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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서는 탄성 코어와, 상기 코어를 피복하여 표면에 250 내지 370개의 딤플을 구비한 폴리우레탄계 열가소성 엘라

스토머를 주 재료로 한 커버와, 이들 사이에 배치된 적어도 1층의 중간층을 구비하는 골프 볼에 있어서, 상기 코어의 중심

부보다도 외표면부가 경성이고, 그 경도차가 JIS-C 경도로 15 내지 30의 범위를 갖고, 상기 탄성 코어에 98 N(10 kgf) 하

중을 인가한 상태로부터 1275 N(130 kgf) 하중을 증가시켰을 때에 발생하는 왜곡량이 1.8 내지 4.0 ㎜인 동시에, 상기 중

간층의 쇼어 D 경도가 55 내지 75이고, 커버의 쇼어 D 경도가 30 내지 58이고, 딤플의 모서리부 위치에 있어서의 윤곽 길

이가 7 내지 20 ㎜의 범위를 갖는 딤플을 5 종류 이상 조합하여 사용하고, 또한 딤플의 총용적이 400 내지 700 ㎣, 볼의 표

면 전체에 대한 딤플의 표면 점유율이 79 ％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함으로써, 비행 성능이 우수한 골프 볼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수지 커버, 딤플, 탄성 코어, 클럽, 드라이버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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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관한 골프 볼의 표면을 도시한 평면도.

도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관한 골프 볼의 내부 구조(3층 구조)를 도시한 단면도.

도3은 비교예의 골프 볼의 표면을 도시한 평면도.

도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관한 골프 볼의 내부 구조(4층 구조)를 도시한 단면도.

도5는 본 발명에 있어서의 딤플의 확대 단면도.

도6은 코어 중심으로부터의 소정 거리와 경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

도7은 비행 중인 골프 볼의 양력과 항력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설명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탄성 코어

2 : 수지 커버

3 : 중간층

10 : 중심부

11 : 외측

Dn : 딤플

G : 볼

w : 벽면

m : 경계 위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탄성 솔리드 코어, 수지 커버 및 이들 사이에 적어도 1층의 중간층을 배치한 멀티피스 골프 볼에 관한 것이다.

종래부터, 솔리드 골프 볼에 있어서는, 타감과 제어성(그린 상에서 타구가 잘 멈춤)을 좋게 하기 위해 비교적 고스핀 조건

(예를 들어, 드라이버에 의한 타구의 백스핀이 3000 rpm 전후의 조건)하에 있어서 코어 또는 커버의 경도 등의 물성에 대

해 최적화가 행해져 왔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그 후, 골프 볼은 저스핀 및 고타출 각도로 타격하면 비거리가 신장하는 것이 알려지는 데 이르렀다. 이로 인해, 최

근에는 볼, 클럽 등의 골프 용구의 진보에 의해 드라이버 등의 거리를 내는 클럽에 의한 타구의 백스핀이 2000 rpm 이하라

는 현상도 드물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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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저스핀 조건에서는 타구의 항력 계수가 작아져 비거리의 증가에 작용하지만, 종래, 볼에 이용된 딤플에서는 탄

도의 최고점 이후의 저속도 영역에 있어서 양력 부족에 기인하는 드롭에 의해 비거리가 감소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본 발명은 상기 사정에 비추어 이루어진 것으로, 볼 구조와 딤플의 구조ㆍ배치를 적정화함으로써, 저스핀 영역에 있어서도

양력을 잃어버리기 어려워 비거리를 유리하게 신장시킬 수 있는 골프 볼을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자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의 검토를 되풀이한 결과, 탄성 솔리드 코어를 표면에 딤플을 구비한 수지 커버

로 피복하여, 이들 코어와 커버 사이에 적어도 1층의 중간층을 배치하여 이루어지는 멀티피스 골프 볼에 있어서, 상기 코

어의 전체 경도, 경도 분포, 상기 중간층의 경도 및 상기 커버의 경도의 관계를 적정화시키는 동시에, 딤플의 모서리부 위

치에 있어서의 윤곽 길이가 비교적 긴 딤플을 여러 종류 조합하여 볼의 표면에 밀도 높게 배치하고, 동시에 딤플의 총용적

을 적정화함으로써 타구의 비행 성능이 더욱 향상되고, 아마추어ㆍ프로에 관계없이 골프 플레이어에 의해 비거리를 유리

하게 신장시키는 것을 지견하여 본 발명을 이루는 데 이른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하기의 골프 볼을 제공한다.

