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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골프 클럽 헤드 인서트가 섬유 강화 금속 복합체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골프 클럽은 개선된 성능을 가지고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의 측면도로서, 섬유 강화 금속 타격 페이스 인서트를 가지고 있는 메탈 우드 골프 클럽 

헤드를 나타내고 있다.

제2도는 제1도에 도시되어 있는 메탈 우드의 하부 평면도이다.

제3도는 본 발명의 섬유 강화 금속 타격 페이스 인서트가 장착된 아이언 골프 클럽 헤드를 나타내는 정면도이다.

제4도는 제3도의 라인 5a-5b를 따라 취해진 단면도이다.

제5도는 본 발명의 타격 페이스 인서트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형적인 복합체 라미네이트의 단면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5. 본체부 2,9. 인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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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합부 4. 오목부

6. 타격 페이스 7. 솔 페이스

8. 탑 10,11. 내부 표면

13. 타격 표면 15. 섬유 강화 금속층

16. 금속층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골프 클럽(golf clup)은 헤드(head)를 형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의 조성에 따라 우드(wood) 또는 아이언(iron)

으로 분류되어 왔다. 우드와 아이언으로의 분류가 계속되어 오기는 했지만, 그 재료들은 크게 변했다. 활동 필드의 플

레이어는 본래의 디자인과 매우 다른 골프 클럽 헤드를 제조하는 기술을 발전시켜왔다.

지금까지, 우드를 제조하는데 금속이 사용되어 '메탈 우드'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이음매 없는 금속과는 대조적으로, 

복합 재료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드와 아이언은 매우 개선되었다. 하나 또는 다른 형태에서, 이와 같은 변화는 

골프 클럽 헤드의 볼-타격 표면 수명을 연장하는 것, 조절할 수 있는 중심을 제공하는 것, 가장 큰 '스위트 스폿(swee

t spot)'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골프 클럽 헤드의 주변부를 선택적으로 무겁게하는 것, 골프 클럽이 볼을 칠 때 바람직스

런 소리 특성을 제공하는 것, 스윙하는 동안 골프 클럽 헤드의 관성 모멘트를 증가시키는 것, 및/또는 클럽을 스윙하여

볼을 타격할 때 단단한 임팩트(impact)와 컨트롤(control) 느낌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플레이

어가 클럽을 우드나 또는 아이언으로 인식하도록 골프 클럽 헤드의 기본적인 외형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상기 목표

를 달성하는 것이다.

골프 클럽 헤드를 개선시키기 위한 제안으로서, 1990년 5월 29일 나카니쉬 등(Nakanishi, et al.)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928,972호에는 클럽 헤드 타격 페이스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 구비되어 있는 섬유 강화 플라스틱 인서

트를 이 용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이러한 섬유 강화 합성 수지 인서트는 슈팅 표면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골프 클

럽 헤드의 측면 상에 배치되어, 클럽 헤드의 관성 모멘트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것은 또한 더욱 쉽게 

조절될 수 있는 중심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각도의 로프트(loft)를 갖는 골프 클럽의 조립시에 중심을 조절하

는 것이 필요하다.

클럽의 소리 특성을 개선하고 볼-타격 표면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클럽 헤드의 각 부위마다 밀도가 다른 재료

를 이용하는 다양한 분말 야금 공정이 1991년 2월 12일 쉬라(Shira)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992,236호에 개시되

어 있다. 각각의 경우에, 상기 공정은 골프 클럽 형상의 주형을 이용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주형은 금속 분말

로 채워진다. 선택적으로, 상기 주형을 금속 분말의 금속 주물(metal casting), 연금속(wrought metal) 및 그린 성형

체(green compact)와 같은 재료의 인서트를 포함하도록 디자인 될 수 있다.

