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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골프공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골프공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각 구도에 의한 분할선등을 나타낸 본 발명에 의한 골프공의 표면을 극쪽에서 본 도면.

제2도는 8면체의 각 구상삼각형의 한가운데에 딤플이 있는 골프공 표면을 극쪽에서 본 도면.

제3도는 각 구도에 의한 분할선등을 나타내지않은 본 발명에 의한 골프공이 표면을 극쪽에서 본 도면.

제4도는 딤플의 직경에 대한 딤플의 깊이를 나타내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구상의 표면에 다수의 딤플(Dimple)을 갖는 골프공으로써 이 구상의 표면은 구상삼각형 4개로 
나눌 수 있는 4면체(Tetrahedron)구도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며, 또한 구상사각형 6개로 나눌 수 있는 큐
브(Cube)라고도 불리워질 수 있는 6면체(Hexahedron)구도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며, 또한 구상삼각형 8개
로 나눌수 있는 8면체(Octahedron)구도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며, 또한 구상사각형 6개와 구상삼각형 8개
로 이루어진 6-8면체(Hexa-Octahedron) 구도로 이루어져 있기도한 것인데, 근본적으로 양쪽의 극은 8면
체를 이루는 하나의 구상삼각형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며 극을 포함하여 8개의 각각의 구상삼각형이 
가운데를 중심으로하여 제일 가까운 곳에 서로 같은 크기를 갖는 6개의 딤플을 원형 배열하였고, 또한 8
면체를 이루는 분할선을 따라 서로 크기가 같은 딤플을 일정하게 배열하였고, 또한 8면체를 이루는 각 
구상삼각형의 분할선을 따라 형성된 딤플을 제외하고 각 구상삼각형의 꼭지점과 제일 가까운 부위와 그 
구상삼각형의 각변의 중간위치에서 제일 가까운 위치에 가장 큰 딤플을 배열하고, 같은 위치에서의 적도
부위에서는 가장 큰 딤플 대신에 두번째 크기의 딤플을 배열한 것으로 그 크기는 두번째 크기의 딤플 직
경×1.3가장 큰 딤플의 직경 ≥두번째 크기의 직경×1.1로하고, 또한 깊이에 있어서는 각종의 딤플이 차
지하는 면적율과 그 각각의 딤플이 갖고있는 체적율이 서로 같은 비율을 이룰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
로 딤플이 없는 적도와 딤플이 있는 다른곳에서의 공기역학적인 바란스를 유지하여 비행한정성을 가지며 
비거리를 증대시킬수 있는 골프공에 관한 것이다.

모든 골프공은 그 구체의 표면에 다수의 딤플을 갖고 있는데 그 딤플의 배열, 형상, 크기, 깊이등에 따
라 기체역학적인 항력을 감소시키고 비거리를 증대시킬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딤플의 배열에도 수많은 구도가 나와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같은 구도를 갖는 골프공일지라도 그 딤플의 형상이나 크기와 깊이등에 의해서도 능력이 많이 달라
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각의 구도의 장단점을 논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작용하여 어려운 
일인 것이다.

