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및디스플레이장비학회지 제8권 제4호(2009년 12월)
Journal of the Semiconductor & Display Equipment Technology, Vol. 8, No. 4. December 2009.

83

TRIZ를 활용한 클린룸용 저소음 및 저분진 케이블 이송 체인 시스템의 개발

김두진†·현동훈*·김영일*
†한신체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The Development of Cable Carrier Chain System with Low Noise
and Dust for Moving Stages in Cleanrooms using TRIZ

Du Jin Kim†, Dong Hoon Hyun* and Young Il Kim*
†Hanshin Chain, *Korea Polytechnic University

ABSTRACT

In this paper TRIZ was used to solve noise and dust reduction related to cable carrier chain system. On modern machines
in a clean room, the contradictions arose due to increase noise and dust for the high speed were eliminated with 40
principles and seperation rules. As the results, the sound pressure level of the new carrier chain system was reduced to
below 40 dB(A), and cleanroom classifications was satisfied with ISO class 4. In these successful results, TRIZ showed
its usefulness in solving the design problems even with severe constr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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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공장 자동화(FA)의 중요한 요소 부품인 케이블, 호

스(hose) 등을 보호하는 케이블 이송 체인의 소재는 금

속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금속

소재는 주로 강(steel)을 사용하고 있고 철강산업, 중공

업, 대형공작기계산업 등에 사용되며, 엔지니어링 플라

스틱은 전기전자 생산설비, 자동차 생산설비, 공작기계,

산업기계 분야 등 강에 비해 경량화를 요구하는 분야

에 부품이나 설비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현대 산업의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는 디스플레이

소자인 PDP, LCD, OLED 등을 생산하는 설비를 제조

하는 관련 업체에서는 특수한 성능을 가지는 케이블

보호 체인을 원하고 있다. 주로 디스플레이용 유리 판

넬을 이송할 때 사용되는 케이블 이송 체인은 유리 판

넬의 대형화에 따른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클린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이송 관련 부분의 저소

음 및 저분진 케이블 이송 체인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

러나 케이블 이송 체인이 고속 주행하는 과정에서 체

인 연결부의 마찰로 인한 소음과 굽힘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소음은 작업장의 정온한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

그리고 주행 중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케이블 체

인의 마찰과 마모 특성이 떨어질 뿐 만 아니라 구조적

으로 동적인 안전성과 신뢰성으로 인하여 고속주행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높은 소음발생에

따른 마찰과 마모는 분진을 야기하게 되어 클린룸에서

의 사용을 어렵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체인 시스템이 고속 주행에서도 저소

음 및 저분진 조건을 만족하도록 케이블 이송 체인의

링크 플레이트 결합 구조를 핀(pin)과 구멍(hole)으로

체결하는 방법에서 환형 캠 구조와 와이어(wire)를 사

용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였다. 

2. 케이블 이송 체인의 설계

2.1. 케이블 이송 체인의 구조

1953년 독일의 길버트 반니거(Gilbert Wanninger) 박

사는 케이블과 호스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시키는

동적 이송 시스템을 발명하였다. 이 동적 이송 시스템†E-mail : kimdujin@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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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계장치에서 움직이는 케이블과 호스를 가이드하

고 보호한다. 또한 케이블과 호스가 너무 급격히 굽히

는 것을 방지하고, 움직이면서 서로 얽히는 것을 방지

한다. 1953년 독일의 카벨슐레프(KabelSchlepp) 사에

서 처음 개발된 케이블 이송 체인의 고정개념은 핀과

구멍을 이용하여 각각의 링크판을 연결하도록 되어있

다. 한 개의 케이블 보호 체인은 Fig. 1에서와 같이 핀

과 구멍을 가진 좌우 대칭인 두 개의 링크판(link

plate)과 이것들을 연결하는 연결봉(bar)로 구성되어 있

다. 한쪽 링크판에 있는 핀은 이웃하는 체인의 링크판

의 구멍에 끼워져 서로 연결된다. 이렇게 연결된 케이

블 이송 체인은 연결봉을 열어 케이블이나 호스를 집

어 넣어 끝단금구를 이동 기구에 부착하여 사용한다.

