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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 제이슨의 원포인트 레슨

One Point Lesson... Driver Set up!
그날의 골프를 좌우하는 티샷의 요령은 생각보다 간단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추어들은 그 간단한 것들을 항상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제 부터 강력한 티샷을 날려보십시오.

1. Set up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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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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Chicken Wing

2. Proper Se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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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per Top of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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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5. Great Extension

“안녕하세요! 제이슨 헬만 입니다.”
캐나다 최상의 프로와 함께

골프팝스와 함께 한국의 아마추어 골퍼

important at the top of the backswing to maintain the flex in your
trail leg
최고의 레슨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ntain the weight on the inside of the back foot. Here I’m ensuring he stays
side so he can drive from the loaded position through the downswing.
저는 PGA, LPGA, Nationwide Tour, Canadian Tour 에서 뛰고
있는 많은 선수들을 배출한 경험으로 당신과 소중한 자녀들에게 수준
높은 골프 레슨을 선사하여 드릴 것입니다.
지금 저의 웹사이트(www.jasonhelmangolf.com)를 방문해 보십시오.
경력, 코칭 프로그램, 레슨에 관한 모든 것들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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