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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스윙 레슨만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는
다. “우리는 장기적인 개발 계획을 통해 주
니어 선수들이 목표에 도달하는 분명한 경
로를 제시한다.” 딕슨은 말했다. “일단 계획
이 수립되면 주니어 자신은 물론 부모나 그
밖의 관계 당사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 계획
을 실행한다.”
인스티튜트오브골프가 리디아 고에게 지원
한 노력과 그에 따른 찬란한 결과는 그 계획
이 성공적이었음을 입증한다.
“가이는 리디아가 탄탄한 기본과 뛰어난 쇼
트 게임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그와 동시에 리디
아가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딕슨은 덧붙였다. “리디아가
열두 살이 된 후에 우리는 기술을 보강한 레
슨으로 그녀가 더 강한 체력을 통해 동작을
익힐 수 있게 해줄 단계로 넘어갔다. 그리고
물리치료와 체력 단련 그리고 멘탈 레슨 등
을 정기적인 주간 프로그램에 포함했다. 리
디아와 함께 보낸 시간은 굉장한 경험이었
다. 그녀는 열의가 대단했고 가족의 지원도
놀라웠다. 그녀를 지도하고 그녀의 성공을
지켜보면서 우리 모두는 매우 뿌듯함을 느
꼈다.”
인스티튜트오브골프는 학생이 세계 랭킹 1
위이든, 아니면 그저 장래성을 지닌 평범한
골퍼든 똑같은 접근법을 적용한다. 이곳의
레슨은 포커스와 시간 그리고 콘텐츠, 이 세
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한다. 포커스는 성실
한 연습과 각 샷에 집중하는 것을 요구하며,
시간은 실력의 향상과 계획의 실행에 투입
하는 엄청난 양의 시간을 뜻하고, 콘텐츠는

내일의 챔피언들

TOMORROW’S
CHAMPIONS
투어에서 활동할 미래의 스타들을 육성하는 일이 갈수록
대규모 산업이 되고 있다. 주니어 골퍼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세 곳을 찾았다. 글_주광탄(Ju Kuang Tan) / 정리_고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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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골퍼가 되겠다는
꿈을 실천하는 건
매우 어린 나이부터 시작된다.
운동선수로 성공하겠다는 희망을 품고 있는
많은 아이와 부모에게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겠지만, 이젠 모든 노력을 혼자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 꿈이 투어 프로든,
아니면 단순히 골프 업계에서 일하는 것이든,
유망한 골퍼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된 회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 인스티튜트오브골프

거뒀고, 코치인 가이 윌슨(Guy Wilson)과

그중에서도 ‘인스티튜트오브골프(Institute

나는 그 아이가 열두 살 때 아주 특별한 재

of Golf)’만큼 확실하게 실력을 입증할 수 있

목이라는 걸 알아봤다.” 그는 말을 이었다.

는 곳은 많지 않다. 뉴질랜드에 본사를 둔

“리디아의 부모는 여섯 살 때 가이를 처음

이 회사는 세계 랭킹 1위인 리디아 고를 배

찾아왔고, 가이는 그녀가 열여섯 살이 될 때

출했다.

까지 지도했다. 열두 살부터 열여섯 살까지

“리디아에 대해서는 아무리 칭찬해도 모자

는 스윙을 미세하게 조정할 때 나도 대표 코

라다. 리디아는 예나 지금이나 훌륭한 골퍼

치인 가이를 도와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

이며, 됨됨이도 뛰어나다.” 인스티튜트오브

했다.”

골프의 CEO인 크레이그 딕슨(Craig Dixon)

하지만 최근의 주니어 골퍼 육성 프로그램

은 말했다. “리디아는 어린 나이에 성공을

이 대부분 그렇듯이 인스티튜트오브골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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