한편  최근의  골프공의  딤플  배열에  대한  것들은  각각의  구도가  갖고  있는  분할선에서  대원(Great 
circle)에 해당되는 곳을 회전축으로 사용할수 있게 하여 그곳에는 딤플의 배열을 피하거나 또는 딤플을 
균일하게 걸치게하여 골프공이 회전하며 비행할때 비행안정성을 갖고 비거리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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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 대다수인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자의 경험으로는 실제로 골프공에 형성된 그 회전측을 감안
하여 타격을 하는 경우는 거의없고 오히려 골프골표면 어느곳이든 상관없이 타격을 하게되어 그공의 표
면에 형성된 이른바 회전축이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곳에서 실제의 회전축이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
도라는 것은 골프공의 대칭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될 뿐이고, 같은 구도를 갖고 있다하여도 각각
의 딤플들의 배열이 공기의 흐름에 대한 공기역학적인 항력을 어떻게 하면 줄일수있나 하는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며, 비행안정성에 손실을 주지않는 딤플의 균형잡힌 배열, 형상, 깊이등이 더더욱 중요한 것
이다. 일반적으로 골프공에 있어서 직경이 큰 딤풀은 양력을 도와주어 더 높은 곳으로 띄어주어 결고적
으로 비거리를 늘여주는 역할을 하며, 직경이 작은 딤풀의 경우 그 깊이가 깊은 것은 비행안정성을 도와
주고 탄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그런데 골프공을 제조하는데 있어서는 카바 성형시 
반드시 성형접합선이 생기게 마련인데 이는 카바 성형후에 남는 수지찌꺼지등으로써 바핑(Buffing)공정
을 통해 깨끗하게 제거하게 되는데 이때에 실제로 바핑되는 폭이 0.2mm이상으로써 이로인해 적도부위의 
골프공의 직경은 다른곳과 달라지게 마련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성형접합선은 골프공의비행시 공기의 흐름이 다른 부위와는 전혀 달라지게 하므로 딤플의 
배열을 어떻게하면 성형접합선인 적도와 다른 부위가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할수있는가가 매우 중요
한 점인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 있어서도 큰 딤플과 작은 딤플의 배열에 의한 위치 및 그 깊이가 매
우 중요한 것이다.

이에 본 발명자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구도에서 딤플의 배열에 따라 그 딤플의 크기와 위치, 
깊이등을 조정하여 공기역학적인 바란스를 유지하여 비행안정성을 가지며 비거리를 증대시킬수 있는 것
에 관한 발명을 하게된 것이다.

본 발명은 직경이 여러가지 원형 딤플들을 일정한 패턴을 갖도록 배열한 골프공으로써 그 패턴은 근본적
으로 적도(성형접합선)를 대칭으로 하여 양쪽을 서로 같게한 것이다.

본 발명의 딤플 패턴은 구체의 표면을 먼저 구상삼각형 4개로 이루어진 4면체(Tetrahedron)구도로 만들
고 그 4면체를 이루는 구상삼각형의 각변의 중간점을 서로 이웃하는 것끼리 연결하여 나가면 구상삼각형 
8개로 이루어진 8면체(Octahedron)구도가 얻어지게 된다.

또한 4면체 각변의 중간점과 마주보는 꼭지점을 연결한 선을 연장하여 나가면 꼭지점과 꼭지점에 연결선
이 그어져 있는 구상사각형 6개로 이루어져 있는 6면체 구도도 또한 얻어지게 된다. 다시 8면체의 각변
의 중간점을 서로 이웃하는 것끼리 연결하여 나가면 구상사각형 6개와 구상삼각형 8개로 이루어진 6-8면
체 구도가 얻어지기도 한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에 있어서 8면체를 기본으로 하여 그 8면체를 이루는 구상삼각형중 하나의 구상삼각
형의 가운데를 하나의 극으로 사용하며 반대편 구상삼각형의 가운데를 또다른 하나의 극으로 사용하고, 
그 극들에 딤플을 배열하기도 하고 배열하지 않기도 한다.

