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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골프 클럽 헤드

요약

본 발명은 다른 종류의 소재를 복합함으로써, 진동 감쇠성과 기분 좋은 타음(打音)의 양쪽을 겸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골

프 클럽 헤드에 관한 것이다. 이 골프 클럽 헤드는 중공 구조를 갖고, 네크부, 페이스부, 솔부, 크라운부 및 사이드부 중 적

어도 1개소에, 헤드 전체에서의 질량 비율이 4% 이상으로 되는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금속으로

구성한 것이다. 중공 구조의 외각에는 금속만으로 구성되는 부분과 섬유 강화 플라스틱만으로 구성되는 부분이 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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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색인어

골프 클럽 헤드, 섬유 강화 플라스틱, 진동 감쇠성, 페이스부, 중공 구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내지 도 1c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골프 클럽 헤드를 도시한 것으로, 도 1a는 평면도, 도 1b는 좌측면도, 도 1c

는 도 1a의 I-I선을 따라 취한 단면도.

도 2a 내지 도 2c는 도 1a 내지 도 1c의 골프 클럽 헤드의 변형예를 도시한 것으로, 도 2a는 평면도, 도 2b는 좌측면도, 도

2c는 도 2a의 II-II선을 따라 취한 단면도.

도 3a 내지 도 3l은 각각 도 1a 내지 도 1c의 골프 클럽 헤드의 다른 변형예를 섬유 강화 플라스틱제의 외각 부재를 제외한

상태로 도시한 평면도.

도 4a 및 도 4b는 각각 도 1a 내지 도 1c의 골프 클럽 헤드의 또 다른 변형예를 섬유 강화 플라스틱제의 외각 부재를 제외

한 상태로 도시한 평면도.

도 5a 내지 도 5c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로 이루어지는 골프 클럽 헤드를 도시한 것으로, 도 5a는 정면도, 도 5b는 좌측

면도, 도 5c는 우측면도.

도 6은 도 5a 내지 도 5c의 골프 클럽 헤드의 변형예를 도시한 좌측면도.

도 7a 내지 도 7c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골프 클럽 헤드를 도시한 것으로, 도 7a는 정면도, 도 7b는 좌측면도,

도 7c는 우측면도.

도 8a 내지 도 8c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골프 클럽 헤드를 도시한 것으로, 도 8a는 평면도, 도 8b는 정면도,

도 8c는 도 8a의 VIII-VIII선을 따라 취한 단면도.

도 9a 내지 도 9c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골프 클럽 헤드를 도시한 것으로, 도 9a는 평면도, 도 9b는 좌측면도,

도 9c는 도 9a의 LX-LX선을 따라 취한 단면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네크부 2 : 페이스부

3 : 솔부 4 : 크라운부

5 : 사이드부 X, Y : 외곽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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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 : 구멍부 X2 : 플랜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중공 구조를 갖는 골프 클럽 헤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다른 종류의 소재를 복합함으로써, 진동 감쇠

성과 기분 좋은 타음의 양쪽을 겸비하도록 한 골프 클럽 헤드에 관한 것이다.

골프 클럽 헤드에서는 비거리나 방향성 등의 성능이나 강도를 개선하는 것에 더하여, 타구시의 진동을 감쇠하고, 또한 타

구시에 기분 좋은 타음을 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것은 메탈스포츠이기도 한 골프에서는 미묘한 진동이나 타음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본 특개평11-4919호 공보 등에는 섬유 강화 플라스틱(FRP)으로 이루어지는 중공 구조의 골프 클럽 헤드가

개시되어 있다. 이러한 FRP제의 골프 클럽 헤드는 진동 감쇠성은 좋지만, 타구음과 비거리의 면에서 불리하다. 또한, 일본

특개평5-168731호 공보나 일본 특개2000-229135호 공보에는 다른 종류의 소재를 복합하여 이루어지는 골프 클럽 헤드

가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골프 클럽 헤드는 진동 감쇠성과 기분 좋은 타음의 양쪽을 겸비한 것이 아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다른 종류의 소재를 복합함으로써, 진동 감쇠성과 기분 좋은 타음의 양쪽을 겸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골프 클럽 헤드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골프 클럽 헤드는 중공 구조를 갖는 골프 클럽 헤드에 있어서, 네크부, 페이스부, 솔

부, 크라운부 및 사이드부 중 적어도 1개소에 헤드 전체에서의 질량 비율이 4% 이상으로 되는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

