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A63B 69/36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1월19일

10-0671313

2007년01월12일

(21) 출원번호 10-2004-0072824 (65) 공개번호 10-2006-0023900

(22) 출원일자 2004년09월11일 (43) 공개일자 2006년03월15일

심사청구일자 2004년09월11일

(73) 특허권자 이광주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828 진말 우성아파트 111-1302

(72) 발명자 이광주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828 진말 우성아파트 111-1302

(74) 대리인 박형준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20010027605 A * KR1020020048526 A

*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심사관 : 최중환

전체 청구항 수 : 총 1 항

(54) 골프공 위치 추적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그린상에서 골퍼의 빗맞은 스윙으로 골프공이 그린을 벗어나 육안 식별이 곤란한 경우 골퍼가 골프공의 위치를

추적하여 골프공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골프공 위치 추적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같은 본 발명은, 골프공 내에 골프공 안전규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신호발생수단을 내장하도록 하고 골퍼는 상기

신호발생수단의 신호를 추적할 수 있는 리모트콘트롤러를 가지도록 하여 골프가 리모트콘트롤러를 통해 골프공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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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신호발생수단인 나노칩을 내장시킨 골프공과, 이 골프공으로부터 발생된 신호를 추적하여 그 위치를 표시하게 되는 리모

트 콘트롤러로 구성되는 골프공 위치 추적장치에 있어서,

상기 골프공은 중심에 상기 나노칩이 내장되고, 그 외측에 탄성 반발력을 위한 에폭시층이 도포되며, 상기 에폭시층의 외

측에 은과 납으로된 은납층이 코팅되고, 상기 은납층의 외측에 골프공의 표피를 이루는 공지의 표피층이 형성됨을 특징으

로 하는 골프공 위치 추적장치.

청구항 4.
삭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골프공 위치 추적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그린상에서 골퍼의 부정확한 스윙으로 골프공이 그린

을 벗어나 육안 식별이 곤란한 경우 골퍼가 골프공의 위치를 추적하여 골프공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골프공 위치 추적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골프는 그린상에서 클럽을 이용하여 골프공을 타격하므로써 홀컵에 골프공을 넣기 위한 운동경기로 그린상에

서 몇번의 스윙과 퍼팅 동작을 통해 홀컵에 골프공을 넣게 된다.

상기와 같은 골프를 즐기기 또는 경기를 위해서는 스윙(swing)과 퍼팅의 반복 연습이 중요시되고 있고 여기서 스윙이라

함은, 골프공의 이동방향과 스윙시 몸동작, 스윙시의 중심축, 스윙시의 목표설정, 스윙 템포(tempo), 힘의 분배 등을 고려

하여 골프공을 타격해야만 된다. 다시 말해, 육체의 힘만으로 공프공을 타격해서는 아니되고, 물리학적으로 두발을 펴서

힘을 뺀 다음 스윙하여 클럽이 앞뒤로 대칭 이미지를 그리도록 하는 것이며 이때 클럽의 헤드 무게에 따라 원심력을 이용

하여 골프공을 타격해야 한다.

이와 같이 많은 연습을 통한 상태에서 골퍼는 그린상에서 경기를 하게 되며, 이때 골퍼는 골프공을 그린에서 벗어나지 않

는 범위에서 타격 동작을 수행하게 되는데 초보자 또는 숙련자의 경우에도 골프공과 골프채 헤드의 임팩트 순간 각도상 편

차가 발생되면 골프공이 쉽게 그린을 벗어나게 되고, 이같은 경우 골프공이 숲속 등 육안 식별이 불가능한 곳에 떨어져 위

치하여 골퍼가 골프공을 쉽게 찾을 수 없게 되는 문제점 및 이러한 골프공 분실로 인한 고가의 골프공을 다시 구입해야 하

는 비용낭비의 문제점과, 또한 시합중에 골프공을 찾을 수 없게 되어 벌점이 부가되면 골퍼의 심리상태를 급격히 불안하게

하여 재경기를 임하게 되면 성적부진의 원인을 제공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에,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골프공 내에 골프공 안전규격을 벗어나

지 않는 범위에서 신호발생수단을 내장하도록 하고, 골퍼는 상기 신호발생수단의 신호를 추적할 수 있는 리모트콘트롤러

를 가지도록 하여 골퍼가 리모트콘트롤러를 통해 골프공의 위치를 추적하여 골프공을 분실하지 않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골프공 위치 추적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등록특허 10-0671313

- 2 -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신호발생수단을 내장시킨 골프공과, 이 골프공으로부터 발생된 신호를 추적하여 그

위치를 표시하게 되는 리모트 콘트롤러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신호발생수단은 전원과, 주파수를 발산하는 주파수발진부와, 안테나와, 상기 리모트콘트롤러로부터 신호 입

력시 각 부품을 제어하여 안테나를 통해 적정 주파수를 발산하게 되는 제어부가 나노칩에 탑재되어 구성되도록 함이 바람

직 할 것이다.