또한 극을 포함하여 8개의 각각의 구상삼각형의 가운데에는 딤플을 배열하기도 하고 또는 배열하지 않기
도 하는데. 이 구상삼각형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하여 제일 가까운 곳에 서로 같은 크기와 깊이를 갖는 6
개의 딤플을 원형으로 배열하여 회전시 저항을 최소화하였으며, 도한 8면체를 이루는 분할선을 따라 서
로 크기가 같고 깊이가 같은 딤플을 일정하게 배열해서 공기의 흐름을 일정하게 하여 비행안정성을 도움
을 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 분할선상의 딤플을 제외하고 각 구상삼각형의 꼭지점과 제일 가까운 부
위와 그 구상삼각형의 각변의 중간위치에서 제일 가까운 부위에 제일 큰 딤플을 배열하고, 적도와 인접
한 같은 위치에서는 가장 큰 딤플 대신에 두번째로 큰 딤플을 배열하여 성형접합선인 적도와 다른곳의 
공기역학적인 바란스를 유지토록 하였는데, 이 가장 큰 딤플의 역할은 회전시 양력을 쉽게 얻게하여 비
거리를 늘이며 전체적인 바란스에 의한 비해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쉽게 하는 것이다. 그 크기에 있어서 
제한은 가장 큰 딤플의 직경이 두번째 크기의 딤플의 직경과 비교해서 1.3배보다는 작으며 1.1배 이상되
게 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행하여 성형접합선인 적도를 중심으로 양쪽이 서로 대칭이 되며 이렇게 만
든 골프공은 비행안정성을 가지며 비거리를 증대시킬수 있게 되었다.

본 발명에 대한 도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제1도는 본 발명에 의한 골프공 표면을 극쪽에서 본 도면으로써 8면체구도에 있어서 그 분할선을 따라 
같은 크기, 형태, 깊이의 딤플이 일정하게 배열해있으며, 그 8면체의 각 구상삼각형의 한가운데에는 딤
플이 없고 그 가운데와 가장 가까운 곳에 동일한 딤플 6개가 원형 배열한 것을 나타내었다. 또한 8면체
와 서로상관 관계를 갖고 있는 4면체, 6면체 또는 6-8면체등의 다른 구도도 함께 표시하여 각 위치에서
의 딤플의 배열상태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적도 부위에서의 딤플의 크기와 다른 부위에서의 딤플의 크기
가 서로 다른 것을 나타내었다. 여기서 원형 딤플을 제외한 모든 선들은 딤플을 배열하기 위한 것으로써 
실제의 골프공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이하 모두 마찬가지이다.

제2도는 8면체의 각 구상삼각형의 한가운데에 딤플이 있고 다른 구도는 제1도와 마찬가지로써, 특히 8면
체의 분할선을 따라 같은 크기, 형태, 깊이의 딤플이 일정하게 배열된 상태에서 그 8면체의 한 가운데에 
있는 딤플과 제일 가까운 곳에 6개의 동일한 딤플이 원형 배열을 하고 있고, 특히 제일 큰 딤플이 어떻
게 배열되어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제3도는 본 발명에 의한 골프공의 표면을 극쪽에서 본 도면으로써 각 구도에 의한 분할선등이 보이지 않
는 완성도이며, 특히 원형 배열한 딤플들의 위치와 배열상태, 제일 큰 딤플의 위치와 배열상태를 나타내
었다.

제4도는 딤플의 직경에 대한 딤플의 깊이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본 발명은 골프공 표면에 크기가 서로 다른 여러종류의 딤플을 배열하는데 있어서, 비행안정성을 유지하
며 비거리를 늘일 수 있는 골프공에 관한 것이다. 골프공(50) 표면의 딤플 배열은 다음과 같다.

제시된 도면에 의해 선분(10,11,12)은 4면체를 이루는 하나의 구상삼각형의 분할선들이며 그 분할선의 
각2등분점을 서로 이웃하는 것끼리 연결하여 나가면 실선(1,2,3)으로 이루어지는 구상삼각형 8개의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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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되며, 다시 이 8면체의 각 구상삼각헝의 각변의 각 2등분점을 서로 이웃하는 것끼리 연결하여 나가
면  실선(4,5,6)과  적도(13)로  이루어진  구상사각형  6개와  구상삼각형  8개의  6-8면체로  된다.  또한 
선분(7,8,9)과 같이 8면체의 각 구상삼각형의 각변의 2등분점과 마주보는 그 구상삼각형의 꼭지점을 연
결한 선분과 같은 나머지 구상삼각형에서의 같은 선분을 연결하면 마주보는 꼭지점들끼리 서로선분이 그
어진 모양의 구상사각형 6개로 이루어진 6면체로도 된다.