〔1〕탄성 코어와, 상기 코어를 피복하여 표면에 250 내지 370개의 딤플을 구비한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 재료로 한 커버

와, 이들 사이에 배치된 적어도 1층의 중간층을 구비하는 골프 볼에 있어서, 상기 코어의 중심부보다도 외표면부가 경성

(hard)으로 형성되어 이루어지고, 그 경도차가 JIS-C 경도로 15 내지 30의 범위를 갖고, 상기 탄성 코어에 98 N(10 kgf)

하중을 인가한 상태로부터 1275 N(130 kgf) 하중을 증가시켰을 때에 생기는 왜곡량이 1.8 내지 4.0 ㎜인 동시에, 상기 중

간층의 쇼어 D 경도가 55 내지 75이고, 커버의 쇼어 D 경도가 30 내지 58이고, 딤플의 모서리부 위치에 있어서의 윤곽 길

이가 7 내지 20 ㎜인 범위를 갖는 딤플이 5 종류 이상 조합하여 사용되어 이루어지고, 또한 딤플의 총용적이 400 내지 700

㎣, 볼의 표면 전체에 대한 딤플의 표면 점유율이 79 ％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볼.

〔2〕상기 코어 중심부의 JIS-C 경도가 57 내지 67이고, 상기 코어 외표면부의 JIS-C 경도가 80 내지 90인〔1〕에 기재

된 골프 볼.

〔3〕상기 딤플의 모서리부 위치에 있어서의 윤곽 길이가 13 내지 20 ㎜인 범위를 갖는 딤플의 수가 딤플 총수의 70 ％ 이

상을 차지하는〔1〕에 기재된 골프 볼.

〔4〕상기 탄성 코어에 98 N(10 kgf) 하중을 인가한 상태로부터 1275 N(130 kgf) 하중을 증가시켰을 때에 발생하는 왜

곡량이 2.0 내지 3.5 ㎜인〔1〕에 기재된 골프 볼.

〔5〕상기 중간층이 커버보다도 쇼어 D 경도로 2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높게 형성된〔1〕에 기재된 골프 볼.

〔6〕상기 코어가 그 중심부로부터 외표면부를 향해 경도가 점차 증가하도록 설계된〔1〕에 기재된 골프 볼.

〔7〕커버의 두께가 0.5 내지 1.5 ㎜인〔1〕에 기재된 골프 볼.

〔8〕볼이 타격되었을 때의 레이놀즈수 70000, 스핀량 2000 rpm에 있어서의 볼의 양력 계수(CL)가 레이놀즈수 80000,

스핀량 2000 rpm에 있어서의 양력 계수(CL)의 70 ％ 이상이고, 또한 레이놀즈수 180000, 스핀량 2520 rpm에 있어서의

항력 계수(CD)가 0.225 이하인〔1〕에 기재된 골프 볼.

이하, 본 발명을 도면을 기초로 더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1은 본 발명에 있어서 제1 실시예를 도시하는 골프 볼의 평면도이고, 도2는 상기 볼의 단면도이다.

도1 및 도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있어서의 골프 볼은 적어도 1층으로 이루어지는 탄성 코어(1)를,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 재료로 하여 표면에 250 내지 370개의 딤플을 구비한 수지 커버(2)로 피복하고, 이들 탄성 코어(1)와 커버(2)

사이에 적어도 1층의 중간층(3)을 배치한다. 제1 실시예에서는, 탄성 코어(1)는 도2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단일층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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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탄성 코어(1)는 그 중심부(10)보다도 외표면부(11) 쪽이 경성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들 경도차는 JIS-C 경도로 15

내지 30, 바람직하게는 17 내지 28이다. 상기한 경도차가 15가 되지 않을 때에는 드라이버에 의한 타구의 스핀량이 지나

치게 많아지고, 한편 경도차가 28을 넘으면 코어의 내구성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또, 코어 중심부(10)의 JIS-C 경도는 57 내지 67, 코어 표면부(11)의 JIS-C 경도는 80 내지 90인 것이 적합하다. 특히, 코

