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A Logis사는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CoGri Group의 연혁
1987: 영국 Gelpack의 삼방향지게차용 물류창고 바닥에 대한 디자인 및 시공에 관여함

1. 우리는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 LGA Logis는 영국 CoGri그룹의

1989: Concrete Grinding Ltd를 설립함

일원이며 산업용 콘크리트바닥에 대한 디자인, 시공 및 업그레이드와 관련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1992년에 첫번째 프로젝트 완료함
1990:‘ Laser GrinderⓇ ’

하여 2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에 대한 전세계적인 특허를 획득하게 됨
1992:‘ Laser Grinder Ⓡ ’

2. 우리는 귀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LGA Logis는
귀사의 바닥과 관련한 문제를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당사가 소
속된 그룹사는 전문 엔지니어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Safe Design을 공급
하고 있습니다. LGA Logis는 콘크리트 작업 시 정확한 품질관리를 위하
여 자격증을 갖춘 엔지니어를 현장에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사에
믿음과 신뢰를 주고자 합니다.

3. 우리는 귀사가 요구하는 품질을 만족시켜 드립니다. - 지난 20여년 간 초
평탄 콘크리트 바닥 시공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는 달성 가능한 평
탄도 수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공한 모든 바닥은 독립된 검수
회사로부터 최신의 시험장비를 통하여 검수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귀사에
서 당사가 필요로 하는 작업환경을 제공하여 준다면, 당사는 귀사가 필요
로 하는 바닥의 품질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4.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 우리는 에폭시, 미장, 방수, 혹은 물류설비업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문콘크리트바닥 회사 입니다.

5. 우리는 정직합니다. - LGA Logis는 마술과 같은 재료나 귀사에서 필요로
하지 않은 재료를 판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귀사 바닥과 관련한
어떤 위험한 시도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공법은 시장에서 입증된

Solution입니다.
6. 우리는 유연합니다. - 당사는 귀사의 시방에 맞는 다양한 Solution을 제
공하여 드립니다. LGA Logis는 전세계를 통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Solution Provider입니다.
7. 우리는 귀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주요 경영진은 물류사업분야
에서 참여한 인원입니다. 우리는 귀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하고 있습니
다.
8. 우리는 파트너입니다. - CoGri그룹은 전세계적으로 2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당사가 지속적으로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귀사
의 바닥에 당사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하자가 있다면 당사는 언제든지 이
를 보수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바닥공법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귀사의 관심과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당사는 귀사의 예
산과 필요한 품질요구사항에 가장 적합한 최상의 Solution을 제공할 것입
니다.

당사는‘Your Quality Flooring Partner’입니다.

1993: 싱가폴 Ceba Geigy 에서 ‘ Laser Grinder Ⓡ ’를 사용하여 TR-34 기준
‘Category1’프로젝트를 수행함
1994: 싱가폴에 Concrete Grinding (Asia Pacific) Pte Ltd를 설립함
1996: Concrete Grinding 그룹은 한국에서 3M Korea 삼방향지게차용 물류창고 신축
시 Fmin 100 (Superflat) 평탄도 바닥공사에 대한 컨설팅 및 현장감독을 수행함

1998: 아시아지역에 대한 사업확대를 위하여 Laser Grinder Asia Ltd를 싱가폴에
설립함

2000: 싱가폴의 주요 제약회사 바닥(면적 10,000m2)을 초평탄바닥평탄도(Fmin
100/Superflat)로 시공함
2001: LGA 사와 한국 파트너사가 한국암웨이 삼방향물류창고 바닥을 TR-34 의
‘Category1’평탄도로 시공함
2003: LGA사와 한국 파트너사는 충남 아산의 현대모비스 6,700 ㎡ S.O.G물류창고
바닥을 시공함. 바닥은 Face Consultants사에서 검수한 결과, 모든 바닥이
TR-34기준 Category 1을 통과하였으며, 95%지역은 'Superflat'평탄도를 만족
하였음
가 상표등록됨
2004:‘Laser Grinder Ⓡ ’

2005: LGA사는 S-240 레이져스크리드 장비를 사용하여 BMW Korea 14,000 ㎡
S.O.G바닥공사를 수행하였으며, 바닥평탄도는 DIN 18202, Table 3, Group 4
였음

2006: LGA사 및 한국 파트너사는 국내 바닥시장에 보다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하여 LGA Logis Co Ltd를 설립함
2007: Concrete Grinding Group 은 CoGri Group 으로 Re Brand 및 Re
Name을 하여 산업용 바닥시장에 보다 우수한 품질 및 기술을 제공함
2008: LGA Logis 사는 국내에서 최초로 보람제약 물류창고 바닥을 TR-34
'Superflat'시방에 만족하도록 시공함
2008: LGA Logis사는 국내에서 최초로 일진전기 인천공장 바닥을 Steel Fiber만을
사용하는 Slab On Piles구조로 시공함

