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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Gri Group은 삼방향지게차용 바닥을 Upgrading하는 전세계
선도기업이다.

2. Laser GrinderⓇ공법은 1992년부터 전세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품질
이입증된공법이다.

3. Laser GrinderⓇ공법을 통하여 1993년부터 현재까지 아시아지역에서
만삼방향지게차용통로를총 30,000 m 이상Upgrading하고있다.

4. Laser GrinderⓇ공법을 통하여 국내에서만 1998년 이후 5,000 m이
상의삼방향지게차용통로를Upgrading하고있다.

5. 국내의 대표적인 적용업체는 다음과 같다: Hafele, 문화유통, 신동방,
GNB, 금호타이어, BAT (British American Tobacco) 및
LG Display.

6. Laser GrinderⓇ장비를 국내에 보유하고 있다. 대규모공사의 경우에
는 장비를 싱가폴에서 추가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긴급한 시공이 요구

되는경우에도언제나작업기술자가대기하고있다.

7. Laser GrinderⓇ공법을 통하여 바닥평탄도를 UK TR-34, ASTM
E1155 및 DIN 15185 시방까지 만족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공사
후확보할수있는바닥평탄도에대한보증서를제출할수있다.

8. Laser GrinderⓇ장비는 운영중인 물류창고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제
작되었다. 작업공정은 빠르고, 청결하기 때문에, 창고운영에 최소한의 간섭

만을주게된다.

9. 완성 후 노출콘크리트 바닥마감은 (표면을 Topping하는 공법과 달리)
향후유지관리가필요없게된다. 

10. Laser GrinderⓇ공법은 경제적인 Wheel Track Grinding 혹
은 모든 지게차를 사용할 수 있는Whole Aisle Grinding공법 등
이있다.

•귀사의삼방향지게차용바닥을 Upgrading하기위하여
Laser GrinderⓇ공법을 적용하는 10가지 이유

‘Large Pour’ Flooring Solutions
LP-SOG (Large Pour Slab on Grade)

JF-SOG (Joint Free Slab on Grade)
SR-SOP (Steel Fiber Reinforced Slab on Piles)

‘Superflat’ Flooring Solutions
SF-LG (Superflat Laser Grinding)

SF-FT (Superflat Fast-Track Cast-Grind)
SF-LS (Superflat Long Strip)

‘Special’ Flooring Solutions
TP-FS (Topping Slab Floor System)
PS-FS (Pump Screed Floor System)

CS-FS (Cold Store Floor System)
AC-FS (Architectural Concrete Floor System)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46번지 센트럴프라자 8층 813호
Tel. 031-813-8411 Fax. 031-813-8416

E-mail. info@lga-logis.com

Specialists in Superflat Floor Grinding
초평탄 바닥그라인딩



Wheel Track Grinding▲
The Laser GrinderⓇ Process

Static Lean Table

랙에 가이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레일과 15mm 간격까지

그라인딩이 가능하다. 가이드레일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당사에서 임시

로 설치한 가이드레일을 사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그라인딩 작업이

가능하다.

바닥을 연마한 지역에 와이어가이던스 라인을 설치하여 장비, 바닥 및

가이드시스템의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다. 가운데 바퀴 지역에 기존

설치되어있는와이어가이던스 전선은그라인딩후재시공한다.

그라인딩작업은 랙이 설치된 후 혹은 설치전에 시공할 수 있으며, 화물

이 적재되어 있는 기존 물류창고 혹은 신축중인 물류창고에 적용가능

하다.

위 사항은Whole Aisle Width Grinding 공법에도같이적용된다.

최소요구사항으로, 시방에서 요구하는 3 Wheel 삼방향지게차용 바닥평
탄도를 그라인딩하는 경우에는 지게차 Load Wheel (전면바퀴)에 대한
Upgrading이 필요하다. 만약 3개 바퀴주행면에 대하여 모두 그라인딩하
는 경우에는 보다 빠른 장비주행 및 안전하게 파렛트 입출고 속도를 향상
시킬수있다.

4 Wheel 삼방향지게차용 바닥을 그라인딩 하는 경우에는 4개의 바퀴가

모두그라인딩한면에포함될수있도록작업한다.

Laser Grinder장비를 사용하면, 2개 혹은 3개의 바퀴주행면에 대한 그

라인딩작업을 통하여 쉽게 요구하는 바닥평탄도를 완성할 수 있다. 왼쪽

및 오른쪽 주행 바퀴면은 동시에 그라인딩처리하며, 가운데 바퀴면은 2차

로 그라인딩처리한다.

