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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골프공 및 그 골프공의 제조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골프공에 관한 것으로서, 착색된 코아 위에 0.02% 미만의 미소량의 안료나 염료가 섞인 투명성이 좋은 아이오

노마 수지 커버를 씌운 후, 90,000V 이상의 코로나 방전으로 그 골프공의 표면을 가공한 후, 다시 회전하는 육각형 드럼타

입 표면 처리기에서 삼각 쐐기형의 연마석을 사용해 골프공의 표면을 가공하여, 그 골프공의 커버의 표면에 미세한 상처와

많은 굴곡면을 형성시킨 후, 아크릴 수지나 우레탄 수지로 하도를 하고 우레탄 수지로 도포를 하여 광택을 갖는 골프공에

관하여 개시한다. 본 발명에 의한 골프공의 표면은 수많은 반사면으로 빛의 난반사를 일으키게 하여, 그 골프공의 코아(핵)

가 가지고 있는 색과 딤플의 음영의 색이 서로 다른 이중색을 띄고, 또한 원형 딤플들의 엣지 부위들의 음영이 일정치 않은

둥근 다각형들로 보이게 하며 그 위치도 어긋나 보이게 하는 효과를 가지며, 특히 골프장에서 라운딩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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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코어와, 상기 코어를 전체적으로 덮고 있으며 그 표면에는 다수의 딤플이 형성된 아이오노마 수지 성분의 커버와, 상기 커

버의 표면에 도포된 도장층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골프공으로서,

상기 커버에는 수지중량에 대하여 0.005 내지 0.02 중량% 이하의 안료 혹은 염료가 포함되고,

상기 커버의 표면에는 2 ㎛ 내지 10 ㎛ 크기의 흠집부가 전체적으로 형성되고,

상기 도장층은, 아크릴 수지 또는 우레탄 수지로 도포된 하도층과, 우레탄 수지로 도포된 상도층으로 이루어져,

상기 흡집부에 의하여 다수의 난반사면을 갖게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공.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흠집부는, 80,000 V(볼트) 내지 120,000 V(볼트)를 사용한 코로나 방전가공 후, 연마장치에 의한 연마가공에 의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공.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장층의 하도층의 두께는 5 ㎛ 내지 10 ㎛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공.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장층의 상도층의 두께는, 8 ㎛ 내지 20 ㎛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공.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커버의 표면에 형성된 다수의 딤플은, 상호 형상을 달리하는 복수 종류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공.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커버의 외부표면에 기호가 인쇄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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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커버의 하도층의 외부표면에 기호가 인쇄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공.

청구항 8.

코어를 형성하는 코어 형성단계;

상기 코어를 감싸는 커버로서, 그 표면에는 다수의 딤플이 형성된 아이오노마 수지 성분의 커버를 형성하는 커버 형성단

계;

상기 커버의 표면에 80,000 볼트 내지 120,000 볼트의 전압으로 코로나 방전 가공을 하여 상기 커버의 전체 표면에 균열

을 형성하는 방전가공단계;

상기 커버에 형성된 균열로부터 소재 조각을 떼어내어 커버 표면에 2 ㎛ 내지 10 ㎛ 크기의 균열을 만들기 위해, 분당 18

내지 22 회 회전을 하는 회전표면처리기에 상기 방전가공이 끝난 소재를 연마석과 함께 투입한 후 회전시키는 표면처리단

계;

세척 및 건조하는 건조단계;

아크릴 수지 혹은 우레탄 수지를 사용하여 도포하는 하도단계; 및

우렌탄 수지를 사용하여 도포하는 상도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공의 제조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에 의한 골프공은, 소량의 안료나 염료를 함유하여 투명하게 보이는 커버의 표면에 여러 종류의 딤플들을 갖고 있

는 골프공으로서, 커버를 통해 투영된 그 딤플들의 음영이 원래의 딤플의 위치와 일치하지 않고 어긋나 있으며, 원형 딤플

의 경우, 커버의 표면이 빛의 난반사에 의해 그 딤플 엣지 부분의 음영의 형상이 원래의 형상과 다르게 일정치 않는 둥근

다각형으로 보이게 되며, 특히 실제로 라운딩시 종래의 방법으로 제조한 골프공보다 식별성이 좋은 골프공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골프공은 그 구조에 의해 구별되어지는데, 하나의 코어(핵)와 하나의 커버로 이루어진 투피쓰 골프공, 이중의