2009: CoGri Asia사는 말레이시아에 테스코 물류창고 50,000㎡ 바닥을 Steel
Fiber만을 사용하는 Slab On Piles구조로 시공함

•The Future of the CoGri Group
•1993년 이후, CoGri Group은 아시아지역에서 물류창고 바닥시공 및 보수공사를
하고 있으며, 이에는 한국, 싱가폴,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호주 및 필리핀을
포함합니다.
•전세계적으로 14대의 레이져그라인더 장비를 운영중에 있으며, 각각 CoGri Group
본사인 영국 및 유럽, 싱가폴, 한국 및 미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영국, 싱가폴, 한국, 두바이, 말레이시아외에도 CoGri Group은 대리점 및 지점을 독
일, 프랑스, 스페인, 스칸디나비아, 이탈리아, 그리스,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벨기
에, 네덜란드 및 미국에 두고 있습니다.
•CoGri Group은 전세계적으로 100여명 이상의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20여년 이상의 산업용 바닥에 대한 전세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Concrete Flooring Solutions...

“Your

Quality
Flooring Partner”
www.lga-logis.com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46번지 센트럴프라자 8층 813호

www.lga-logis.com

Tel. 031-813-8411 Fax. 031-813-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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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ists in Concrete Flooring
초평탄 노출콘크리트

>>The LGA Logis ‘Large Pour’ Flooring Solutions

>>The LGA Logis ‘Superflat’ Flooring Solutions

>>The LGA Logis ‘Special’ Flooring Solutions

LP-SOG (Large Pour Slab on Grade)

SF-LG (Superflat Laser Grinding)

TP-FS (Topping Slab Floor System)

만약 지질조건이 양호한 경우 일반적인 Reinforcement를 사용한 S.O.G 적용이 가능하며 가장 경제적인 콘크리트 바닥공법입니다.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은 조인트의 Lay Out 및 시공을 통하여 관리를 하게 되며 크랙의 위험을 최소화 하게 됩니다. 2 차
Reinforcement는 주로 Steel Fabric(즉, Weld Mesh) 혹은 20~30 kg/m3의 Steel Fiber를 사용합니다.
당사의 S-240 레이져스크리드를 사용하여 하루에 최대 2,000m2의 면적을 시공할 수 있으며 바닥은 Power Trowel을 통하여 강한
내구성의 Burnished 마감을 하게 됩니다. 당사의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를 통하여 바닥의 평탄도는 TR-34기준‘FM2 Special’
이가
등급을 만족하게 됩니다.
능하며, 마모저항도는 표면강화제 혹은 Dry Shake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BS 8204의‘AR1’및‘Special’

기존 물류창고를 삼방향지게차용 물류창고로 변경하여야 합니까? 또한 현재 바닥의 평탄도가 불량하여 이를 개선하여야 합니까? 그렇
다면 바닥을 그라인딩하세요. 당사의 특허품인 Laser GrinderⓇ는 그동안 품질이 검증된 시스템이며, 동시에 고객이 원하는 평탄도 확
보를 보장합니다. 또한 다른 에폭시 혹은 Overlay 제품과 달리 한번 시공으로 영구적인 품질을 보장합니다. Laser GrinderⓇ로 시공
된 바닥은 기존 바닥면의 파손, 박리현상, Blister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번에 1개의 통로씩만 시공하게 되며, 그라인딩 작업이 끝
난 후 즉시 바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Laser GrinderⓇ는 삼방향지게차의 바퀴별 주행위치에 대한 그라인딩 혹은 최대의 유연성 확
보를 위한 방법으로 통로 전체면적에 대한 그라인딩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CoGri 그룹은 아시아지역에서만 1993년 이
후 25,000m 이상의 심방향지게차용 바닥통로를 Upgrading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조슬라브에 대한 디자인 및 시공기간이 우수한 평탄도를 만족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Topping Slab가 대안이 됩니다. Full
Mechanical Bond 혹은 Unbonded 시스템을 통하여 시공하게 되며 Topping 바닥두께는 최소 75mm 이상으로 시공하게 됩니
다. Topping Slab를 통하여 완성된 바닥의 평탄도는 각각 Free Movement 지역 혹은 삼방향지게차용 바닥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공됩니다. 당사의 Topping Slab를 이용한 전세계 고객 리스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JF-SOG (Joint Free Slab on Grade)

SF-FT (Superflat Fast-Track Cast-Grind)