어의 중심으로부터 코어의 표면을 향해, 또는 방사 방향 외측을 향해 경도가 점차 높아지도록 경도 분포를 갖는 것이 바람

직하다. 또한, 이 탄성 코어(1)는 평판 상에서 98 N(10 kgf)의 하중을 인가한 상태로부터 1275 N(130 kgf) 하중을 증가시

켰을 때에 발생하는 왜곡량이 1.8 내지 4.0 ㎜, 바람직하게는 2.0 내지 3.5 ㎜이다. 이 왜곡량이 1.8 ㎜보다 작을 때는 볼

을 타격했을 때의 감각을 손상시키고, 또한 4.0 ㎜를 초과하면 볼의 반발성이 저하되어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

란해진다.

상기 중간층(3)의 쇼어 D 경도에 대해서는 55 내지 75, 바람직하게는 60 내지 70으로 한다. 한편 상기 커버의 쇼어 D 경도

에 대해서는 30 내지 58, 바람직하게는 45 내지 55이다. 중간층 및 커버의 쇼어 D 경도를 상기한 소정 범위로 경도 설계하

지 않은 경우에는 볼의 타구감이 나빠지거나, 또는 비행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커버(2)보다도 중간층(3) 쪽이 쇼어 D 경도 2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높게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 경도차의 특히 바람직한 수치로서는 25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5 내지 20의 범위를 들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에 있어서의 딤플에 관한 것으로, 도5에 딤플의 확대 단면도를 도시하였다. 도면 중에 도시한 딤플(Dn)의

모서리부 위치(e)에 있어서, 상기 모서리부 위치(e)에 있어서의 딤플 1주(周)에 상당하는 윤곽 길이가 7 내지 20 ㎜인 범

위를 나타내는 딤플을 5 종류 이상 조합하여 이용한다. 그리고, 딤플(Dn)의 총용적이 400 내지 700 ㎣, 볼(G)의 표면 전체

에 대해 딤플(Dn)의 표면 점유율이 79 ％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딤플(Dn)의 상기 모서리부 위치(e)에 있어서의 윤곽 길

이가 13 내지 20 ㎜를 나타낸 것이 딤플 전체의 70 ％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윤곽 길이가 큰 딤

플을 표면 점유율 79 ％ 이상으로 밀도 높게 또한 균형 맞게 배치하는 경우, 특히 윤곽 길이가 7 내지 20 ㎜인 범위 내에 있

어서 종류가 다른 적어도 5 종류의 딤플을 조합하여 이용한다. 종류의 상한에는 특별히 제한은 없다. 또한, 모든 길이를 갖

는 다양한 딤플을 조합하여 배치함으로써, 딤플을 고밀도이면서 또한 균등하게 균형 맞게 배치할 수 있다. 또, 딤플(Dn)의

깊이(d)가 다른 것을 적절하게 조합해도 좋다. 여기서, 상기 딤플의 표면 점유율이라 함은, 도5에 도시하는 딤플의 양 모서

리부(e)를 직선(2점 쇄선으로 나타낸 선)으로 연결한 평면의 면적을 전체 딤플에 대해 구하고, 그 합계치가 골프 볼에 딤플

을 구비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구면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이다. 딤플의 표면 점유율은 79 ％ 이상으로 설정된다.

또, 도5에 있어서, 1점 쇄선으로 나타낸 부분은 랜드부(land)(s)의 곡면의 연장선에 상당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딤플(Dn)의 개수는 250 내지 370개의 범위 내로 설정되는 것으로, 특히 270 내지 350개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딤플(Dn)의 총용적이라 함은, 도5에 도시하는 딤플(Dn)의 벽면(w)과, 랜드부 곡면(1점 쇄선으로 나타낸 선)에 둘러

싸인 부분의 용적의 합계를 의미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딤플(Dn)의 총용적은 400 내지 700 ㎣로 설정되는 것으로, 특

히 450 내지 650 ㎣의 범위 내가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있어서, 딤플(Dn)의 형상에 대해서는 도1에 도시한 바와 같은 평면에서 볼 때 원형에 한정되지 않고, 삼각형, 사