하고, 나머지 부분을 금속으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공 구조를 갖는 골프 클럽 헤드에 있어서, 네크부, 페이스부, 솔부, 크라운부 및 사이드부 중 적어도 1개소에

상기 질량 비율의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금속으로 구성함으로써, 진동 감쇠성과 기분 좋은 타음

의 양쪽을 겸비한 골프 클럽 헤드를 구성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중공 구조의 외각에 금속만으로 구성되는 부분과 섬유 강화 플라스틱만으로 구성되는 부분을 혼재시킨 경

우, 또한 크라운부에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한 경우에, 보다 현저한 작용 효과가 얻어진다. 금속으로서는 2종류 이상

의 금속을 서로 다른 부위에 사용하여도 된다.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서는 2종류 이상의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서로 다른

부위에 사용하여도 된다.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섬유의 탄성율이 27ton/mm2 미만인 경우에는 특히 진동 감쇠성의 개선

효과가 커지고,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섬유의 탄성율이 27ton/mm2 이상인 경우에는 특히 타음의 개선 효과가 커진다.

이하, 본 발명의 구성에 관해서 첨부 도면을 참조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a 내지 도 1c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골프 클럽 헤드를 도시한 것이다. 도 1a 내지 도 1c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본

실시예의 골프 클럽 헤드는 중공 구조를 갖고, 네크부(1), 페이스부(2), 솔부(3), 크라운부(4) 및 사이드부(5) 중에 크라운

부(4)가 섬유 강화 플라스틱(사선부)으로 구성되고, 나머지 부분이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네크부(1), 페이스부(2),

솔부(3) 및 사이드부(5)를 구성하는 금속제의 외각 부재(X)는 크라운부(4)에 상당하는 위치에 구멍부(X1)(관통 구멍)를

갖고, 크라운부(4)에는 적어도 구멍부(X1)를 덮도록 섬유 강화 플라스틱제의 외각 부재(Y)가 배치되어 있다. 그 결과, 중

공 구조를 형성하는 외각에 있어서, 네크부(1), 페이스부(2), 솔부(3) 및 사이드부(5)에는 금속만으로 구성되는 부분이 존

재하고, 크라운부(4)에는 섬유 강화 플라스틱만으로 구성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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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네크부(1), 페이스부(2), 솔부(3), 크라운부(4) 및 사이드부(5) 중 적어도 1개소에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하

고, 나머지 부분을 금속으로 구성함으로써, 진동 감쇠성과 기분 좋은 타음의 양쪽을 겸비한 골프 클럽 헤드를 구성할 수 있

다. 단지, 상기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질량 비율〔(FRP 질량/헤드 전체의 질량)×100〕은 4% 이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

다. 상기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질량 비율이 4% 미만이면 진동 감쇠성과 타음의 개선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없다. 또한,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질량 비율의 상한은 48%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범위내로 함으로써, 골프 클럽 헤드의 중심 위

치를 보다 적합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금속으로서는 티타늄, 티타늄 합금, 스테인레스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2종류 이상의 금속을 서로 다른 부위에 사용

하도록 하여도 된다.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서는 탄소 섬유, 글래스 섬유, 아라미드 섬유 등의 강화 섬유에, 에폭시 수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비닐에스테르 수지 등의 매트릭스 수지를 함침시켜서 이루어지는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 있고, 특히 탄소 섬유를 강

화 섬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2종류 이상의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서로 다른 부위에 사용하도록 하여도 된다. 섬

유 강화 플라스틱의 섬유의 탄성율이 27 ton/mm2 미만인 경우에는 진동 감쇠성의 개선 효과가 커지고, 섬유 강화 플라스

틱의 섬유의 탄성율이 27ton/mm2 이상인 경우에는 타음의 개선 효과가 커진다.

크라운부(4)를 구성하는 섬유 강화 플라스틱제의 외각부재(Y)는 네크부(1), 페이스부(2), 솔부(3) 및 사이드부(5)를 구성

하는 금속제의 외각부재(X)에 대하여 접착할 수 있다. 도 1a에서는 단층 구조의 외각 부재(Y)를 금속제의 외각 부재(X)의

크라운부(4)에 외측에서 접합하고 있지만, 상기 섬유 강화 플라스틱제의 외각 부재(Y)를 2층 이상의 복층 구조로 하여도

된다. 예를 들면, 도 2a 내지 도 2c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섬유 강화 플라스틱제의 외각 부재(Y)를 2층 구조로 하고, 이들

을 금속제의 외각 부재(X)의 구멍부(X1)를 덮도록 내외로부터 접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섬유 강화 플라스틱제의

외각 부재(Y)를 금속제의 외각 부재(X)에 대하여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다.