상기와 같은 구도에서 본 발명에 의한 설명은 근본적으로 8면체 구도에 의한 딤플의 배열인 것이다. 한
편 제시된 도면에 의한 본 발명에 있어서의 각종 딤플의 크기의 비교는 ABCDEF로되어있다.

우선 상기의 8면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구상삼각형의 한가운데인 P를 하나의 극으로 쓸수있게 하고 반대
쪽의 다른 하나의 구상삼각형의 한가운데를 다른 하나의 극으로 쓸수있게 하며, 나머지 구상삼각형 6개
는 모두 적도(13)에 각 구상삼각형의 각각의 2개씩의 변의 2등분점이 걸칠수 있게 된다. 그런다음 8면체
의  각분할선  상에  동일한  원형  딤플  C를  도면과  같이  일정하게  배열한다.  이  때에는  성형접합선인 
적도(13)에는 전혀 딤플이 걸쳐지지 않는다.

그리고 극 P를 포함하여 8개의 구상삼각형의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하여 동일한 딤플D가  6개씩 각 딤플
의 중심이 8개의 구상삼각형의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원형 배열되어 있으며, 그 원형 배열된 각 딤플의 
중심을 연결한 원형선분(14)은 딤플의 크기에 따라 큰 원형이 되기도 하고 작은 원형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이 크기는 반드시 8면체 분할선에 놓여있는 딤플보다 작아야 하며 만일 극에 딤플을 놓을 경우는 
극에 있는 딤플보다 조금 작으며 가능한한 가까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 원형 배열된 딤플 D들은 8면체를 이루는 각 구상삼각형의 각 변의 2등분점과 마주보는 꼭지점을 
연결한 선분(즉 7,8,9 또는 8,10,12 또는 9,10,11 또는 7,11,12등과 같은 선분)에 걸쳐지지 않는다. 이
렇게 함으로써 골프공의 회전시에 공기의 저항에 의해 생기는 축의 변동에 의한 비거리의 저하를 막을수 
있는 것이다. 즉 타격에 의해 형성된 축이 비행시에 공기저항에 의한 변동을 상쇄시킬수 있는 것이다.

원형 배열된 D딤플 주위에 딤플을 배열할 때도 8면체를 이루는 구상삼각형중 극을 포함하는 구상삼각형
과 적도에 걸쳐있는 구상삼각형은 서로 같은 위치에서의 딤플의 크기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이것은근본
적으로 본 발명은 성형접합선을 기중으로 서로 양쪽을 대칭되게 한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바핑되어 있는 
성형접합선인 적도와 다른 부위사이에 서로 공기역학적인 균형을 이룰수 있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따라서 양 극쪽의 구상삼각형내에서는 서로 동일하며 적도부위의 구상삼각형끼리는 서로 동일한 것이다. 
양 극쪽의 구상삼각형들의 각변의 중간지점에는 8면체를 이루는 분할선상의 딤플 C 와 아주 가깝게 제일 
큰 딤플 A를 설정하고, 도한 구상삼각혀으이 꼭지점과 제일 가까운 곳에 제일 큰 딤플 A를 설정한다. 한
편 적도부위에 걸쳐있는 구상삼각형에서는 걸쳐져 있는 변들의 중간지점인 적도부위에는 제일 큰 딤플 A
대신에 두번째 크기의 딤플 B를 설정한다. 또한 극쪽의 원형 배열된 딤플 D주위의 딤플C도 같은 위치에
서 적도쪽에서는 딤플 C보다 작은 딤플 D를 설정한다. 이 극쪽과 적도부위가 달라지는 것을 6-8면체로 
설명하여 보면 더욱 확실하다.