각형, 오각형, 육각형 등의 각종 다각형, 물방울형(dew drop), 그 밖의 타원형 등의 딤플을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상기 커버(2)의 두께(t1)에 대해서는 0.5 내지 1.5 ㎜, 바람직하게는 0.8 내지 1.2 ㎜이다. 상기 중간층(3)의 두께(t2)는

0.5 내지 3.0 ㎜의 범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간층(3)에 대해서는, 도2에 도시한 바와 같이 1층 단독으로 배치

하는 것 외에, 복수층에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커버(2)와 중간층(3)의 합계 두께는 1.0 내지 4.5 ㎜의 범위 내로 조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4는 본 발명에 있어서의 제2 실시예를 도시하는 골프 볼의 단면도이다. 제2 실시예의 특징은 탄성 코어(1)를 내측(1a)과

외측(1b)의 2층으로 형성한 점에 있다. 코어 내층(1a)과 외층(1b)의 경계 위치(m)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은 없지만,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코어 중심(10)으로부터 외측(11)을 향해 탄성 코어 반경 길이의 약 60 ％의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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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탄성 코어를 복수층에 형성한 경우, 내층(1a)에 고무재, 외층(1b)에 수지 재료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재료

의 특질을 이용하여 탄성 코어 전체에 있어서의 경도 분포를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탄성 코어(1)를 3층으로

형성함으로써, 내측으로부터 외측을 향해 단계적으로 코어의 경도를 변화시켜 가는 것도 가능하다.

본 발명에 있어서의 탄성 코어(1)에 대해서는, 내층 및 외층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 공지의 공가교제(co-crosslingking

agent), 유기 과산화물, 불활성 충전제, 유기 유황 화합물 등을 함유하는 고무 조성물을 이용하여 형성할 수 있다. 이 고무

조성물의 기재(基材) 고무로서는 폴리부타디엔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탄성 코어를 도4에 도시한 바와 같이,

내외층의 2층 구조로 하는 경우에도 모두 폴리부타디엔 고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혹은, 본 발명의 목적을 손상시

키 않는 한, 어느 한쪽의 층에 대해 공지의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및 열가소성 수지를 채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있어서의 수지 커버(2)의 재료로서는, 폴리우레탄 엘라스토머를 적절하게 채용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

서의 중간층(3)의 재료로서는, 특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지의 합성 수지를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이오

노머 수지, 열가소성 폴리에스테르 엘라스토머, 폴리우레탄 수지, 열가소성 폴리올레핀계 엘라스토머 등의 열가소성 수지

또는 열가소성 엘라스토머를 주 재료로 하여 적절하게 채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골프 볼에 있어서, 비행 중의 골프 볼에 미치는 작용에 대해 이하에 설명한다.

우드 클럽(#1)(드라이버) 등 거리를 내기 위한 클럽에 의한 타구에 대해, 비거리가 크고, 특히 바람에 강하고, 런이 잘 되는

볼을 얻기 위해서는 타구의 양력과 항력의 평형이 적절하고, 볼의 구조, 사용 재료와 함께, 특히 사용되는 딤플의 종류, 총

수, 표면 점유율, 총 체적 등에 의존하는 것이다.

또한, 클럽에 의해 타격된 비행 중의 골프 볼은 도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중력(60), 공기에 의한 저항(항력)(20), 또한 볼이

스핀을 가지므로 마그너스 효과에 의한 양력(30)을 받는 것이 알려져 있다. 또, 도면 중 40은 비행 방향, 10은 볼 중심을 나

타내고, 볼(G)은 50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

이 경우, 골프 볼에 작용하는 힘은 하기 탄도 방정식 (1)로 나타낸다.

F ＝ FL ＋ FD ＋ Mg (1)

F : 골프 볼에 작용하는 힘

FL : 양력

FD : 항력

Mg : 중력

또한, 상기 탄도 방정식 (1)의 양력(FL), 항력(FD)은 각각 하기 수식 (2), (3)으로 나타낸다.