상기 실시예에서, 네크부(1), 페이스부(2), 솔부(3) 및 사이드부(5)를 구성하는 금속제의 외각 부재(X)에 개구하는 구멍부

(X1)의 형상은 특별히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하는 진동 감쇠성이나 타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다. 예

를 들면, 도 3a 내지 도 3l과 같이 구멍부(X1)를 임의의 형상으로 설정하거나, 도 4a 및 도 4b와 같이 구멍부(X1)를 횡단하

는 브리지(X2)를 설치하고, 상기 브리지(X2)에 의해 섬유 강화 플라스틱제의 외각 부재(Y)를 지지하도록 하여도 된다. 브

리지(X2)의 개수는 특별히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2개 이상으로 하여도 된다.

도 5a 내지 도 5c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골프 클럽 헤드를 도시한 것이다. 본 실시예의 골프 클럽 헤드는 중공 구

조를 갖고, 솔부(3) 및 크라운부(4)가 섬유 강화 플라스틱(사선부)으로 구성되고, 사이드부(5)가 스테인레스강으로 구성되

며, 네크부(1) 및 페이스부(2)가 티타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경우에, 도 6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스테인레스강제의 사

이드부(5)와 티타늄제의 네크부(1) 및 페이스부(2)와의 접합에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개재시켜도 된다.

상기와 같이 2종류의 금속을 사용하는 경우의 다른 예로서, FRP 제의 크라운부와, 스테인레스강제의 솔부 및 사이드부와,

티타늄제의 네크부 및 페이스부를 갖는 골프 클럽 헤드, FRP제의 크라운부와, 스테인레스강제의 사이드부와, 티타늄제의

네크부, 페이스부 및 솔부를 갖는 골프 클럽 헤드, FRP 제의 크라운부와, 스테인레스강제의 네크부, 솔부 및 사이드부와,

티타늄제의 페이스부를 갖는 골프 클럽 헤드, FRP제의 크라운부와, 스테인레스강제의 네크부 및 사이드부와, 티타늄제의

페이스부 및 솔부를 갖는 골프 클럽 헤드 등을 예시할 수 있다.

도 7a 내지 도 7c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골프 클럽 헤드를 도시하는 것이다. 본 실시예의 골프 클럽 헤드는 중

공 구조를 갖고, 네크부(1), 페이스부(2), 솔부(3) 및 크라운부(4)가 섬유 강화 플라스틱(사선부)으로 구성되며, 사이드부

(5)가 스테인레스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와 같이 금속을 1개의 부재에만 사용하는 경우의 다른 예로서, FRP 제의 네크부, 페이스부, 크라운부 및 사이드부와,

스테인레스강제의 솔부를 갖는 골프 클럽 헤드, FRP 제의 페이스부와, 티타늄제의 네크부, 솔부, 크라운부 및 사이드부를

갖는 골프 클럽 헤드, FRP제의 네크부, 솔부, 크라운부 및 사이드부와, 티타늄제의 페이스부를 갖는 골프 클럽 헤드 등을

예시할 수 있다.

도 8a 내지 도 8c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골프 클럽 헤드를 도시한 것이다. 본 실시예의 골프 클럽 헤드는 중공

구조를 갖고, 솔부(3) 및 크라운부(4)가 섬유 강화 플라스틱(사선부)으로 구성되며, 네크부(1), 페이스부(2) 및 사이드부

(5)가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네크부(1), 페이스부(2) 및 사이드부(5)를 구성하는 금속제의 외각부재(X)는 솔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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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크라운부(4)에 상당하는 위치에 각각 구멍부(X1, X1)(관통 구멍)를 갖고, 이들 구멍부(X1, X1)를 덮도록 섬유 강화 플

라스틱제의 외각 부재(Y)가 배치되어 있다. 이들 섬유 강화 플라스틱제의 외각 부재(Y)는 금속제의 외각 부재(X)의 테두리

부를 끼워 넣도록 상기 금속제의 외곽 부재(X)에 대하여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다.