우선 극쪽의 6-8면체를 이루는 작은 구상삼각형 주위는 꼭지점 부위에 딤플 A가 선분(4,5,6)의 경계를 
많이 벗어나있고 다른 딤플 C도 선분(4,5,6)의 경계를 많이 벗어나있다. 그런데 적도에 있는 6-8면체의 
작은 구상삼각형에서는 딤플이 적도에 걸쳐지지 않게 하기위하여 극 가까이에 있는 딤플 E가 적도 가까
이에서는 작은 딤플 F로 되어있고, 제일 큰 딤플 A대신에 딤플 B로 되어있고, 또한 극쪽의 C딤플 하나는 
적도에서는 그보다. 작은 딤플 D로 되어있다.

상기와 같은 딤플 배열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딤플 A의 크기인데 이 제일 큰 딤플 A는 사실
상 적도부위와 다른 부위의 공기역학적인 균형을 잡기 쉬운 것으로써 그 크기의 한계는 이 딤플 A로 인
해 그 주위에 생길수 있는 딤플이 없게되는 영역을 최소화하여 두번째 크기의 딤플 B의 직경의 1.3배보
다는 작고 1.1배이상 될수있게 한다. 즉

두번째 크기의 딤플 B의 직경×1.3첫번째 크기의 딤플

A의 직경≥두번째 크기의 딤플 B의 직경×1.1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작은 딤플을 아주 깊게하여 얻어지는 균형보다는 더욱 비거리가 향사된 비행안정성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한 다른 중요한 것은 깊이에 관한 것인데 각종의 딤플이 차지하
는 면적과 그 각각의 딤플이 갖고있는 체적이 서로 같은 비율을 이룰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A딤플들의 면적율이 다음과 같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체적율은

에 가능한한 가깝게 깊이를 조절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한 딤플의 깊이는 딤플의 직경에 대해 대략 3%-8%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상기와 같이 함으로써 골프공 전 표면에서의 공기역학적인 균형을 얻고 비거리를 늘일수 있는 골프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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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구체의  표면이  4면체(Tetrahedron)구도,  6면체(Hexahedron)구도,  8면체(Octahedron)구도,  또는 
6-8면체(Hexa-Octahedron)구도로 이루어지며, 근본적으로 극은 8면체를 이루는 구상삼각형중 하나의 가
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8면체의 각각의 구상삼각형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제일 가까운 곳에 서로 같
은 크기를 갖는 6개의 딤플을 상기의 어떠한 구도에서의 분할선과도 접촉되지 않도록 원형 배열하였고, 
8면체를 이루는 분할선을 따라 서로 크기가 같은 딤플을 일정하게 배열하였으며, 극을 포함하는 구상삼
각형에서는 이 분할선을 따라 형성된 딤플을 제외하고 각 구상삼각형의 꼭지점과 제일 가까운 부위와 그 
구상삼각형의 각변의 중간위치에서 제일 가까운 위치에 가장 큰 딤플을 배열하였고, 적도에 걸쳐있는 구
상삼각형에서는 적도에 걸쳐진 변의 중간위치에 가장 큰 딤플 대신에 두번째 크기의 딤플을 배열한 직경
이 서로 다른 여러종류의 딤플들을 갖는 골프공.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8면체를 이루는 각각의 구상삼각형이 가운데에 딤플이 없는 골프공.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8면체를 이루는 각각의 구상삼각형의 가운데에 딤플이 있는 골프공.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양쪽의 극으로 사용할 수 있는 두개의 구상삼각형의 가운데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의 구상삼각형의 가운데에 딤플이 없는 골프공.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양쪽의 극으로 사용할 수 있는 두개의 구상삼각형의 가운데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의 
구상삼각형의 가운데에 딤플이 있는 골프공.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제일 큰 딤플의 크기가 두번째 크기의 딤플 직경× 1.3가장 큰 딤플의 직경 ≥ 두번째 
크기의 딤플직경×1.1인 골프공.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각 딤플이 차지하는 면적율과 그 딤플이 갖고있는 체적율이 서로 비슷한 비율을 이룰 
수  있도록 각 딤플의 깊이를 조정한 골프공.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각 딤플의 깊이가 그 딤플의 직경에 대해 3%-8%인 골프공.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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