코어와 하나의 커버로 이루어진 쓰리피스 골프공, 하나의 코어와 이중의 커버로 이루어진 쓰리피스 골프공, 이중의 코어와

이중의 커버로 이루어진 포피스(four piece) 골프공, 삼중의 코어와 하나의 커버로 이루어진 포피스 골프공, 하나의 코어

와 삼중의 커버로 이루어진 포피스 골프공 등 많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과거에는 액체심 또는 고체심에 고무실을 감고 커

버를 씌운 쓰리피스 골프공(사권볼이라고도 부른다)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생산 공정이 복잡하고 공의 내구성도 떨어져 현

재에는 이러한 골프공을 생산하는 회사가 거의 없다. 상기의 투피스, 쓰리피스, 포피스 골프공의 고체 코어는 주로 씨스

1,4-폴리 부타디엔 고무에 불포화 카본산 또는 불포화 카본산의 금속염 등의 공가교제를 유기 과산화물의 도움을 받아 가

교 경화시킨 것인데, 일부분 다른 고분자 물질을 섞어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비중을 조절하고 공가교제의 반응을 돕기

위하여 산화아연 등의 무기 화합물 등이 섞여 있기도 하다. 그 외에 코어에는 여러가지 유기 화합물, 무기 화합물들이 충진

제 또는 보강제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코어 자체에 여러 가지 색상을 얻기 위하여 유기, 무기 안료, 염료 등

이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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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기의 골프공들의 커버들의 주원료로는 과거에는 발라타 고무가 많이 사용되었으나, 현재에는 주로 아이오노머 수

지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물성이 강인하고 약품에도 강하여 내구성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레탄 수지 또는

기타 합성 수지 등을 사용하거나 이것들을 서로 섞어 사용하기도 하는 등 커버 재료 자체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골

프공의 색상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커버 재료에 적당한 유기, 무기 안료, 또는 염료를 넣어 가공하여 알맞은 색상의 골프

공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상기의 커버에 색을 넣는 방법 이외에 골프공의 색상을 얻기 위한 다른 방법들로는 코어에 안료나 염료를 넣어 원하는 색

을 만들어 이 색상이 투명한 커버를 통하여 보이게 하던가 또는 코어의 표면에 원하는 색상의 도료로 도포시키고 그 색상

이 투명한 커버를 통하여 보이게 하는 방법뿐이다.

종래의 골프공의 색상은 주로 백색으로서 시각적으로 단순하고 또한 실제로 골프장에서 3~4명이 경기를 하게 될 때에는

골프채로 타격한 후 필드에 떨어진 자신의 골프공을 빨리 알아내는 것이 어려운데, 이는 백색의 골프공은 어느 것이든 비

슷하여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백색이 아닌 다른 색의 골프공을 사용하기도 한다. 백색 이외의 공으로서는 눈이 쌓여있는 경

우에 사용하는 형광 오렌지색의 골프공이 있었는데, 이 골프공은 백색의 눈으로부터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색상의 골프공이 일부 있었지만 단순히 골프공의 커버에 안료 또는 염료 등을 넣어 탁한 색

으로 만들어져 있어 미관상 수려하지 못하고, 또한 비행 후 착지된 공 주위의 잔디나 흙, 기타 주변 환경에 묻히게 되면 구

분하기 어려워 자신이 타격한 공을 빨리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투명한 커버를 사용하거나 또는 투명한 커버에 약간의 형광물질을 넣어 코어의 색상과 코어 위에 로고나 숫자 등 인

쇄된 것이 커버를 통하여 보이게 해서 오랫동안 사용하여도 인쇄된 것이 변하지 않고 미려하게 보이게 하는 골프공들이 있

지만, 이러한 것들은 코어에 염료 또는 안료를 섞어 넣어 색을 나타내었든가 또는 코어 위에 착색된 도료를 도포하여 색을

나타내게 하고 그 코어의 표면에 숫자나 로고 등을 인쇄하여 단순하게 커바를 통하여 보이게 한 것으로(일반적인 골프공은

로고나 숫자 등 인쇄물이 커버 위에 있음.) 확실한 색상이 되지 못해, 골프채에 의해 가격된 골프공이 비행 중에 쉽게 눈에

띄지 않아 착지 위치를 빨리 알 수 없는 것이었다. 이는 백색 이외의 다른 색의 골프공이 백색공보다 색이 어두어 비행할

때 빛의 흡수가 많고 반사되는 정도가 백색공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골프공의 표면에 있는 딤플이 어느 위치에서 보면 잘 보이고 다른 위치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현상(보는 위치에 따른