단조(forged) 금속 인서트가 클럽에 대하여 충격이 더욱 단단한 임팩트 및 더욱 우수한 컨트롤과 느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페이스(face) 플레이트(볼-타격 표면)가 채택되어 왔다. 1991년 7월 18일 앤더슨(Anderson)에게 허여된 미

국 특허 제5,024,437호에는 스테인레스 스틸, 베릴륨, 구리, 티타늄 또는 알루미늄과 같은 재료의 단조 금속 인서트가

개시되어 있다. 개시된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단조 금속은 주물에 적합하지 않고 헤드 전체의 형성용으

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타격 표면에 있는 단조 금속 플레이트의 인서트는, 타격 페이스의 타격 영역에 걸쳐 경

도(hardness)가 균일하고 주물 금속 페이스 플레이트에 비해 단 조 금속의 강도가 본질적으로 더욱 커서 바람직한 것

으로 기술되어 있다.

1993년 11월 16일, 앤더슨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261,663호에는 일반적인 단조 금속 인서트의 개선에 대해 개

시되어 있다. 이러한 개선에 의해, 공지된 잇점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골프 클럽을 무겁게 함으로써 증가된 힐(heel)과 

토(toe) 영역이 증가된다. 단조 금속 페이스 플레이트의 무게는 플레이트의 주변부 두께를 증가시킴으로써 증가된다.

일반적인 단조 금속 인서트를 개선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서, 1993년 11월 16일, 앤더슨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

,261,664호에는 골프 클럽 헤드의 본체부의 주조에 대해 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상기 본체부는 전방 개구부(front 

opening)을 구비하고 있으며, 전방 개구부를 따라 전방 쪽으로 면해있는 돌출부(ledge)를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돌

출부는 단조 금속 타격 페이스를 골프 클럽의 본체부의 정면에 연결하는데 이용된다. 마찬가지로, 타격 페이스 인서

트는 납땜 또는 용접 또는 다른 고착 수단에 의해 자신을 본체부의 돌출부에 장착시키기에 적합한 돌출부를 구비하고

있다.

일반적인 단조 금속 인서트를 개선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서, 1993년 10월 26일, 앤더슨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

허 제5,255,918호에는, 타격 페이스의 배면에 있는 완전히 밀폐된 오목부(recess)가 있고 타격 페이스와 본체부 사

이에 사다리꼴 모양의 접착 배열을 가능하게 하는 돌출부 구조가 구비된 골프 클럽 헤드 구조가 개시되어 있다. 또한, 

타격 페이스는 강철 분말과 같은 금속 분말을 강화시킨 단조 금속 플레이트일 수 있다. 단조 금속 플레이트는 1/32 내

지 1인치의 두께를 갖는 것으로 개시되어 있다. 타격 페이스 인서트로서 단조 금속 플레이트 상태의 티타늄을 사용하

는 것이 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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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목적은 본체부, 금속 타격 표면을 갖는 섬유 강화 금속 복합체를 포함하는 타격 페이스, 및 상기 타격 페이

스를 상기 본체부에 결합시키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골프 클럽 헤드에 있어서, 골프 클럽 헤드가 100mile/h을 초과

하는 스피드(즉, 140mile/h까지)로 볼을 칠 때 변형에 대한 내성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클럽 헤드를 제공하

는 것이다. 바람직한 실시예로서, 골프 클럽 헤드는 타격 페이스 인서트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인서트는 적어도 한 플

라이(ply)의 섬유 강화 금속 및 적어도 한 플라이의 금속으로 이루어진 복합 라미네이트이며, 상기 플라이 내에 있는 

섬유는 최대의 볼 타격 표면 강도(strength) 및 견고성(stiffness)을 제공하는 타격 페이스의 중간 축 방향으로 배향되

도록 라미네이트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에 바람직한 재료는 실리콘 카바이드 또는 보론 섬유와 같은 고모듈러스, 고강도 섬유로 가공된 티타늄 

및/또는 알루미늄 합금 복합체이다. 이러한 복합체는 구조는, 섬유 강화제 없이 동등한 금속을 포함하는 동등한 타격 

페이스와 비교하여, 타격 페이스의 견고성이 20%까지 증가하고 그 무게가 30%까지 감소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타격

페이스를 제공한다. 이는 주변부의 무게 증가, 중심의 추가 조절, 가벼운 헤드 및 개선된 느낌 및/또는 더욱 바람직한 

소리 특성을 가능하게 하는 가벼운 타격 페이스를 제공한다.

