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성 회원 여러분, 

새로운 여성 대표로서 한 해를 바쁘게 보낼 생각에 기대가 됩니다. 

여성 회원을 위한 골프 행사 및 대회, 대진표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직접 저를 

찾으시거나 제 이메일(thilton2763@gmail.com)을 통해 연락해주시면 가능한 한 빠르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 모든 여성 골프 대회를 관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향후 

12개월 동안 회원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골프 시즌이 빠르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몇 가지 큰 골프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존 고 추모 골프 데이(John Gow Memorial golf Day) – 2017년 11월 5일 일요일 (입장료 

$50-골프 및 저녁 만찬, 연사비 모두 포함) 

-멜번 컵 데이 – 2017년 11월 7일 화요일 

-여성 회원을 위한 크리스마스 오픈 햄스 데이 – 2017년 11월 21일 

 

이렇게 보니 11월은 축제의 달 같습니다. 여성 회원분들께서는 각자 팀 회원들과 함께 다양한 

행사를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7일에는 굉장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클럽에서 “첫 번째 세계 유명 

컴벌랜드 파 3 챔피언십(Inaugural World Famous Cumberland Par 3 Championships)”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행사는 18홀 전체를 파 3로 구성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약이 

빠르게 마감될 것이기 때문에, 숙녀분들께서는 서둘러 예약을 하시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실 수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 



-지난 몇 달간 저희 싱글 챔피언십팀이 대회에 참가하여 우승을 하였습니다. 2017년 여성 클럽 

챔피언우승자인 다이앤 모건(Diane Morgan) 님은 골프에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하신 데에 

대해 마땅한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브론즈 1 챔피언팀의 로레인 콜렌코(Lorraine Kolenko) 님과 브론즈 2 챔피언의 이본 

에이버리(Yvonne Avery) 님께도 역시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대회에서 계속해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클럽 내부 쉴드 팀(Inter-club Shield team)이 9월 8일 카나본에서 멋지게 우승을 거두어 

저희에게 트로피를 안겨주셨습니다. 

우승팀은 헬렌 조(Helen Cho), 안젤라 양(Angela Yang), 앤디 홍(Andy Hong), 수정 리(Su Jung 

Lee), 진 리(Jin Lee) 그리고 은 박(Eun Park) 님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올해의 코로네이션 메달 팀은 샐리 손(Sally Son), 케이트 스튜어트(Kate Stuart), 브로닌 

스미스(Bronwyn Smith) 그리고 애나 박(Anna Park) 님으로 구성되어 2017년 9월 28일 

노스라이드와 모나쉬에서 대회에 참가하셨으며, 

브론즈 메달리언 팀은 트리샤 존스톤(Trisha Johnston), 수지 콜루시(Susi Colussi), 브렌다 

케네디(Brenda Kennedy) 그리고 크리스 채드윅(Chris Chadwick)  님으로 구성되어 2017년 

9월 29일에 로즈빌과 모나베일에서 대회에 참가하셨습니다. 

위 여성 회원분들은 컴벌랜드를 대표하여 훌륭하게 대회에 참가하셨으나,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두 팀 모두 좋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내년에 더욱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최연소 신입인 주니어 여성 회원 자넬 야우(Janelle Yau) 양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자넬 양은 컴벌랜드 인커리지 쉴드 팀(Cumberland’s Encourage Shield team)의 멤버로서, 첫 

공식 골프 대회에 투입되었습니다. 제가 자넬 양을 만나본 바로는, 골프에 장래성이 있는 예쁜 

소녀입니다. 자넬 양을 지켜봐 주시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28일 뱅스타운에서 열릴 여성 메달 플레이오프 대회에 참가하시는 회원 브렌다 

케네디(Brenda Kennedy) 그리고 마가렛 맥클린(Margaret MacLean) 님, 성공을 기원합니다.  

 

2018 년 계획 



-저희는 사망한 평생 회원 페이 스피어스(Fay Spears)를 기리기 위한 특별한 연례 트로피 행사를 

계획하려 합니다. 행사는 “페이 스피어스 어머니 날 트로피(The Fay Spears Mother’s Day Trophy)”로 

명명할 예정이며 어머니 날에 근접한 화요일에 열릴 것입니다. 

-여성 회원의 주요 메트로폴리탄 페넌트 대회(The Women’s Major Metropolitan Pennants 

competition)는 2 월에 시작하며 팀 선별 관련 편지가 곧 송부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2018 년에는 팀으로 합류하는 클럽이 많지 않아서 브론즈 2 페넌트 대회는 

개최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를 대신하여 컴벌랜드가 서부지역 2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가입을 

한 상태며, 브론즈 2 여성 회원분들이 빛을 발휘할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2018 년에는 클럽에서 경기 관련 책자를 인쇄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모든 경기 일정과 회원 

연락처는 웹사이트 멤버 로그인 창에서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스테이블포드 미드 스트로크 라운드로 변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 

페넌트 힐 골프 클럽의 여성 회원 대표께 이메일로 연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남성 골프 

위원회와 논의를 통해 이 사안을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회원 여러분과 회원 가족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즐겁고 건강한 크리스마스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며, 2018 년에도 훌륭한 골프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트레이시 힐튼(Tracey Hilton) 올림 

여성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