빛의 반사 각도에 의한 현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골프공의 코어의 색상이나 로고 등이 커버를 통하여 보이는 것은

반사면이 일정한 빛의 정반사가 많고, 일정치 않은 난반사는 적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타격 후 역회전을 하며 비행하는 칼라 골프공의 착지점을 쉽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골프공에서 난반사가 많이 일어

나 빛의 산란이 많이 생기게 하여 확실하게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물론 빛을 반사 시키는 성능

을 갖는 물체를 골프공의 커버 또는 코어의 표면 등에 첨부시킬 수 있으나 이는 골프공이 갖고 있는 반발탄성을 많이 저하

시키게 되어 결과적으로 비거리가 현저히 줄어드는 결점이 생기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안출된 것으로서, 반발탄성을 저하시키지 않고 빛을 쉽게 산란시켜, 비행중이거나

비행후의 착지된 장소를 쉽게 알 수 있는 다양한 색상의 골프공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에 따른 골프공은, 코어와, 상기 코어를 전체적으로 덮고 있으며 그 표면에는 다수의 딤플이 형성된 아이오노마 수

지 성분의 커버와, 상기 커버의 표면에 도포된 도장층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골프공으로서, 상기 커버에는 0.02% 이하의

안료 혹은 염료가 포함되고, 상기 커버의 표면에는 2 ㎛ 내지 10 ㎛ 크기의 흠집부가 전체적으로 형성되고, 상기 도장층은,

아크릴 수지 또는 우레탄 수지로 도포된 하도층과, 우레탄 수지로 도포된 상도층으로 이루어져, 상기 흡집부에 의하여 다

수의 난사면을 갖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상기 흠집부는, 80,000 V(볼트) 내지 120,000 V(볼트)를 사용한 코로나 방전가공 후, 연마장치에 의한 연마가공에

의해 형성된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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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도장층의 하도층의 두께는 5 ㎛ 내지 10 ㎛ 인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기 도장층의 상도층의 두께는, 8 ㎛ 내지 20 ㎛ 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커버의 표면에 형성된 다수의 딤플은, 상호 형상을 달리하는 복수 종류로 이루어진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상기 커버의 외부표면에 문자, 부호 등의 기호가 인쇄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커버의 하도층의 외부표면에 문자, 부호 등의 기호가 인쇄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본 발명에 따른 골프공의 제조 방법은, 코어를 형성하는 코어 형성단계; 상기 코어를 감싸는 커버로서, 그 표면에

는 다수의 딤플이 형성된 아이오노마 수지 성분의 커버를 형성하는 커버 형성단계; 상기 커버의 표면에 80,000 볼트 내지

120,000 볼트의 전압으로 코로나 방전 가공을 하여 상기 커버의 전체 표면에 균열을 형성하는 방전가공단계; 상기 커버에

형성된 균열로부터 소재 조각을 떼어내어 커버 표면에 2 ㎛ 내지 10 ㎛ 크기의 균열을 만들기 위해, 분당 18 내지 22 회 회

전을 하는 회전표면처리기에 상기 방전가공이 끝난 소재를 연마석과 함께 투입한 후 회전시키는 표면처리단계; 세척 및 건

조하는 건조단계; 아크릴 수지 혹은 우레탄 수지를 사용하여 도포하는 하도단계; 및 우렌탄 수지를 사용하여 도포하는 상

도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에 의한 골프공은 코어와, 커버와 도장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발명에 적합한 골프공의 구조로는 하나의 코어와 하나의 커버로 이루어진 투피스 골프공, 이중의 코어와 하나의 커버로

이루어진 쓰리피스 골프공, 삼중의 코어와 하나의 커버로 이루어진 훠피스 골프공 등이 알맞다. 이는 코어의 색상이 커버

를 통하여 보이고 그리고 커버의 표면의 딤플들의 음영들이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커버로 된 골