제1-2도를 참조로하여 설명되는 실시예는 '우드' 타입 드라이버(driver)이 다. 본체부(1)는 스테인레스 스틸, 알루미

늄, 티타늄, 구리 또는 다른 연성 재료와 같은 금속으로 주조될 수 있으며, 바람직하기로는 금속 또는 금속 합금으로 

주조된다.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타격 페이스 인서트(2)는 섬유 강화 금속 복합체로 제조되며, 본체부 주물의 전방

표면에 접하여 결합되어 있다. 여기에서, 결합은 접합부(3)를 따라서 납땜이나 용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

직하다. 접합부(3)는 타격 페이스 인서트의 주변부와 주요 몸체부(1)의 전방 개구부를 따라 형성되어 있어서 본체부(

1)와 타격 페이스 인서트(2)를 일체화시킬 수 있다. 본체부에는 타격 페이스 인서트(2)의 주변부가 그 내부로 장착 및

결합되는 오목부(4)가 형성되어 있다. 접합부(3)는 가늘고 긴 탑(top)과 저부(bottom) 및 굽은 표면을 갖는 사다리꼴 

또는 타원형이 일반적이며, 탑의 굽은 표면은 상부 방향으로 볼록하고 저부의 굽은 표면은 하부 방향으로 볼록하다.

제3-4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아이언 골프 클럽 헤드가 개시되어 있다. 본체부(5)는 스테인레스 

스틸, 알루미늄, 주조 아이언 또는 황동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지며, 그 볼 타격 페이스(6)가 소정의 로프트 각을 갖도

록 실질적으로 삼각 횡단면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다. 제4도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솔 페이스(7)는 헤드의 탑(

8)보다 두껍다. 섬유 강화 금속 복합체를 포함하는 타격 페이스 인서트(9)는 아이언의 볼 타격 페이스(6) 상에 삽입되

어 있다. 인서트(9)는 타격 페이스 인서트(9)의 전 내부 표면(10)이 아이언의 내부 표면(11)에 부착될 수 있도록 납땜,

용접 또는 다른 부착 수단에 의해 볼 타격 페이스에 고착되어 있다.

제5도는 본 발명의 전형적인 복합체 라이메이트 타격 페이스 인서트의 단면 도이다. 금속 타격 표면(13)은 대략 0.00

5 내지 0.04인치 두께이며, 대략 0.005 내지 0.04인치 두께의 섬유 강화 금속층(15)에 라미네이트되어 있다. 섬유 강

화 금속층(15)은 대략 0.005 내지 0.40인치 두께의 금속층(16)에 라미네이트되어 있다. 금속층(16)은 제2 섬유 강화 

금속층(15)에 라미네이트되어 있으며, 제2 섬유 강화 금속층(15)은 약 0.005 내지 0.04인치 두께의 제3 금속층(14)

에 라미네이트되어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로서, 실리콘 카바이드 섬유 강화 티타늄 복합체 라미네이트는 메탈 우드 또는 아이언 골프 클럽의 

클럽 타격 페이스나 타격 표면으로서 작용한다. 티타늄 복합체 라미네이트 인서트는 재료 밀도가 낮아조 증가된 강도

와 견고성을 제공한다. 티타늄 복합체 라미네이트 인서트는 강도가 크고 가볍기 때문에, 선택적인 주변부와 솔 플레

이트 위치까지 클럽 헤드의 중량을 재분포시켜 클럽 헤드 중심을 바꿀 수 있다.

티타늄 복합체 라미네이트 인서트는 쉬트, 호일(foil) 또는 (일시적 결합제를 갖는)분말 테이프(tape) 상태의 이음매 

없는 티타늄 및 라미네이트된 합판형의 평면 배열인 고강도, 고탄성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의 조합으로 이루어

져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격 페이스 표면을 따라서 섬유가 없으면, 타격 페이스 그루브(groove)의 가공이 가능하

다. 연속되는 섬유 길이가 이러한 복합체에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섬유 강화 층은 인서트의 타격 페

이스 표면에 가능한 한 가깝고, 인서트의 장거리 중심선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다. 메탈 우드 인서트는 토로부터 힐(벌