2.2. 체인 시스템의 모순의 해결

겐리흐 알트슐러(Genrich S. Altshuller)는 1940년대

말에 첫째, 혁신 발명은 시스템이 가진 모순(contradic-

tion)을 극복한 결과이고, 둘째, 기술 시스템은 이상성

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셋째, 상위 시스템으

로 전이의 법칙과 리듬 조화의 법칙을 트리즈 연구에

서 제안하였다[1,2]. 

트리즈(TRIZ: Teoriya Reshniya Izobretate-lskikh

Zadatch)는 창의적 문제해결 이론(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이라는 뜻의 러시아어 약자이다. 이

이론은 1946년 러시아의 알트슐러 박사에 의하여 개발

되었다. 그는 과학기술의 발전 속에는 예측 가능한 유

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는 일정한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이다[2]. 

트리즈는 일종의 연산형식을 지닌 구체적이고 도식

화된 단계를 밝히는 이론으로 현재까지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여 오고 있다. 트리즈는 수십만 건의 특허 및 기

술 발전의 역사를 분석하여 문제해결 원리를 추출한 것

으로 체계화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이론이다. 트리즈

는 문제 해결자의 사고를 촉진하고 혁신을 위해 요구

되는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창의성이 높은 해결안을 도

출하거나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는데 유용하다[2-5].

알트슐러의 연구에 의하면 많은 기술적인 문제는 최

소한 한 가지 이상의 모순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모

순은 하나의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다른 시스템

의 특징을 손상시키는 상황을 말한다. 트리즈의 핵심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모순을 찾아 분석하면 해결책을 알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방

법을 사용하면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 수 있다. 이 경우

문제를 야기시킨 모순을 오히려 이용하여 문제를 본질

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 문제 해결 방법이 바

로 트리즈이다. 모순은 어떤 하나의 기술적인 변수가

서로 다른 값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모

순(물리적 모순)에 대해서는 분리원리를 해결책의 방

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중에서 실용성이 높은 4가지

분리원리는 시간에 의한 분리, 공간에 의한 분리, 전체

와 부분에 의한 분리 및 조건에 의한 분리이다[2]. 본

연구에서는 4가지의 분리원리 중 “부분과 전체의 분리”

를 이용하여 기존 체인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한 새로

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반도체 클린룸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에는 수많은

전선과 데이터 케이블, 호스 등이 있다. 체인 시스템은

케이블과 호스 등이 고속으로 이동할 때 이것들을 보

호하며 소음과 분진의 발생을 적게 하여야 한다. 그런

데 핀과 구멍으로 연결된 링크 구조를 가진 기존의 체

인 시스템은 속도가 증가하면 체인 시스템의 흔들림에

의해 안정성이 떨어지고, 구멍에 끼워진 핀의 회전에

따른 상대 접촉에 의한 소음과 분진의 발생도 증가하

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

여 트리즈의 “전체와 부분을 분리”하는 방법을 사용하

여 링크판을 핀과 구멍이 없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행 중 분진 및 소음이 발생하는 핀과

구멍을 제거하되 자체 수평지지 가능한 거리인 프리

스팬(freespan) 내에서는 처짐이 적어야 한다. 핀과 구

멍은 통상적으로 체인의 중심축을 지나며 케이블 이송

체인의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 부위이다. 따라서 링크판

의 핀과 구멍을 제거하며 프리 스팬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체결 방식의 구조를 필요로 한다.

핀과 구멍으로 연결된 구조를 회전운동 만을 하는

부위와 링크판들을 연결시키는 부위로 분리시켜 시스

템을 구성하였다. Fig. 2는 트리즈의 전체와 부분을 분

리하는 법칙을 이용하여 개선된 케이블 이송 체인을

보여준다. 하나의 링크판은 이웃하는 링크판과 와이어

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회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환

형 캠 구조를 하고 있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cable carrier chain systems
with a pin and a hole.



TRIZ를 활용한 클린룸용 저소음 및 저분진 케이블 이송 체인 시스템의 개발 85

Journal of KSDET Vol. 8, No. 4, 2009

2.3. 개선된 케이블 이송 체인 Racer® 구조

체인 시스템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한 Racer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구조로 설계되었다. 

링크판(Link Plate)에서 핀과 구멍을 제거하여 소음

과 분진을 줄이기 위한 환형 캠을 적용한다. 링크판 간

의 회전 운동은 환형 캠 구조로 하고, 두 링크판 간의

연결은 와이어로 하였다.

