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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 제이슨의 원포인트 레슨  

One Point  Lesson... Driver Set up!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들은 드라이버 샷을 
위한 셋업시 항상 어깨를 지면과 평행하게 
만든다. 이런 셋업 자세는 볼을 아이언 
샷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다운블로우로 치게 
된다. 이때는 드라이버의 클럽페이스 각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볼의 탄도는 낮아지게 
되며 거리가 감소한다. 
95%이상의 아마추어 골퍼들의 드라이버샷 
오류는 셋업 자세에서 시작이 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런 점들을 잘 이해하고 나면 자신의 셋업 
자세를 천천히 하나 하나 고쳐 나가기가 
쉬울 것이다.  

왼쪽의 사진을  보면 몸의 중심이 볼의 뒤에 
위치하여 정확한 임팩트를 내는 동작을 볼 수
가 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나 클럽에 
위치한 오른손은 왼손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오른손 잡이 골퍼). 
또한 주목할 점은 오른쪽  힙과 허리가 약간 
왼쪽으로 위치하여  정확한 포지션을 유지해
야 한다. 
페이드 샷을 주로 샤용하는 이 골퍼는 볼 
포지션이 약간 앞쪽에 있지만 조금 더 뒤로 
오게 되면 정확한 드라이버 
셋업의 포지션이 된다. 

이 자세는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흔히 
말하는‘치킨윙’이라는 장면이다. 큰 근육 (어께, 허리)을 
사용하지 못하고 팔의 힘으로만 스윙을 할 경우 이런 자세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자세는 파워 뿐만 아니라 스윙궤도가 
짧아지게 되어 방향성도 불규칙하게 된다.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여 일찍 수정되지 않으면 잘못 본인의 스윙자세로 
궂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빨리 바꾸어 주는 것이 좋다. 

위의 그림에서와 같은 자세가 취해진다면 더욱 나아진 자세이
다. 이 골퍼의 팔이 앞으로 곧게 뻗으며 클럽과 샤프트가 타겟 
라인을 따라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자세는 클럽 
헤드 스피드의 증가에 아주 큰 도움이 되며 샤프트는 지면과 
평행을 이루게 된다. 스윙을 처음부터 빨리 하는 것 보다는
 유연성을 길러 이런 자세를 천천히 그리고  
반복적인 연습을 통하여 이룬 다음 스윙스피드를 점점 늘리게 
되면 좋은 유연성을 스윙에 접목 시킬 수 있다. 
로우핸디의 골퍼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스윙 모습은 
다르지만 이런 팔로우스루가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업시 백 스윙의 탑에서는 어깨와 허리의 
코일이 유지되며  몸의 무게는 뒤쪽 발의 
안쪽에 실리게 된다. 
이런 자세는 다운 스윙시에 좀더  쉽게 
그립과 몸이 일치가 되어 In to Out 스윙을 
하며 파워풀 한 스윙을 만들어 내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자세이다 왜냐하면 
아마추어 골퍼들이 어드레스와 에임이 
다 잘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분 백스윙에서
모든 자세가 흐뜨러지는 실수를 하기 
때문이다. 

그날의 골프를 좌우하는 티샷의 요령은 생각보다 간단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추어들은 그 간단한 것들을 항상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제 부터 강력한 티샷을 날려보십시오.

 

Most players set up too level with their shoulders with the driver.  Here is a perfect 
example, this causes golfers to hit downward too much, resulting in a de-lofted 
clubface at impact and leaves the golfer wondering why they can’t get the ball in the 
air.  Something to understand is that the majority or nearly 95% of golfers set up 
incorrectly before they actually even start the motion of the golf swing.  If you take 
the time to set up correctly you definitely increase your opportunity at being able to 
repeat a good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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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much better position to begin from and will allow the player to 
stay behind the ball much better with their driver toward impact.  Always 
remember your right hand is always lower than the left (for right handed 
golfer) on the golf club. What we have done is tilt/flex at the right hip or 
waist slightly to get in the right position.  His ball position is very good, 
but it could still move back a bit, but he prefers to hit a fade which is why 
he likes it a bit forward. 

 
 

 
 

 

It’s very important at the top of the backswing to maintain the flex in your trail leg 
and maintain the weight on the inside of the back foot.  Here I’m ensuring he stays 
on the inside so he can drive from the loaded position through the downswing. 

 

 

 

This is a very common mistake that golfers make.  They try and swing too much 
with their arms.  This is where the major loss of power comes from in the 
majority of golfers.  Work hard or strive for the next position to help create mor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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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much better position.  His arms are fully extended which have 
allowed the club and shaft to travel down the target line, which will give him 
more speed and you’ll notice that the shaft is also parallel to the ground with 
the alignment stick in front of him what is what we’re trying to achieve.  This 
is great extension.  All great players get to this position, it’s definitely 
something to work towards if you want to hit it higher and farther. 

1. Set up

2. Proper Set Up
4. Chicken Wing

5. Great Extension

3. Proper Top of   
   Swing

“안녕하세요! 제이슨 헬만 입니다.”
골프팝스와함께한국의아마추어골퍼

여러분들을만나게되어반갑습니다.

저는 PGA, LPGA, Nationwide Tour, Canadian Tour 에서뛰고

있는많은선수들을배출한경험으로당신과소중한자녀들에게수준

높은골프레슨을선사하여드릴것입니다. 

지금저의웹사이트(www.jasonhelmangolf.com)를방문해보십시오. 

경력, 코칭프로그램, 레슨에관한모든것들을확인하실수있습니다.

. Class ‘A’ Canadian PGA Instructor

Golftown Teaching Academy 운영

Wyndance 2000-2010 Swing Coach

1995-1996 Earned CPGA Teaching

NCCP 2010-National Coaching

캐나다최상의프로와함께

최고의레슨을원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