지로 알려짐) 및 탑으로부터 저부(롤로 알려짐)의 복합 만곡 디 자인 요소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티타늄 복합체 라미네이트에 대해 현재 사용되거나 공지되어 있는 섬유/매트리스중 예비 성형 방법중의 어느것이나 

인서트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비용을 고려하면, 평행한 베열의 섬유를 제조한 다음, 티타늄 또는 티

타늄 합금 분말의 슬러리와 적절한 일시적 접착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티타늄 분말/실리콘 카바이드 모노필라멘

트 예비성형품을 제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섬유/매트릭스 예비성형품이 제조되면, 열 및 압력 배기가스 압축 사이

클(offgas densification cycle)에 의해 이음매 없는 티타늄 재료를 강화시킨다. 바람직한 강화 방법은 진공 가열 압

착기에서 몇 개의 면적이 큰 라미네이트 합판을 적층한 다음, 적절한 열과 압력을 가하여(즉, 500 내지 2,000℃, 100 

내지 10,000psi에서 5분 내지 10시간 동안) 100% 혼성밀도를 갖는 상태를 얻는 것이다.

개별적인 클럽 페이스 인서트는 큰 복합체 패널을 연마 워터제트(abrasive waterjet) 가공, 스탬프 또는 절단하여 얻

어질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하나의 페이스 내부로 그루브를 가공하거나 새긴 다음, 메탈 우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만곡부를 형성하기 위한 간단한 성형 조작(예를 들어, 콜드 다이 가압)을 거친다. 실리콘 섬유가 사용될 경우, 이러한 

조작에 필요한 고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섬유 계면 열화 때문에 단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인서트의 구조로서 상부와 하부 티타늄 쉬트 사이에 두 개 내지 네 개 층의 섬유/티타늄 예비성형품을 라미네이션시

킨 것이 바람직하다. 티타늄 쉬트 층은 실리콘 카바이드 모노필라멘트나 섬유 매트릭스 계면에 대한 손상이 없이 인

서트를 형성하는데 충분한 최소의 두께로 되어 있다. 인서트는 용접, 접착제(에폭시) 접착, 또는 납땜(예를 들어, 진공

납땜)에 의하여 클럽 헤드의 본체부 내의 셀프(shelf)에 부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공지되어 있는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도 고착될 수 있다.

이러한 섬유 강화 티타늄 복합체 인서트에서 관찰되는 특이한 개선점은 클럽 페이스의 견고성이 10 내지 15% 증가한

점이다. 또한, 타격 표면의 무게가 20 내지 30% 줄이고, 이를 재분배하여 관성 모멘트의 중심을 변경시킴으로써 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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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단조 금속 타격 페이스 구조에 비하여 요구되는 타격 영역을 증가(즉, '스위트 스폿'이 더욱 커졌다)시킬 수 있다.

또한, 다른 금속들과 이들의 조합, 및 다른 고강도 및/또는 고탄성 섬유가 본 발명에서 사용되기에 적합하다. 알루미

늄과 그 합금, 마그네슘과 그 합금 및 베릴륨과 그 합금과 같은 경금속이 바람직하다. 적어도 약 30Mpsi의 탄성율을 

갖는 보론, 카본, 그래파이트 및 여러 가지 세라믹의 섬유가 바람직하다. 섬유를 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로서, 인서트의 외부 표면은 두 플라이의 티타늄 쉬트이다. 이러한 쉬트는 양 측면이 알루미늄/실리

콘 카바이드 섬유 복합체 예비성형품과 접해있는 알루미늄 쉬트의 내부 구조에 라미네이트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진공 열 압착기에서 강화되어 이음매 없는 복합체로 된다.

제조 방법이 섬유 강도나 복합체 완결성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면, 개별 인서트의 성형을 포함하여 다른 방법에 의해 

복합체가 제조될 수 있다.

복합체의 강화 공정에서 접착력을 향상키기 위하여, 다른 금속의 얇은 호일(예를 들면, 티타늄 쉬트 및 예비성형품용 

알루미늄 호일) 또는 유사한 금속의 얇은 호일이 예비성형품의 합판에 채용될 수 있다.