FL ＝ 0.5 × CL × ρ × A × V2 (2)

FD ＝ 0.5 × CD × ρ × A × V2 (3)

CL : 양력 계수

CD : 항력 계수

ρ : 공기 밀도

A : 골프 볼 최대 단면적

V : 골프 볼에 대한 공기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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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구의 비거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항력 또는 항력 계수(CD)만을 작게 해도 그다지 효과가 없다. 항력 계수만 작게 한

경우, 타구의 최고점의 위치는 신장하지만, 최고점 이후의 저속도 영역에 있어서, 양력 부족을 기초로 하는 드로핑에 의해

비거리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본 발명의 골프 볼에 있어서는, 타구의 타출 직후에 있어서의 레이놀즈수 180000, 스핀량 2520 rpm일 때 항력 계수(CD)

가 0.225 이하이고, 타구의 탄도상의 최고점에 도달하기 직전의 레이놀즈수 70000, 스핀량 2000 rpm일 때의 양력 계수

(CL)가 그보다 조금 전의 레이놀즈수 80000, 스핀량 2000 rpm일 때의 양력 계수(CL)에 대해 70 ％ 이상 유지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타구의 타출 직후에 있어서의 레이놀즈수 180000은 볼의 속도에 있어서 대략 65 ㎧에 대응하는 것

이고, 또한 레이놀즈수 80000 및 70000은 각각 대략 30 ㎧ 및 27 ㎧의 속도에 대응한다.

본 발명의 골프 볼의 제조 방법에 대해서는, 공지의 방법에 의해 사출 성형용 금형을 이용하여 제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볼을 성형 금형의 파팅 라인(parting line)과 통상 일치하는 궤도에 근접하고, 양반구의 주위 상에 배치되는 제1

열 및/또는 제2 열의 딤플의 깊이를 다른 구역에 있어서의 동종의 딤플의 깊이보다도 5 내지 50 ㎛ 깊게 형성할 수 있다.

한편, 볼의 위도가 60°이상인 양극에 근접한 구역에 있어서의 딤플의 깊이를 다른 구역에 있어서의 동종의 깊이보다도 5

내지 50 ㎛ 얕게 할 수 있다.

볼 중량, 직경 등의 볼 성상에 대해서는 골프 규칙에 따라서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고, 통상 직경 42.67 ㎜ 이상, 중량

45.93 g 이하로 형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골프 볼은 1 또는 2층 이상의 탄성 코어를 갖고, 중간층 및 수지 커버를 갖는 볼 구조이고, 탄성 코어

의 경도 분포나 수지 커버의 재질을 선정, 중간층 및 커버 경도를 적정화하는 것에 부가하여, 딤플 구조 및 딤플 배치를 적

정화한 것이다. 즉, 본 발명의 골프 볼은 볼 내부의 모든 요소와 딤플의 구성 요소를 일체로 조합함으로써 비거리를 크게

신장시켜 경기상 유리한 볼이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 및 비교예를 나타내고 본 발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만, 본 발명은 하기 실시예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1 ∼ 2, 비교예 1]

실시예 1 및 실시예 2의 골프 볼에 있어서는, 딤플 모서리부 위치에 있어서의 윤곽 길이가 다른 5 종류의 딤플(D1 내지 D5)

을 도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배치하였다.

한편, 비교예 1의 골프 볼에 대해서는, 딤플 모서리부 위치에 있어서의 윤곽 길이가 다른 5 종류의 딤플(D1 내지 D5)을 도3

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배치하였다.

또, 실시예 1 및 비교예 1의 탄성 코어는 단층으로 하고, 도2에 도시한 볼 내부의 구조를 갖는다. 실시예 2의 탄성 코어는

내외층으로 하고, 도4에 도시한 볼 내부의 구조를 갖는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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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 코어

실시예 1, 실시예 2 및 비교예 1의 솔리드 코어의 조성은 하기 표와 같다. 또한, 실시예 1 및 실시예 2와, 비교예 1의 코어

의 내경 분포는 도6에 도시한 바와 같다.

[표 2]

ㆍ폴리부타디엔 BR730 : JSR사제

ㆍ아크릴산아연 : 니뽄조우류우고우교우(가부시끼가이샤)제

ㆍ산화아연 : 사까이가가꾸사제

ㆍ스테아인산아연 : 니뽄유시(가부시끼가이샤)제

ㆍ2, 2'-메틸렌-비스(4-메틸-6-t-부틸페놀) : 오오우치신꼬우가가꾸(가부시끼가이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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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유황 : 쯔루미고우교우(가부시끼가이샤)제

ㆍ1, 1-비스(t-부틸퍼옥시)시클로헥산 40 ％ 희석 : 니뽄유시(가부시끼가이샤)제

커버 및 중간층

커버 재료 및 중간층의 재료로서는, 실시예 1, 실시예 2 및 비교예 1 모두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엘라스토머 및 아이오노머

수지를 사용하였다. 이들 골프 볼에 대해, 하기의 평가 기준을 기초로 한 모든 물성 및 비거리의 결과를 표3에 나타냈다.