또한, 일정한 굽힘 반경(Bending Radius)과 프리 스

팬을 유지하도록 두 링크판과의 접촉을 위와 아래 두

곳에서 하도록 한다. 와이어가 링크판에서 이탈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링크판 중간 두 곳에 와이어 고정

을 위한 구멍을 추가한다.

연결봉(bar)으로 좌우 링크판을 체결하기 위하여 링

크판 위쪽과 아래쪽에 연결봉 고정핀을 세워둔다[6,

7]. 끝단 금구(End Bracket)는 케이블 보호 체인을 움

직이는 장비에 고정하기 위한 부품으로 체인, 케이블,

호스의 하중을 견디어야 하는 중요한 부품이다. 디바이

더(Divider)는 체인 내에서 케이블과 호스를 분리하여

호스의 피복 손상을 최소화 하고, 서로 꼬임이나 노이

즈 발생으로 인한 통신 및 전원 공급의 오류를 줄여

준다.

체인에서 핀과 구멍은 일정한 기장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이므로, 이 부위를 제거할 시 기장을 유지하는 새

로운 요소인 와이어를 삽입한다. 일정한 프리 스팬을

위하여 와이어를 삽입하여 처짐과 소음을 줄였다.

3. 이송 성능 시험

3.1. 소음 시험

소음 측정은 DIN EN ISO 3744:1995를 기준으로 하

였다[8,9]. 측정에 사용한 케이블 체인은 길이 2,100

mm, 높이 35 mm, 너비 83 mm, 굽힘 반경이 125 mm

인 Racer S-022이었다. 측정환경은 주위 온도가 25oC,

배경 노이즈 수준은 25dB(A) 이하이고, 바닥은 카펫이

깔려있다. 측정은 회의실에서 수행하였다. 이 방의 면

적은 측정 면적에 비해 매우 크다. 때문에 흡음 면적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측정결과에서 방의 영향은 무

시할 수 있다.

측정 장치는 Siuns사의 “Soundbook” Quattro G[10]

와 Brüel & Kjær 사의 Sound Calibrator Type 4321 을

사용하였다. Fig. 3은 소음 측정을 위해 사용한 시험

샘플과 측정 위치를 나타낸다. 측정 위치는 배경 소음

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표준 거리인 1.0 m보다는 다

르게 0.5 m 거리에 있는 변경된 영역 주위에 있다. 마

이크로폰과 케이블 체인 사이의 비표준 거리 0.5 m가

배경 소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시험

샘플을 바닥 위에 놓고 실제로 사용하는 것과 같이 수

동으로 말단 브라켓을 약 0.5 m/s의 속도로 이동시켜

측정을 수행하였다.

Fig. 2. Schematic diagram of new cable carrier chain systems. Fig. 3. Test sample and position of measuring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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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은 1 m인 표준 거리를 위해 계산된 값이고,

배경 소음을 제거한 값이다. SUM(A) 열에 있는 값은

A-가중치이고 다른 열에 있는 값들은 진동 가중치를

두지 않았다. 평균 수준인 “Average” 행은 다음 식과

같이 로그로 계산하였다.

Table 2는 샘플 5개의 측정결과를 보여준다. 

아래의 Table 3은 2000/14/EC[11] 기준에 따라 측정

한 결과를 계산한 것으로 와이어를 이용한 링크 구조

의 변경으로 개발한 Racer의 소음도는 39dB(A)를 기

록하였다.

3.2. 분진 발생 시험

모든 테스트는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측정센터인
IPA(Institut Produktionstechnik und Automa-tisierung)

에서 수행하였다. 소음 측정은 ISO 14644-1:2002[12]

에 따라 Class 1에서 실시하였다. 측정은 최초 공기 흐

름 속도 0.45 m/s, 실내 온도22oC, 상대습도 45%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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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alculated values of Sample 1 for the standard
distance of 1 m

Frequency 
[Hz]

MP1 
[dB]

MP2 
[dB]

MP3 
[dB]

MP4 
[dB]

Average 
[dB]