최대의 타격 페이스 강도와 견고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섬유 배향이 바람직하며, 이는 사용자에 의해 선택될 

수 있다. 우드용 실리콘 카바이드 섬유 강화 금속의 경우, 타격 페이스의 장방향(토에서 힐)으로부터 45 내지 135° 

배향이 바람직하며, 타격면의 장방향으로부터 90° 배향이 가장 바람직하다.

복합체 제조시, 섬유는 타격 페이스 인서트 표면에 가능한 한 가깝게 하고, 클럽 헤드의 중심선(또는 중간 축)(인서트

의 장방향으로 뻗어 있음)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위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섬유 위치는 타격 페이스의 

견공성(탄성율)을 최대화시키고 골프 클럽 성능을 최적화시킨다. 여러 플라이의 섬유 예비성형품과 금속이 사용될 수

있다. 비용과 무게를 고려하여, 두 개 및 네 개 플라이의 섬유 예비성형품/금속 쉬트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강도와 견

고성은 라미네이트된 플라이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섬유 복합체를 인서트에 결합시킬

때 낮은 온도의 접착 또는 납땜 공정이 이용될 경우, 단일 플라이의 복합체가 인서트의 백 페이스에 부착될 수 있다.

실시예 1

다음과 같이 적층함으로써, 티타늄 금속과 실리콘 카바이드 섬유 강화 티타늄의 라미네이트 복합체를 제조하였다.

(a) 0.035인치 두께의 티타늄 호일(Ti-6-4);

(b) 실리콘 카바이드 섬유가 티타늄 파우더의 예비 성형 테이프에 단일층으로 평행하게 배열되어 있는 0.010인치 두

께의 테이프 예비성형품, 네 개의 플라이; 및

(c) 0.035인치 두께의 티타늄(Ti-6-4).

라미네이트된 예비성형품을 진공 열 압착기에서 강화시켜 복합체를 얻었다. 표면 내부로 그루브(0.02인치, 최대의 U

SGA 타격 페이스 그루브 깊이)를 가공하였다. 개별 인서트를 콜드 다이 프레스로 구부림으로써, 요구되는 토로부터 

힐 및 탑으로부터 저부의 만곡부를 형성하였다. 장방향이 약 2.5인치, 탑으로부터 저부까지 약 1.5인치 및 두께가 0.1

10인치인 타격 페이스 인서트를 이용하여 표면 변형 시험을 하였다.

시험에 있어서, 연강으로 제조된 시험 설비의 면을 가공한 동일한 높이의 셀프 상에 인서트를 나사를 이용하여 장착

하였다. 시험 설비는 우드(드라이버)용 골프 클럽 헤드의 일반적인 형태로 만들어졌다. 시험 설비 헤드를, 공기 포에 

의해 타격 페이스 인서트에 발사되는 골프 볼이 조절된 스피드로 인서트를 타격하도록 되어 있는 홀더(holder)에 장

착되어 있는 골프 클럽 샤프트에 장착하였다.

인서트 표면 상의 여섯 군데의 고정된 위치에서, 140mile/h의 스피드로 골프 볼을 타격하면서 시험하기 전과 후에 표

면 변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깊이 게이지를 이용하였다.

0.105인치의 두께를 갖는 동일한 인서트에 대하여 비교 시험을 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에 나타냈다.

[표 1]

표의 결과로부터, 상기 인서트가 골프 클럽 헤드용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섬유 강화 금속 복합체를 포함하

는 0.110인치 두께의 인서트의 경우 140mile/h로 골프 볼을 타격할 때 변형에 대한 내성이 탁월하다. 0.120 및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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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치의 두께를 갖는 섬유 강화 인서트의 경우에도 변형에 대한 내성이 유사하였다. 이는 유사한 성능을 얻기 위하여 

두께가 크고 중량이 무거운 것을 사용해야 되는 비-강화 금속 타격 인서트에 대해 개선된 점이다.

또한, 상기 결과로부터 우드-타입 클럽에 장착된 티타늄/실리콘 카바이드 섬유 타격 페이스 인서트의 경우에도 두께

가 0. 105인치를 초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시예 2

여러 가지 합판을 제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타격 페이스 인서트를 제조하였다.