프공들이 본 발명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상기 코어의 조성은 이미 상술한 바 있는 조성을 가지는 것으로 특별한 제약은 없다. 다만 본 발명의 목적에 맞게 하기 위

해서는 코어의 조성 중에 유기 또는 무기 안료가 잘 분산되어 섞여 있고, 이 조성물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경화시켜 만들어

진 코어의 표면을 쎈타레스 그라인더 등 적절한 연마기로 연마하여 균일한 색상과 표면을 얻는 게 중요하다. 이는 커버 위

에 있는 딤플들의 음영이 커버를 통해 코어 위에 형성되고, 이것이 다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잘 보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

본이 되기 때문이다.

본 발명에서 언급하는 코어는 단일 코어, 이중 코어, 삼중 코어를 포함해서 모두 코어라 칭한다. 그리고 코어의 표면은 상

기의 코어들의 제일 바깥쪽의 코어의 표면을 말한다. 또한, 직경 등 코어의 각종 치수는 코어 전체에 대한 것이다. 이하 마

찬가지이다.

상기 커버는 코어를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다. 그 표면에는 다수의 딤플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커버의 재료는 아이오노마

수지이다. 이 수지는 근본적으로 이온성 에틸렌계 공중합 수지인데, 에칠렌에 불포화 카본산을 결합시킨 후 그 불포화 카

본산의 일부를 금속염 상태로 중화를 시킨 것으로서, 에틸렌, 불포화 카본산 및 불포화 카본산의 금속염의 3성분, 또는 에

틸렌, 불포화 카본산, 불포화 카본산의 에스테르 및 불포화 카본산의 금속염의 4성분으로 된 공중합체이다.

이 불포화 카본산의 종류로서는 1염기산인 아크릴 산, 메타크릴 산 등이 있고, 2염기산으로는 말레인 산, 후마릴 산 등이

있다. 불포화 카본산의 함량이라는 것은 그의 중화 여부에 상관 없이 그 불포화 카본산의 중량 %로 나타내며 대체로 6 ~

20 중량 %로 알려져 있다. 불포화 카본산의 금속염의 금속의 종류로는 1가 금속인 Na, Li, K 등, 그리고 2가 금속인 Zn,

Mg 등이다. 이 금속 이온에 대한 중화도는 일반적으로 20 ~ 80 %의 것이 시판되고 있다. 또한 불포화 카본산의 에스테르

로는 주로 알킬에스테르로서 그 알킬기의 탄소수는 1 ~ 10 이며 많이 사용되는 것은 메틸, 에틸, 프로필 등이다. 아이오노

마 수지는 SURLYN (듀폰 사의 상품명) 과 IOTEK (엑손 사의 상품명) 이 시판되고 있다. 이 아이오노마 수지는 산의 함량

이 높을수록 기계적인 강도가 좋아지고 투명도도 좋아진다.

그러나 너무 많으면 너무 딱딱해져서 부드러운 촉감을 얻기가 힘들게 된다. 본 발명에 맞는 아이오노마 수지는 산의 함량

이 14 ~ 15 % 의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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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적절한 투명함과 딱딱함을 갖고 있어야 본 발명을 이룰 수 있는 표면 처리 공정에서 빛의 산란을 더 얻을 수 있는

많은 굴곡과 상처를 얻을 수 있고, 골프공으로서 적절한 촉감도 갖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아이오노마 수지에 코어의 색상

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투명도가 좋은 유기, 무기 안료 또는 염료를 수지에 대하여 0.005 ~ 0.02 % 잘 분산시켜 사용한다.

이 커버 재료에 사용하는 안료나 염료는 코어에 사용한 것과 같은 색상의 안료나 염료를 사용하여야 코어 쪽의 색상과 유

사한 느낌을 갖게 된다. 이것은 만일 안료나 염료가 0.005 % 보다 적게 섞인 커버의 아이오노마 수지층을 통과해서 코어의

색상 또는 코어 위에 도포된 수지의 색상을 볼 때, 정면이 아니고 옆면으로 보는 경우는, 흰색을 약간 포함하는 것 같은 약

간 탁한 상태로 보이게 된다. 이는 아이오노마 수지 속에 있는 결정들에 의해 보는 각도에 따라 빛의 투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코어 부위의 색상이 원래의 색이 아니고 뿌옇고 탁한 다른 색상으로 보이게 된다. 한편 0.02 % 이상