50 32.7 30.1 35.3 29.8 32.6

63 39.5 35.8 40.7 39.4 39.2

80 35.5 34.2 32.8 31.9 33.8

100 35.8 34.2 33.5 32.8 34.2

Table 2. Mean of all measuring points and five samples
for the standard distance of 1 m

Frequency
 [Hz]

Sample
1 [dB]

Sample
2 [dB]

Sample
3 [dB]

Sample
4 [dB]

Sample
5 [dB]

Average 
[dB]

50 32.6 28.4 32.0 28.8 30.5 30.7

63 39.2 34.4 41.4 39.2 36.5 38.8

80 33.8 27.6 30.4 32.7 31.7 31.7

100 34.2 28.1 29.2 31.4 30.5 31.2

125 29.1 25.3 27.2 28.4 27.6 27.7

160 27.9 23.5 24.3 27.7 25.3 26.1

200 26.8 22.5 21.8 25.4 24.6 24.6

250 24.9 21.1 21.7 24.0 24.9 23.6

315 25.9 22.6 22.3 25.2 26.1 24.7

400 25.4 22.5 21.8 24.4 25.0 24.0

500 24.6 22.2 22.0 22.2 24.2 23.2

630 22.0 19.9 19.3 19.7 21.2 20.5

800 21.4 18.5 18.1 18.5 18.8 19.2

1000 22.3 19.3 18.9 19.6 19.8 20.1

1250 23.3 20.8 20.2 20.9 21.4 21.5

1600 24.9 22.1 21.5 22.3 22.1 22.8

2000 29.6 27.6 27.0 25.3 27.8 27.4

2500 30.3 31.0 30.2 28.0 31.5 30.4

3150 24.5 25.9 25.6 22.4 26.2 26.1

4000 20.1 20.0 19.7 17.1 20.6 19.7

5000 18.4 18.0 18.2 15.1 17.9 17.7

6300 17.5 16.3 16.5 14.6 16.8 16.4

8000 16.8 15.8 16.2 14.2 16.2 15.9

10000 13.2 12.0 12.3 10.3 12.3 12.1

SUM 
(LIN)

43.4 39.6 43.3 42.2 41.5 42.2

SUM(A) 36.6 36.0 35.5 34.2 36.6 35.9

Table 3. The evaluation summary of the measurement
according to 2000/14/EC

Arithmetic mean of the LAeq 
(d=1.0 m (calculated))

35.9 dB

Product standard deviation Sn 1.0 dB

Estimated comparative standard deviation Sn 1.0 dB

Total standard deviation St 1.4 dB

Confidence level 95%

Quantity of samples 5

Coverage factor 2.132

Correction value K (K=Si) coverage factor 3.0

Sound pressure level LAeq (d=1.0m) 39 dB

Fig. 4. Photograph of the test se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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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작동 환경을 유지하였다.

체인의 이동 경로는 클린룸에서 공기 흐름의 방향에

따라 Fig. 4에서와 같이 수직으로 배열하였다. 그리고

구동 유니트와 체인 시스템은 공간적으로 분리시켜 상

호 오염을 줄였다.

Fig. 5는 발생하는 분진을 포집하는 위치 4 곳을 나

타내고 있다.

ISO 14644-1:2002의 기준에 근거하여 Table 4에서

와 같이 속도와 가속도를 각각 v1=0.5 m/s; a1=1.0 m/s2,

v2=1.2 m/s; a2=2.0 m/s2 , v3=2.0 m/s; a3=5.0 m/s2의 세

가지 조건으로 Racer의 주행 실험을 하여 0.5 µm 이하

의 분진의 수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 Table 5에서와 같

이 ISO Class 4를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

3.3. 프리 스팬 시험 및 수명 시험

프리 스팬(free span)은 케이블 보호 체인 내에 케이

블과 호스를 포설하였을 경우 수평을 유지하여 견디어

낼 수 있는 최대 허용 하중이다. Fig. 6은 체인의 폭이

80 mm이고 프리 스팬 길이가 1.3 m 일때 최대 허용 하

중을 시험하는 사진이고, Table 6는 개발한 Racer의 측

Fig. 5. Position of measuring points MP01 to MP04 for the
airborne particle emission measurements on Racer
S-22.