휨량

경판 상에서 코어에 대해 98 N(10 kgf) 하중을 인가한 상태로부터 1275 N(130 kgf) 하중을 증가시켰을 때에 생기는 휨량

이다.

쇼어 D 경도

각 재료를 시트 형상으로 하여 ASTM-D2240을 기초로 하는 측정치이다.

저속 CL, 고속 CD치

저속 CL비는 골프 볼 타출 장치 UBL(Ultra Ball Launcher)을 이용하도록 조정하고, 레이놀즈수 80000, 스핀량 2000

rpm시의 볼의 양력 계수(CL)에 대한 레이놀즈수 70000, 스핀량 2000 rpm일 때의 양력 계수(CL)의 비율을 산출하였다.

마찬가지로, 고속 CD치는 타출 직후의 레이놀즈수 180000, 스핀량 2520 rpm시의 항력 계수를 측정하여 얻게 된 값이다.

비행 성능

타격 로봇에 클럽(W#1)을 부착하고, 헤드 스피드 45 ㎧의 조건으로 각 볼을 타격하여 캐리(carry) 및 토탈 비거리를 계측

하였다.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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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볼 구조와 딤플의 구조ㆍ배치를 적정화함으로써, 저스핀 영역에 있어서도 양력을 잃어버리기 어려워 비거리를

유리하게 신장시킬 수 있는 골프 볼을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탄성 코어와, 상기 코어를 피복하여 표면에 250 내지 370개의 딤플을 구비한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 재료로 한 커버와, 이

들 사이에 배치된 적어도 1층의 중간층을 구비하는 골프 볼에 있어서,

상기 코어의 중심부보다도 외표면부가 경성으로 형성되어 이루어지고, 그 경도차가 JIS-C 경도로 15 내지 30의 범위를 갖

고, 상기 탄성 코어에 98 N(10 kgf) 하중을 인가한 상태로부터 1275 N(130 kgf) 하중을 증가시켰을 때에 생기는 왜곡량

이 1.8 내지 4.0 ㎜인 동시에, 상기 중간층의 쇼어 D 경도가 55 내지 75이고, 커버의 쇼어 D 경도가 30 내지 58이고, 딤플

의 모서리부 위치에 있어서의 윤곽 길이가 7 내지 20 ㎜인 범위를 갖는 딤플이 5 종류 이상 조합하여 사용되어 이루어지

고, 또한 딤플의 총용적이 400 내지 700 ㎣, 볼의 표면 전체에 대한 딤플의 표면 점유율이 79 ％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골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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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코어 중심부의 JIS-C 경도가 57 내지 67이고, 상기 코어 외표면부의 JIS-C 경도가 80 내지 90인 골

프 볼.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딤플의 모서리부 위치에 있어서의 윤곽 길이가 13 내지 20 ㎜인 범위를 갖는 딤플의 수가 딤플 총수

의 70 ％ 이상을 차지하는 골프 볼.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탄성 코어에 98 N(10 kgf) 하중을 인가한 상태로부터 1275 N(130 kgf) 하중을 증가시켰을 때에 발

생하는 왜곡량이 2.0 내지 3.5 ㎜인 골프 볼.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중간층이 커버보다도 쇼어 D 경도로 2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높게 형성된 골프 볼.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코어가 그 중심부로부터 외표면부를 향해 경도가 점차 증가하도록 설계된 골프 볼.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커버의 두께가 0.5 내지 1.5 ㎜인 골프 볼.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볼이 타격되었을 때의 레이놀즈수 70000, 스핀량 2000 rpm에 있어서의 볼의 양력 계수(CL)가 레이놀즈

수 80000, 스핀량 2000 rpm에 있어서의 양력 계수(CL)의 70％ 이상이고, 또한 레이놀즈수 180000, 스핀량 2520 rpm에

있어서의 항력 계수(CD)가 0.225 이하인 골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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