경사업 

1) Positive / Chance 
      - 대기오염 증가에 따른 각국의 심각성 인식으로 매연감소 제품 주목 
      “각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강화” 
    - 일반자동차, 선박, 특수장비 등에 대한 시장 접근 가능  
        (전 세계 차량 8억대, 선박, 배, 3천만대로 추정) 
    - 원천 특허기술을 통한 독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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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현황 및 전망 

사업전망 : 친환경 환경사업개선 

2) Negative / Threats 
       - 자금력부족 :생산시설 영세, 영업네트워크 구축, 부족 
       마케팅 및 홍보 홈쇼핑진행이 어렵습니다. 
 
     - 자동차관련업체,선박,등의 영업 
     - 전세계국가에 수출하여  
       고용창출, 경제발전에,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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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현황 및 전망 

향후 사업전략 

√   투자자금 유치 
√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한 홍보 및 광고 강화  
√   중진국 및 개발도상국 대상의 해외영업 적극 추진 
√   해외 및 국내자동차회사납품,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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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현황 및 전망 

향후 사업전략 

1) 투자자금 유치  
     - 공장신설 및 증설을 통해 대량생산가능(가격 경쟁력 확보) 
     - 광고, 홍보비용 확보  
 
2)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한 홍보 및 광고 강화 
   - 영상광고 제작 :공중파, IP TV, CA TV, 유 튜브 등 채널 상영 
   - 블로그 등 온라인, 오프라인마케팅 실시, 자동차회사 
   - 카-센터 정비소, 중고자동차, 등 직접 관련업체를 통한 마케팅 실시 
 

 
     - 관련 전문인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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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현황 및 전망 

향후 사업전략 

3) 중진국 및 개발도상국 대상의 해외영업 적극 추진 
   - 대기오염이 심한 인도, 중국, 동남아, 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영업 
     구축                  
 
   - 해당 국가의 주요 기업 섭외 및 연계 작업 실시 
   - 중진국의 에너지 절감정책에 절대적인 호응을 통한 영업 실시 
  
4) 해외 온라인 홈쇼핑판매 적극 추진 
- 중국, 미국, 유럽, 해외,국내홈쇼핑, 네트워크 등에 대한 적극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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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현황 및 전망 

향후 사업전략 

* 관련국가  
   - 중미(8개국) :벨리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 남미(12개국)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우루과이 
   - 카리브(13개국) :안티구아바부다, 바베이도스, 바하마,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나카연방, 그레나다, 아이티, 자메이카, 세이트빈센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스, 트리나다드토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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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각종 관련 자료 

I. 그린액월드 주식회사 소개 
II. 액그린(ACT-green) 소개 
Ⅲ.   그린액(Green-act) 소개 
Ⅳ.   사업현황 및 전망 
Ⅴ.   각종 관련 자료 
Ⅵ.   기타, 동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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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관련 자료 

특허증1  /  특허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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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관련 자료 

시험성적서  /   상표등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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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관련 자료 

수상내역-환경청장표창장  /  ISO 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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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관련 자료 

자율안전확인신고서  /  환경표지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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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관련 자료 

주요 수상내역 – 대한민국 환경공헌대상 / 중소기업 브랜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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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관련 자료 

주요 수상내역 – 제11회 대한민국인물대상 / 2014년 기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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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관련 자료 

기타 – 시사주간지 뉴스타임 표지인물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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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경기도지사표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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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액월드 주식회사 (동영상)그린액green-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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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액월드 주식회사(동영상) 액그린ACT-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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