굴곡부가 형성되지 않도록 제조된 인서트를 아이언 클럽에 대해 시험하였다.

제조된 합판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섬유 강화 티타늄 테이프 주조 예비성형품과 티타늄 호일(Ti-6-4)로 되어 있고 0.120인치 두께의 인서트를 형성

할 수 있는 두개의 플라이;

(b) 인서트가 0.110인치 두께인 것을 제외하고는 (a)와 동일한 플라이; 및

(c) 인서트가 0.100인치 두께인 것을 제외하고는 (a)와 동일한 플라이.

각 인서트의 중간축은 섬유 강화제가 없고 티타늄만을 포함하였다.

각 인서트를 아이언 클럽에 대해 시험하였는데, 이음매 없는 아이언 클럽 또는 그 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실시예 3

실시예 1에서 제조된 인서트(0.100인치 두께)를 이용하여 드라이버 골프 클럽을 조립하였다. 드라이버 헤드의 주조 

금속 본체부의 페이스에서 0.010 내지 0.005인치 깊이의 셀프 상에 인서트를 용접하였다. 인서트를 셀프의 형태에 

장착하여 드라이버의 본체부와 타격 페이스 인서트 사이의 연속적인 접합점을 형성하였다.

조립체의 성능은 공기 포 장치에 의해 140mile/h로 발사되는 골프 볼로 타격 될 때 우수하였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위부가 타격 표면에 접해 있는 본체부 및 골프 볼과 충돌할 수 있도록 상기 타격 표면에 고착되어 있는 인서트를 포

함하는 골프 클럽 헤드에 있어서,

상기 인서트는,

상기 골프 볼과 충돌하기 위한 표면을 형성하며,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제1층; 및

섬유 강화 금속 복합체로 이루어져 있고 상기 제1층에 라미네이트되어 있는 제2층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

프 클럽 헤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층은 티타늄과 그 합금, 알루미늄과 그 합금, 마그네슘과 그 합금 및 베릴륨과 그 합금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하나의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클럽 헤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서트는 상기 제2층에 라미네이트되어 상기 타격 표면과 접촉하는,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제3층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클럽 헤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층의 섬유 강화 금속 복합체는 금속 매트릭스 내에서 평행하게 배향되어 있는 적어도 한 플

라이의 섬유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골프 클럽 헤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는 적어도 30Mpsi의 탄성율을 갖는 보론, 카본, 그래파이트 및 세라믹 섬유로 이루어진 군

에서 선택된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클럽 헤드.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매트릭스는 티타늄과 그 합금, 알루미늄과 그 합금, 마그네슘과 그 합금 및 베릴륨과 그 합

금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하나의 금속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클럽 헤드.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평행한 섬유는 골프 클럽 헤드의 길이에 대하여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뻗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클럽 헤드.

청구항 8.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 플라이는 상기 인서트의 중간축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클럽 헤드.

청구항 9.
전위부가 타격 표면과 접해 있는 주요 몸체부, 및 골프 볼과 충돌할 수 있도록 상기 타격 표면에 고착되어 있는 인서

트를 포함하는 골프 클럽 헤드에 있어서,

상기 인서트는 라미네이트된 복합 샌드위치 형태로서,

하나가 상기 골프 볼과 충돌할 수 있는 표면을 형성하고 다른 하나가 상기 타격면과 계면을 형성하며, 금속으로 이루

어져 있는 한쌍의 외부 층;

상기 외부 층 사이에 인접하여 라미네이트 되어 있으며, 섬유 강화 금속 복합체로 이루어져 있는 한쌍의 내부 층; 및

상기 내부 섬유 강화 금속 복합체층 사이에 라미네이트되어 있으며,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중앙 코어 층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클럽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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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코어 층은 상기 내부 층을 상기 인서트의 중간축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클럽 헤드.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층은 티타늄 또는 티타늄 합금, 상기 내부 층은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 매트릭스 내

에 있는 실리콘 카바이드 및 상기 코어 층은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

프 클럽 헤드.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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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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