당사의 Joint Free SOG 공법은 최소한의 조인트를 유지하면서 최대한의 내구성 확보를 원하는 고객을 위하여 제공되는 Premium 바
닥공법입니다. 최소한의 조인트는 최소한의 바닥유지관리비용을 의미합니다. 35~45 kg/m3의 Steel Fiber를 사용하여 건조수축에 의해
발생하는 크랙 및 그 폭을 Control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Saw Cut 조인트가 없는 최대 2,000m2 면적의 바닥이 하루에 완성됩니다.
당사의 Joint Free SOG를 통하여 고객은 조인트의 Curling 및 Load Transfer 부재에 대한 하자위험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무거운 하중의 적재가 가능하며 동시에 우수한 평탄도를 갖춘 바닥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표면의 Steel Fiber 노출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Automated Topping Spreader에 의한 Dry Shake 마감이 필요합니다. 이는 정확한 Dry Shake 양을 정확한 면적
에 투입하여 기능면에서 우수하고 하자가 없는 바닥을 시공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만약 짧은 공사기간, 대단위 면적의 바닥 시공, 초평탄바닥 등 바닥에 대한 모든 것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면? 당사의 레이져스크
리드와 레이져 그라인더를 함께 이용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바닥업체도 제공할 수 없는 독특한 공법입니다.
지붕 및 벽체가 완공된 후, 당사의 레이져스크리드를 이용하여 SOG 바닥을 하루에 1,500m2이상 TR34기준‘ FM2’
의 평탄도에 만
족하도록 시공할 수 있습니다. 이후 통로바닥은 당사의 특허시스템을 통하여 그라인딩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전체 건축기간을 상당부
분 단축할 수 있습니다.

SR-SOP (Steel Fiber Reinforced Slab on Piles)

SF-LS (Superflat Long Strip)

만약, 연약한 지질에 레이져스크리드바닥이 갖는 장점을 원한다면 Steel Fiber Reinforced Slab on Piles 공법이 있습니다. 유럽에
서 제작한 고인장강도(1,475N/mm3)의 Steel Fiber를 사용하며, 파일간격이 3.0 x 3.0 ~ 5.0 x 5.0m 범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바닥에 추가적인 철근은 필요치 않습니다.
당사의 SOP 디자인은 Full Scale로 시험을 하였으며 본 공법은 전세계적으로 1990년도 초부터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당사
에서는 SOP에 대한 모든 디자인 및 제 3의 구조기술사를 통한 구조에 대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디자인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그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질이 연약한 경우에도 당사의 SOP 공법을 통하여, 안전하면서 Fast-track을 보장하는 최
신바닥공법을 경험하세요.

Long Strip은 삼방향지게차를 사용하는 물류창고의 바닥을 초평탄노출콘크리트로 마감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전통 공법이며, 바닥평탄
도는 영국 TR34기준‘ Superflat ’
및 ASTM E1155의 Fmin 100 기준을 만족시킵니다. 바닥의‘Grinding’
과 같은 추가 보수작업
없이는 어떠한 일반 바닥타설 기법도 Long Strip 공법의‘초평탄바닥’
과 같은 품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귀사가 충분한 예산과
시간을 가지고 삼방향지게차용 물류창고에 초평탄바닥을 원하는 경우 LGA Long Strip을 선택하세요. - 신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
공합니다.

PS-FS (Pump Screed Floor System)
작업장, 공장 및 일반적인 물류창고 바닥을 짧은 기간동안에 Upgrade하여야 한다면 당사의 펌프스크리드를 제안합니다. 시공 후 표
면은 내구성 및 강한 마모저항도를 갖추게 됩니다. 최소 7mm 두께로 하루에 1,000m2 면적을 시공할 수 있습니다. 매우 빠른 양생
을 통하여 Pump Screed는 구조적인 Screed(30 N/mm2)역할을 하게 되며 시공 후 24시간내에 지게차 등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Pump Screed는 노출로 마감을 하거나 에폭시 등을 추가 시공하여 색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색상을 적용하기 원하는 경우에
는 Pump Screed 자체에 동일한 Colour를 갖춘 Pigment를 혼합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Pump Screed 표면이 마모
되었을 때, 동일한 색상질감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Pigment 펌프스크리드 또한 투명 Sealer를 통한 마감이 가능하며 이는 주로
Architectural 마감공법에 사용합니다.

CS-FS (Cold Store Floor System)
온도가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냉동창고 바닥시공은 매우 특수한 작업영역입니다. 당사 그룹사의 경험 및 기술력을 통하여 당사는
냉동창고 바닥에 대한 디자인, 시방, 계획, 시공 및 검수까지를 포함한 Total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공전 계획은 매우 중요하기에 초기단계부터 고객, 설계사무소, 당사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특히 구조적인 접근, 단열
재에 대한 선정, 시공, 마감슬라브 및 조인트실런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사의‘Copperhead’
를 사용한 마감슬라브 시공은
고평탄도 마감 및 단열재에 대한 파손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AC-FS (Architectural Concrete Floor System)
콘크리트 바닥을 통하여 조금은 다른 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당사의 Architectural Coloured Concrete Flooring Solution에 그
답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경제적이며, 자연적이고 매우 다양한 곳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Polished Concrete, 칼라콘크리트, 골재를
노출한 마감기법, 에칭 및 스테인 콘크리트. Dry Shake를 적용한 색상콘크리트 등 매우 광범위합니다. 당사와 함께 귀사에서 필요로
하는 독특하며 화려한 콘크리트 바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강하며, 내구성을 갖추었으며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