도 9a 내지 도 9c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골프 클럽 헤드를 도시한 것이다. 도 9a 내지 도 9c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본 실시예의 골프 클럽 헤드는 네크부(1), 페이스부(2), 솔부(3), 크라운부(4) 및 사이드부(5)를 구성하는 금속제의

외각 부재(X)로 이루어지는 중공 구조를 갖고, 그 크라운부(4)에 섬유 강화 플라스틱(사선부)제의 외각 부재(Y)를 적층한

것이다.

이와 같이 네크부(1), 페이스부(2), 솔부(3), 크라운부(4) 및 사이드부(5)를 구성하는 금속제의 외각부재(X)로 이루어지는

중공 구조의 적어도 1개소에 섬유 강화 플라스틱제의 외각 부재(Y)를 적층한 경우이더라도, 진동 감쇠성과 기분 좋은 타음

의 양쪽을 겸비한 골프 클럽 헤드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질량 비율〔(FRP 질량/헤드 전체의

질량)×100〕은 4% 이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시예]

중공 구조를 갖는 골프 클럽 헤드에 있어서, 네크부, 페이스부, 솔부, 크라운부 및 사이드부의 구성 재료를 표 1과 같이 여

러 가지 달리 한 비교예 1 내지 2 및 실시예 1 내지 8을 각각 제작하였다. 표 1에서, 「Ti」는 티타늄 또는 티타늄 합금,

「SUS」는 스테인레스강, 「FRP」은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의미한다. 또한, 「27t 미만」은 섬유의 탄성율이 27ton/

mm2 미만의 섬유 강화 플라스틱(섬유:카본)의 사용, 「27t 이상」은 섬유의 탄성율이 27ton/mm2 이상의 섬유 강화 플라

스틱(섬유:카본)의 사용을 의미한다. 또한, 금속과 FRP를 병기한 것은 금속 위 또는 아래에서 FRP를 적층한 경우이다.

이들 골프 클럽 헤드를 장착한 골프 클럽을 각각 준비하여, 10명의 골퍼에 의한 시험 타구를 통해서 진동 감쇠성과 타음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표 1에 더불어 나타내었다. 이들 평가 결과는 비교예 1을 100으로 하는 지수로 나타내었다. 진동 감

쇠성에 관해서는 지수치가 클수록 진동 감쇠 효과가 큰 것을 의미하며, 타음에 관해서는 지수치가 클 수록 양호한 것, 즉

금속음과 퍼시몬에 의한 타음과의 중간적인 타음을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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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상기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실시예 1 내지 8의 골프 클럽 헤드는 어느 것이나 비교예 1에 비해서, 진동 감쇠성 및 타음이

개선되어 있었다. 비교예 2는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없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중공 구조를 갖는 골프 클럽 헤드에 있어서, 네크부, 페이스부, 솔부, 크라운부 및 사이드부의 적어도 1

개소에, 헤드 전체에서의 질량 비율이 4% 이상이 되는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금속으로 구성하였

기 때문에, 진동 감쇠성과 기분 좋은 타음의 양쪽을 겸비한 골프 클럽 헤드를 구성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였지만, 첨부 클레임에 의해서 규정되는 본 발명의 정신 및 범

위를 일탈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 이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변경, 대용 및 치환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

이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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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중공 구조를 갖는 골프 클럽 헤드에 있어서,

네크부, 페이스부, 솔부, 크라운부 및 사이드부 중 적어도 1개소에 헤드 전체에서의 질량 비율이 4% 이상으로 되는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금속으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클럽 헤드.

청구항 2.

중공 구조를 갖는 골프 클럽 헤드에 있어서,

네크부, 페이스부, 솔부, 크라운부 및 사이드부 중 적어도 1개소에 헤드 전체에서의 질량 비율이 4% 이상으로 되는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금속으로 구성하는 동시에, 상기 중공 구조의 외각에 상기 금속만으로 구성되는

부분과 상기 섬유 강화 플라스틱만으로 구성되는 부분을 혼재시킨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클럽 헤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크라운부에 상기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한 골프 클럽 헤드.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크라운부에 상기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한 골프 클럽 헤드.

청구항 5.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으로서 2종류 이상의 금속을 서로 다른 부위에 사용한 골프 클럽

헤드.

청구항 6.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서 2종류 이상의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서로 다

른 부위에 사용한 골프 클럽 헤드.

청구항 7.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섬유의 탄성율이 27ton/mm2 미만인 골프 클럽

헤드.

청구항 8.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섬유의 탄성율이 27ton/mm2 이상인 골프 클럽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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