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화된 엔진이 왜 복원되는가?

• 미라클 액그린 을 엔진오일 룸에 넣기만 하면 약 30분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 기존의 첨가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잊어주세요.

• 엔진오일성능개선제이며 - 코팅도되면서 오일를 최적화상태로 만들어내는 신기술입니다.

• 미라클 액그린 은 연비향상,매연감소,출력증강,소음감소,엔진보호를 하는엔진오일성능개선제 입니다.

• 미라클 액그린 이 자동차나 선박에 신기원을 이루고 주입 후 딱 30분이면 차나 선박이 달라 집니다.

• 엔진때는 쇳가루 등 여러가지 침전물 즉, 그을음이 일어나면 생기는 것입니다.

• 침전물은 차량의 연소시 생기는 때입니다.

• 사람의 심장에서 온몸으로 혈액이 도는 현상과 동일합니다.

• 혈관이 각종 찌꺼기에 막히면 우리 몸에 여러가지 병이 생기듯이……..

• 엔진도 녹슬고 엔진 곳곳 특히 피스톤 에 침전물이 쌓이고 쌓이면 차량 여기저기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 그러나 그 카본때만 제거하면 차나 선박이 씽씽하여 엔진이 세척되어 엔진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미라클주입하고 반드시 고속도로를 주행하여 보세요.
평소 고속도로를 주행하여 1리터에 15키로 주행하였다면 - 19키로 이상 가오니
반드시 미라클주입하시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면 연비절감, 출력증강 효과를 바로 느낄 것입니다.



• 그 카본때가 덕지덕지 엔진 구석구석 피스톤까지 각종 이물질이 끼어 있으니 차가 연소가 되겠습니까.

• 그 엔진에 붙어있는 각종 카본 찌꺼기를 제거하니 엔진에 힘이 붙는 원리입니다.

• 차나 선박, 대형화물이 불안전 연소이다 보니 가속이 붙겠습니까?

• 차나 선박, 화물차 출력이 생기려면 완전연소가 되어야 하며 오일상태를 최적화 시켜야합니다.

• 자동차나 선박이 속도가 나지 않고 rpm만 올라가는 헛바퀴 회전축이 되는 것입니다.

• 미라클 액그린 을 넣으면 오히려 rpm은 내려가고 회전축이 제기능을 발휘하니 가속이 붙는 것 입니다.

• 엔진 구석구석 카본찌꺼기를 제거하니 엔진이 기적처럼 새 엔진으로 복원이 되니 파워가 생기는 원리입니다.

• 차량 및 선박이 불안전 연소시 매연이 발생하며 엔진이 덜덜덜 거리는 현상입니다.

• 계속하여 때가 쌓이니 옥탄가는 떨어 지는 것입니다.

• 그러나 미라클 액그린 을 넣는 순간 완전 연소가 되니 씨커멋던 매연이

즉시 사라지고 배기통에서 때론 하얀 연기로 때를 빼주며 깨끗한 무색연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 엔진이 쌩쌩하여 도로나 바다를 거침없이 질주 하는 것입니다.



 미라클은 -대형트럭, 선박, 포크레인, 군용트럭, 차량에 주입하시면 많은 효과를 봅니다.
연비절감, 출력증강 효과를 바로 느낄 것입니다.

평소 고속도로 주행할때 보다 - 미라클주입하시면 연비절감 15-20% 이상 절감됩니다.



국제유가 휘발유,경유,상승 보도자료

고유가 시대 연료절감,,,,UP



미라클을 주입하시고 - 고속도로를 주행하여 보세요
평소 고속도로를 주행하여 1리터에 15키로 주행하였다면 - 19키로 이상 가오니
반드시 미라클주입하시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면 연비절감, 출력증강 효과를 느낄것입니다.



미라클 액그린을 주입하면
눈에 뛰게 연비가 줄어듭니다.



미라클 액그린 주입 전 , 후 차량 및 선박 변화

미라클 액그린 주입 전

차량 및 선박 소음이 심하였다.
핸들 떨림이 심해졌다.

차량 및 선박이 예전 같지 않고 출력이 떨어져서 힘
이 없다.

차 및 선박이 엑셀은 세게 밟아도 RPM만 올라
가며 잘나가지가 않는다.

미라클 액그린 주입 후

차량 및 선박 소음이 새 차 및 새 선박 뽑을 때 처럼
조용하다.

핸들 떨림 이 감소된다.

차량 및 선박의 힘이 엄청나게 좋아 진것을 운전
자 본인이 느낀다.

차 및 선박 엑셀을 살짝만 밟아도 차및 선박이 잘
나간다.RPM은 줄어들고 차량및 선박속도는 향
상된다.

차 및 선박 시동이 예열 후 한참 만에 걸린다.

차량 및 선박이 초기 보다연료소비가 많아 진 것
을 느낀다.

새까만 매연이 가끔씩 있는듯 하다.

차량 및 선박 시동이 신차 나올 때 같이 바로 걸린다.

차량및 선박이 연소가 잘되니 유류비가 절감된
다.

매연이 현저히 감소되며 거의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
다. (특히 선박 매연 현저히 감소된다.