의 안료나 염료를 사용하면 색상이 너무 진해서 코어의 색상 및 커버가 가지고 있는 딤플들의 음영이 잘 나타나지 않아 현

란한 반사면이 형성되지 않는 결함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안료 이외에 필요에 따라 소량의 산화 방지제, 열 안정제, 자외

선 흡수제 등 노화 방지제 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한편 아이오노마 수지의 고체 구조를 살펴보면, 폴리 에틸렌 결정과 비결정의 탄화수소 그리고 얇은 판상의 이온상 라멜라

크러스터 (박막 판상 주름 상태의 집단) 들로 이루어져 있다. 본 발명에 맞는 골프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크기의 결정

부가 많이 있게 만드는 것이 큰 크기의 결정부가 많은 것보다 빛의 산란을 훨씬 더 잘되게 한다. 일반적으로 골프공의 코어

위에 커버를 씌울 때는 용융된 커버 재료를 압축 성형, 또는 사출 성형 하는데, 본 발명에 알맞는 것은 사출 성형이다.

사출 성형시에, 용융된 아이오노마 수지의 커버 재료는 금형 안에서 15 도 이하로 급하게 냉각시키면 결정이 흩어져 잘 자

라지 않고, 반대로 높은 온도에서 늦게 냉각시키면 결정이 자라서 큰 결정부가 많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성형 후 냉각은

15 도 이하로 냉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냉각 시간은 적어도 40 초 이상으로 길게 하는 것이 본 발명에 유리하다. 이

것은 아이오노마의 열적 특성 때문인데 냉각시간을 너무 짧게 하면 커버의 표면은 냉각이 된 것 같아도 코어와 가까이 있

는 커버 내부는 아직도 열이 남아 있어 결정부가 계속 자라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본 발명에 불리한 큰 크기의 결정부가 많

아져 빛의 산란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코어의 색상도 선명치 못하고, 커버의 딤플들의 음영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냉

각 온도와 냉각 시간은 커버의 두께에 따라 달라지는데 본 발명에 적합한 커버의 두께는 1.7mm ~ 0.8mm 이다. 만일

1.7mm 보다 두꺼워지면 커버를 통해서 보이는 코어의 색상과 딤플들의 음영이 선명치 못하고 0.8mm 보다 얇아지면 커버

가 취약해져 타격시 골프공이 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착색되어있는 코어 위에, 상기와 같은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춘 아이

오노마 수지로 성형시켜 커버를 씌운 골프공은 빛의 난반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미세한 불규칙한 요철면을 갖게 하기 위해

일반적인 종래 골프공 제조 방법과 달리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작업이 수행된다.

먼저 2 ~ 5초 동안 80,000 ~ 120,000 볼트(V)의 아주 높은 전압으로 회전하는 골프공의 표면에 코로나 방전 가공을 하여

그 골프공의 아이오노마 수지 커버의 표면에 수 미크론 깊이의 미세한 균열을 많이 만든다. 이 코로나 방전 가공에 사용하

는 기계는 미국의 빅밴드 머신 사의 빅밴드 제퍼 머신을 사용했다.

그런 다음, 미세한 균열 상태의 아이오노마 수지를 커버에서 떼어내어 많은 미세 요철을 커버에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빛의

난반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분당 18 ~ 22 회전하는 육각형 드럼 타입 회전 표면 처리기에 도 2 와 같은 규격의 연마석을

넣고 방전 가공한 골프공을 넣어 30 ~ 90 분간 연마 가공한다. 이 연마석은 카올리나이트가 주성분인 미사(모래보다 잘고

진흙보다 굵은 침적토를 지칭하는데 입자지름이 0.02 ~ 0.002 mm인 것) 점토에 금강석을 혼합하여 소결한 것으로 금강

석의 입도와 연마석의 형상에 의해 연마 정도가 결정된다. 이 연마석은 크기가 작은 것과 큰 것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표면

가공을 빠르게 한다. 또한 커버의 미세한 손상을 빨리 이루어 주기 위해서 골프공이 잠길 정도의 침투 세정 목적의 계면 활

성제를 물에 대해 0.05 ~ 0.1 % 넣은 용액을 사용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계면 활성제는 비이온성계인 폴리 옥시에틸렌 솔