그라인딩면의 폭은 300mm 혹은 380mm이며 이는 지게차의 바퀴폭에

좌우된다. 이보다 폭을 넓히고 싶으면, 그라인딩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그라인딩한 모든 폭은 동일하게 평탄하며, 지게차의 바퀴가 주행하는데

안전하도록충분한폭을보장한다.

Laser GrindingⓇ vs Manual Grinding?

삼방향지게차의 바퀴재질은단단한 Polypropylene소재이
기 때문에지게차바퀴가접하는바닥폭이모두동일하게
평탄하여야한다.

일반적인 수동 그라인딩장비는 바퀴폭을따라, 오목하게 혹
은‘Dished’하게 면을형성할수있다. 바닥표면이 오목한
경우바퀴가정확히면에접할수없으며주행중옆으로 쏠
림현상이발생할수있다. 특히 와이어가이던스지게차의 경
우에는라인을이탈할수있으며, 가이드레일을 사용하는 경
우에는과도하게레일에충격을줄수있다.

Laser Grinder장비의 Diamond Blade는 그라인딩하는 지
게차바퀴폭넓이를모두동일하게평탄하게유지한다.

Laser Grinder는 운영중인물류창고에서작업이가능하도록특별하게제
작되었기 때문에 고객의 창고운영에 거의 지장을 주지 않는다. 습식, 진공
그라인딩 시스템은 먼지발생을 최소화하며, 작업환경이 청결하기 때문에
식품, 제약창고에서도화물이랙에적재된상태에서작업이가능하다.

정밀한 레벨기를 사용하여 기존 바퀴면의 레벨을 확인한 후 Laser
Grinder 작업이 가능하도록 새로운바닥 Profile을 설계한다.

Laser Grinder장비를 사용하여 통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평탄도를
그라인딩하지 않는다. 이는 과도한 그라인딩 깊이를 피하고 통로 출입구
지역에 '턱'을 만들지 않기위함이다.

Laser Grinding 작업은 요구되는 바닥평탄도를 만족하는 조건에서 적정
한 경사각도로 바닥을 그라인딩하게 된다. 가능하면 최소 깊이로 그라인
딩하여고객에게최대한의효율성을주게된다. 

때로는 일부 평탄도 불량인 지역만 그라인딩하여 바닥의 평탄도를 원하
는 시방에 겨우 만족하도록 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접
근법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이는 바닥의 평탄도만이 아니라 고객이 만
족할수있는바닥을완성하도록 최대한노력하고자하기때문이다. 

4Wheels

3Wheels

M
anual Gringing

Laser Gringing

Whole Aisle Width Grinding
Laser GrinderⓇ를 사용하여 지게차 통로면 모두를 그라인딩할 수 있다. 통로를 따
라서 2~3회 추가로 폭을 넓혀서 그라인딩함으로써, 여러형태의 다양한 바퀴의 지
게차를사용할수있는바닥평탄도를 완성한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Wheel Track / 바퀴폭’그라인딩에 비하여 고객이 현재
및미래에지게차를선택하는데유연성을 주게된다.

바닥평탄도시방

Laser GrinderⓇ 작업을 통하여 아래의 Defined Movement 바닥평탄도 시방을
만족할수있다.

•UK Concrete Society TR34
•DIN 15185
•Fmin

마감처리

작업 후 바닥면은 여러형태의 마감재를 사용하여 Seal
혹은 색상을 표현하는코팅이가능하다.

Profileograph Surveys
Face Consultants사를 통하여 기존 바닥 및 작업 후 바닥에 대한 Digital 
Profileograph 검수가 가능하다. 검수자료는 작업 전 및 작업 후의 바닥평탄도 수
준을그래프로표현하여명확히개선효과를 보여줄수있다.

검수를 통하여 현재모든바닥평탄도시방에대한합격여부를확인할수있다.

•UK Concrete Society TR34
•DIN 15185
•Fmin

초평탄바닥평탄도는

삼방향지게차를

사용하는데있어서, 

안전성및생산성을

보장하는필수조건이다. 

아래에표현된 Static Lean

Table은 지게차가인상높이에

따라기울어지는거리를

표현하여준다.

아래 테이블은 지게차의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게차가 움직이거나 주행
할 경우 지게차의 흔들림이 발생하여 그 기울기가 아래 값의 3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지게차의 Load Wheel 중심간의 거리는 1.2m로 추정하였습니다.

Defined WHEEL TRACK GRINDING for VNA forklift trucks FLATNESS IS IMPORTANT >  speed  >  safety  >  efficiency  >  reduced maintenance... Upgrading VNA warehouse floors the world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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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le Aisle Width Grin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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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삼방향지게차 좌우측 바퀴 레벨 편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