또한, 상기 골프공은 중심에 상기 나노칩이 내장되고, 그 외측에 탄성 반발력을 위한 에폭시층이 도포되며, 상기 에폭시층

의 외측에 은과 납으로된 은납층이 코팅되고, 상기 은납층의 외측에 골프공의 표피를 이루는 공지의 표피층이 형성되어 이

루어지도록 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상기 리모트콘트롤러는, 전면에 공의 위치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표시창이 신호출력을 위한 버튼과 함께 구비되도

록 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골프공 위치 추적장치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 내지 도 2의 도시에 의하여 본 발명은, 신호발생수단(100)을 갖는 골프공(200)과, 상기 신호발생수단(100)과 송수신

하여 그 신호값을 표시하게 되는 리모트콘트롤러(30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골프공(200)은, 중심에 상기 신호발생수단(100)인 나노칩(110)이 내장되고, 그 외측에 탄성 반발력을 위한 에폭시층

(210)이 형성되며, 상기 에폭시층(210)의 외측에 은과 납으로된 은납층(220)이 코팅되고, 상기 은납층(220)의 외측에 골

프공(200)의 표피를 이루는 공지의 표피층(230)이 형성된다. 이러한 구성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 골프공 타격

시 골프공 내부에 탑재된 신호발생수단(100)인 나노칩(110)의 파손 및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다.

상기 신호발생수단(100)인 나노칩에는, 전원(112)과, 상기 전원(112)의 입력시 주파수를 발산하는 주파수발진부(114)와,

신호를 증폭하여 송수신 하게 되는 안테나(116)와, 상기 리모트콘트롤러(300)로부터 신호 입력시 각 부품을 제어하여 안

테나(116)를 통해 적정 주파수를 발산하게 되는 제어부(118)가 탑재된다.

상기 리모트콘트롤러(300)는, 전면에 공의 위치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표시창(310)이 신호출력을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

의 버튼(320)과 함께 구비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에 따른 골프공 위치 추적장치의 사용상태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린(GREEN) 상에서 골퍼가 골프채를 통해 스윙하게 되면 골프공(200)이 타격되어 정확한 타격동작인 경우 그린에 안착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타격동작의 오류로 임팩트 순간 골프공(200)이 그린을 벗어나게 되는데, 이때 골퍼는 준비된 리모

트콘트롤러(300)를 작동시킨다. 그러면 골프공(200)의 신호발생수단(100)에서 제어부(118)가 안테나(116)로부터 수신

된 신호값을 통해 주파수발진부(114)를 출력시키게 되고 그 신호값은 리모트콘트롤러(300)의 표시창으로 표시되어 골퍼

는 골프공(200)의 위치를 쉽게 추적해 가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실시예로서, 상기 골프공에 내장되는 상기 신호발생수단(100)은 전원 입력시 주파수발진부를 통해 고유주파수를 출

력하여 이 고유주파수를 리모트콘트롤러가 수신하여 표시창을 통해 신호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함이 가능할 것이다.

또 다른 실시예로서, 상기 골프공에 내장되는 상기 신호발생수단(100)은 신호발생부와 안테나로 구성되어 상기 리모트콘

트롤러로부터 송신된 신호와 함께 전력이 송신되어져 이를 통해 신호발생부가 신호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함이 가능할 것이

다.

발명의 효과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골프공 위치 추적장치는, 그린상에서 골프 경기중 골프공을 분실하게 되는 경우 골퍼가 리모트콘

트롤러를 통해 골프공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그린상에서의 골프공 분실을 최소화 시킨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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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골프공 위치 추적장치의 구성도,

도 2는 도 1에서 골프공의 신호발생수단을 도시한 구성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신호발생수단

110: 나노칩 112: 전원

114: 주파수발진부 116: 안테나

118: 제어부

200: 골프공

210: 에폭시층 220: 은납층

230: 표피층

300: 리모트콘트롤러

310: 표시창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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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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