비탄 모노 스테아레이트 또는 폴리 옥시 에틸렌 솔비탄 모노 오레이트가 적당하다. 이 육각형 드럼 타입 회전 표면 처리기

안에 넣어진 골프공과 연마석은 계면 활성제 용액 속에 잠긴 채 천천히 회전하게 된다. 이때 골프공은 회전하여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자신의 무게에 의해 아래쪽으로 떨어지며 연마석을 사이에 두고 서로 충돌해서 긁히며 눌리며 연마되어 그 골

프공의 표면에 다양한 형태의 손상을 받게 된다. 또한 연마석의 날카로운 부분이 골프공 전체표면에 걸쳐 있는 미세한 균

열 상태의 아이오노마 수지를 그 표면으로부터 떼어내어 많은 미세 요철을 골프공 커버의 표면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부여

하게 된다. 이러한 가공에 의해 커버의 표면에는 전체적으로 2 ㎛ 내지 10 ㎛의 미세한 흠집이 무수히 발생하게 된다.

상기 육각형 드럼 타입 회전 표면 처리기는 (주)볼빅에서 자체 제작한 것을 사용했다. 이 육각형 드럼 타입 회전 표면 처리

기에서는 상기의 코로나 방전 가공에 의해 형성된, 아이오노마 커버의 제일 바깥쪽 표면의 미세한 균열 상태의 수지 껍데

기들이 도 4에서의 T와 같은 상태로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된다. 이것은 원래의 골프공 표면보다 수많은 굴곡으로 증가된

표면적의 반사면을 갖고 있어 빛을 훨씬 많이 난반사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일반적인 종래 골프공의 제조 방법은

코어 위에 착색된 커버 재료를 사출 또는 압출 성형한 후 적절한 세척기로 골프공의 표면의 이물질 등을 세정해서 건조하

게 된다. 이 일반적인 방법의 골프공의 건조한 후의 표면은 도 4 에서의 N 과 같이 매끄러운 표면을 갖고 있을 뿐이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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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에 의해 가공된 골프공은 다른 일반적인 골프공의 제조 공법과 마찬가지로 바렐 등 적절한 세척기로 표면의 이물질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건조시킨 후, 하도로 아크릴 수지 용액을 고형분으로 두께 약 5 ~ 10 ㎛되게 도포하여 건조시켜 하도충

을 형성시킨다.

아크릴 수지 용액으로는 음이온성 변성 아크릴 공중합체 에멀죤 (네델란드의 Avecia사의 상품명 NeoCryl)에 다관능성 아

지리딘 액상 크로스링커 (네델란드의 Avecia사의 상품명 Crosslinker CX-100)를 보강제로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이렇게

하도층을 도포한 소재에는 그 하도층 표면 위에 인쇄기로 로고, 숫자, 문자 등의 기호를 인쇄한 후, 다시 상도로서 2액형 우

레탄 수지 용액을 고형분으로 두께 약 8 ~ 20 ㎛되게 스프레이 도포를 하여 건조시켜 상도층을 형성시킨 후 35 ~ 40 도로

유지된 숙성실에서 24 ~ 36 시간 숙성 시켜 완제품으로 만든다. 한편, 상기 인쇄는 커버의 외부표면에 시행될 수도 있다.

상기의 2액형 우레탄 수지 용액으로는 주제로 에스테르 타입 포리올 (한국 조광 페인트사의 상품명 Urethane Top Clear

VV)과 경화제로 헥사메칠렌 디이소씨아네이트 계열의 폴리이소씨아네이트(한국 조광 페인트사의 상품명 UH 1807)를 유

기 용제 속에 용해시킨 것을 사용하였다. 상도로 사용한 이 2액형 우레탄 수지 용액은 건조, 숙성 후에는 강인하고 광택이

좋은 도막을 이루어 인쇄면을 보호하기도 하고 공의 내구성도 좋게 하는데, 빛의 난반사를 선명하게 도와주고, 딤플들의

음영이 잘 나타나게 도와준다.