미라클주입한분들은 돈벌면서 운전하는 최고의 제품인것을 실감나게 아실것입니다.
특히 고속도로주행시 엄청난 연비절감으로하루 경비가 절약될것입니다.



더욱 효과를 보는 엔진

선박

대형트럭

버스



엔진성능 개선이 필요한곳?

• car

• 선박

• 탱크 및 트럭



미라클은 -대형트럭, 선박, 포크레인, 군용트럭, 차량에 주입하시면 엄청나게 효과를 봅니다.

평소 고속도로 주행할때 보다 - 미라클주입하시면 연비절감 15-20% 이상 절감됩니다.



평소 고속도로 주행시보다 연비절감, 출력증강 되는것을 확실히 느낄것입니다.
미라클 주입하고 반드시 고속도로를 주행해 보세요.
미라클주입은 돈벌면서 운전하는 최고의 제품인것을 실감나게 아실것입니다.





  미라클은 -대형트럭, 선박, 포크레인, 군용트럭, 차량에 주입하시면 엄청나게 효과를 봅니다.

평소 고속도로 주행할때 보다 - 미라클주입하시면 연비절감 15-20% 이상 절감됩니다.



미라클을 주입하시고 - 고속도로를 주행하여 보세요.
평소 고속도로를 주행하여 1리터에 15키로 주행하였다면 - 19키로 이상 가오니
반드시 미라클주입하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면 연비절감, 출력증강 효과를 바로 알것입니다.



미라클은 -대형트럭, 선박, 포크레인, 군용트럭, 차량에 주입하시면 엄청나게 효과를 봅니다.

평소 고속도로 주행할때 보다 - 미라클주입하시면 연비절감 15-20% 이상 절감됩니다.



발명자의 HISTORY

• 동유럽에서 사업을 하면서 미라클 (miracle)제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 독일(Berlin연구소)에 근무했던 핵물리학박사 James Oh로 부터 미라클을 전수받았습니다

• 당시 본인이 타던 자동차에 미라클 을 넣고 독일(Frankfurt)에서 ~~~~

• 오스트리아(Vienna)까지 수 차례 다니면서 미라클 을 TEST한 결과

• 연비향상, 출력증가, 소음감소, 매연감소가 확실히 되는 것을 확인하고 한국에 귀국하여

• “발명 특허등록”

• 독일 원천 기술에 국내 신기술을 접목한 Microrens Meter Treatment

• 변천사

• 1세대 ACT-GREEN (엔진 개선제)

• 2세대 ACT-ENGINE KING (엔진 개선제)

• 3세대 미라클 ACT- (엔진오일 성능개선제)

• 4새대 Miracle power-x (엔진오일 성능 개선제)

• 5세대 엔진왕골드 (오일성능개선제)

• 6세대 미라클연비왕(오일성능개선제)



         친환경 부분 수상



각종상패

  미라클을 주입하고 반드시 고속도로를 주행하십시요

평소 고속도로 주행시보다 연비절감, 출력증강되는 것을 바로 알게됩니다.





MILACLE 액그린 사용법

선박 및 대형트럭, 버스



  미라클은 -대형트럭, 선박, 포크레인, 군용트럭, 차량에 주입하시면 엄청나게 효과를 봅니다.
평소 고속도로 주행할때 보다 - 미라클주입하시면 연비절감,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주입 후 딱,,,30분 후에
   승용차,화물차 선박 등
        오토바이, 중장비,레미콘, 트럭

“출력이상승하며  
     

  “연비가 절감되며
        

  “매연이 감소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분입니다.





미라클을 주입하고 반드시 고속도로를 주행해 보십시요

평소 고속도로 주행시보다 연비절감, 출력증강 되는것을 확실히 느낄것입니다.



시험성적서





나라장터,벤처나라(조달청 등록 현황)



미라클을 주입하고 반드시 고속도로를 주행해 보십시요

평소 고속도로 주행시보다 연비절감, 출력증강 되는것을 확실히 느낄것입니다.



보도자료



                       
해외 수출 현황

• 2021년 2월 중국 푸싱화 그룹과 계약을 맺고 중국, 동남아 국가에 수출 및 공장을 설립하는 중에 있으며,

• 전 -세계 국가에수출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하노이)오토바이 매연12대100%실험합격 /오토바이 주입량50미리.

• 태국방콕에서 본사방문 미팅.

• 중국하북성 엔진오일성능개선제 수출

• 인도네시아 UP엔진오일성능 개선제 수출 선박, 승용차, 물류화물(TEST)

• 2019년1월 2월 4월 "중국수출, 하북성, 강소성

• 미안마정부, 한인회, CJ그룹, 현대,중고자동차ACT-green 80대실험

• (박기모회장) 러시아

• 미안마(yangon)몽골(블라디보스톡)엔진오일성능개선제 수출진행중.

• 중국상해(UP엔진오일성능개선제 MOU)미안마(rapido,Act-green)수출진행중

• 태국(라오스)엔진오일성능개선제(수출)

• 중남미, 인도,MOU체결

• 아프리카(우간다)MOU체결

•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키르스탄, 센플 (수출)

• 중앙아시아, (김회장) 카자흐스탄, 수출 및 지사 설립,





미라클을 주입하고 반드시 고속도로를 주행하십시요

평소 고속도로 주행시보다 연비절감 15-20% 절감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