Table 4. Test Parameters and resulting stress values

　

v1=0.5 m/s v2=1.2 m/s v3=2 m/s

phase of action 1 2. 1 2 1 2

path of travel [m] 0.82 0.82 0.82 0.82 0.82 0.82 

acceleration [m/s'] 1.00 1.00 2.00 2.00 5.00 5.00 

deceleration [m/s'] 1.00 1.00 2.00 2.00 5.00 5.00 

speed v [m/s] 0.50 0.50 1.20 1.20 2.00 2.00 

resulting travel with 
speed v [m]

0.57 0.57 0.10 0.10 0.02 0.02 

time required [s] 2.1 2.1 1.3 1.3 0.8 0.8

total path of travel [m] 1149.0 1915.1 3034.1 

time of cycle [s] 4.3 2.6 1.6

number of cycle per 100 
minutes

1404 2340 3707

Table 5. Classification and statistical certainty of Racer
When operated at a velocity of v3=2.0 m/s; all measuring
points

Statistical parameters 
Measuring point 

MP01 MP02 MP03 MP04 

Mean values for the 
detection size 
[particles/cft] 

0.2 µm 1.9 1.2 0.1 0.4

0.3 µm 1.1 0.8 0 0.2

0.5 µm 0.5 0.4 0.0 0.0 

5.0 µm 0.0 0.0 0.0 0.0 

Standard deviation 
for the detection size 

[particles/cft] 

0.2 µm 1.4 1.1 0.3 0.7 

0.3 µm 1.0 1.0 0.2 0.5 

0.5 µm 0.7 0.7 0.0 0.2 

5.0 µm 0.0 0.2 0.0 0.0 

Air cleanliness class
 [DIN EN ISO 14644-1] 

4 4 2 3 

Limiting values of 
particles in 

corresponding air 
cleanliness class for 
the detection size 

[particles/cft] 

0.2 µm 67 67 1 7 

0.3 µm 29 29 0 3 

0.5 µm 10 10 0 0 

5.0 µm 0 0 0 0 

Probability of 
exceeding limiting 

values for the 
detection size [%] 

0.2 µm <0.1 <0.1 0.5 <0.1 

0.3 µm <0.1 <0.1 3.9 <0.1 

0.5 µm <0.1 <0.1 <0.1 <0.1 

5.0 µm <0.1 3.0 <0.1 <0.1 

Statistical certainty of 
keeping within the required 
limiting value for the given 

air cleanliness class [%] 

>99.9 97.0 96.1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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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결과이다.

KS B 7069:2002[13]의 기준에 따라 체인 시스템의

한쪽 끝을 고정시키고 다른 한쪽 끝을 이송시킬 수 있

도록 하여 체인 내부 공간에 31.36 N/m의 최대 사용하

중의 70%를 KS C3328(600V 비닐 절연 전선)에 규정

하는 전선을 채우고, 최대 이동 속도를 1 m/s으로 하고

왕복 이송 거리는 1 m로 하여 1.0×106 Cycle까지 수명

시험을 실시하여 고장 없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모순을 해결하는 트리즈의 4

가지 분리원리 중 “전체와 부분의 분리”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케이블 이송체인의 연결 부위를 분

리하여 기존의 핀과 구멍으로 구성된 링크 체인의 구

조를 회전 운동을 가능하게 환형구조로 링크판을 연결

하고, 와이어를 이용하여 전체 링크판들을 연결하는 구

조로 변경한 케이블 이송 체인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다음은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첫째, 케이블 이송 체인의 소음 저감을 위한 체인 연

결 구조를 트리즈를 이용하여 와이어를 사용하는 것으

로 변경하여 소음을 40dB(A)이하로 낮출 수 있었다.

둘째, 체인 연결 부위가 고속 주행 중 발생하는 마모

에 따른 분진 발생을 ISO Class 4를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

셋째, 케이블 이송 시스템의 체인 연결 구조의근본

적인 재설계로 프리 스팬 기준을 만족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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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hotograph of the test for loading.

Table 6. Maximum load for sustaining a free span of cable
carrier chain systems, Racer

Name
Pitch 
(mm)

Radius of Curve
(mm)

Width
(mm)

Maximum 
load [kg]

S-015 15 37, 50, 75, 100 20~110 5

S-022 22 55, 75, 90, 110 60~140 12

S-033 33 75, 90, 120, 150 60~140 19

S-044 44 100, 120, 150, 200 100~295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