한편, 실시예로서 본 발명에 의해 만들어진 칼라 골프공과 비교예로서 일반적인 종래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백색 커버 골프

공의 제조 공정의 차이를 표 1에서 비교하여 나타내었고, 실제로 필드에서 20명의 아마추어 골퍼들이 라운딩 중에 각 골프

공의 식별의 용이성의 차이를 평가하여 표 2 에서 나타내었다.

[표 1]

제 조 공 정 규격 및 가공 실 시 예 비 교 예

착 색 코 아 (Pink E 0.1%) 직경 39.4 mm O O

백 색 카 바 (TiO2 2.5%) 두께 1.65 mm - O

착 색 카 바 (Pink E 0.01%) 두께 1.65 mm O -

성형접합선 바핑  O O

코로나 방전가공 (90,000 V) 20 초 O -

표면처리(육각형 드럼타입 회전표면 처리기) 60 분 O -

세척 (바렐 세척기) 30 분 O O

건조 (40 도) 4 시간 O O

하도 (Spray 도포기) 두께 8 mm O O

인쇄 (로고 및 숫자)  O O

투명 도포 두께 15 mm O O

숙성 (35 ~ 40 도) 36 시간 O O

* 주1) Pink E : 독일 Clariant사 유기안료의 일종으로 상품명 PV Fast Pink E01

O : 있음

- : 없음

[표 2]

항 목
평 가 (식별의 용이성)

실 시 예 비 교 예

비행중 (Driver 타격 후) O O

150 M 떨어진 거리 (착지된 상태) △ X

100 M 떨어진 거리 (착지된 상태) O △

50 M 떨어진 거리 (착지된 상태)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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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O : 식별 용이

△ : 식별 보통

X : 식별 어려움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골프공은, 미소량의 안료가 섞인 투명성이 좋은 커버의 표면에 만들어진 수많은 반사면

으로 빛의 난반사를 일으키게 되어, 그 골프공의 코어(핵)가 가지고 있는 색과 딤플의 음영의 색이 서로 다른 이중색을 띄

고, 또한 도 1의 B에서 나타낸 것처럼 원형 딤플들의 엣지 부위들의 음영이 일정치 않은 둥근 다각형들로 보이게 하며, 그

위치도 어긋나 보이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제조방법에 제조된 골프공의 표면(도 3에서의 S로 표시

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조된 골프공의 표면(도 3에서의 W로 표시한 것)보다 쉽게 구별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특히 본

발명에 의한 골프공은 타격 후 비행중이거나 또는 착지 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어 낙하지점의 파

악이 용이하며, 따라서 분실의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골프공의 표면의 원형 딤플들을 나타낸 것으로서, "A" 는 전체 골프공의 표면중에서 사각형 부분의

원형 딤플들을 확대해서 나타낸 것이고, "B"는 "A"와 동일한 사각형 부분의 딤플들의 음영으로서, 그 음영이 원래의 딤플

의 위치와 일치하지 않고 어긋나 있으며, 딤플 엣지 부분의 음영의 형상이 원래의 형상과 다르게 일정치 않는 둥근 다각형

으로 보이는 것을 도시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있어서 연마공정에 사용되는 육각형 드럼타입 회전 표면 처리기 안에 들어가는 연마석의 크기를 나타낸

것으로 "h"는 삼각형의 높이를 나타내고 "L"은 길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쐐기 모양의 것이다. 연마석의 크기와

관련하여 큰 연마석은 "h"가 12mm이고 "L"이 12mm이며, 제일 작은 연마석은 "h"가 5mm이고 "L"이 5mm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골프공과 종래의 방법에 의한 골프공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으로, "W"는 일반적인 종래 방법에 의

한 백색의 골프공으로 "S"는 본 발명에 의해 만들어진 골프공을 나타낸다.

도 4는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1,000배 확대한 골프공 표면의 사진으로서, "T"로

표시된 상부의 사진은 커버를 사출 성형한 후 본 발명에 의해 커버의 표면을 코로나 방전 가공을 하고, 육각형 드럼 타입

회전 표면 처리기로 가공을 한 후 세척을 한 것으로 2 ~ 7 미크론 크기의 미세한 균열과 굴곡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N"으로 표시된 하부의 사진은 골프공을 생산하는 종래의 방법으로 사출 성형 후 세척을 한 골프공의

커버의 표면으로서 본 발명에 의한 골프공의 표면과 달리 매끄러운 표면으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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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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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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