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바인 빌리지(The Villages of Irvine)는 새 집과 커뮤니티에서 여러분이 찾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첫집이든 드림홈이든 말입니다. 조용한 거리와 거의 모든 블럭마다 마련된 공원은 어떤
종류의 가족에게든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여러가지 건축 옵션, 초록이 무성한 조경, 수영장과
운동장이 포함된 리조트 스타일의 편의 시설을 갖춘 어바인 빌리지에서 여러분의 스타일에 꼭 맞는 집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른가:

• 모든 빌리지는 높은 수준의 삶의 질과 장기적인 투자 가치 두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다양한
종류의 집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 빌리지 내에는 각종 수상 경력을 가진 학교, 다양한 공원, 산책로와 야외공간 등의 편의시설이
있으며, 쇼핑센타 및 직업 센터도 근처에 있습니다.
• 어바인 랜치 컨서번시(Irvine Ranch Conservancy)와 통하는 57,000 에이커에 달하는 영구
보존되는 공원, 산책로, 야외 공간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여가 기회를 제공하며, 이 땅들은
야외공간으로 영원히 남게 됩니다.

Irvine Spectrum
오시는 길
405 고속도로 (Freeway) 에서 어바인 센터 드라이브 (Irvine Center Drive) 의 서쪽으로 향하십시오. 엔칸도
(Encanto) 에서 우회전하여 다음 표지판을 모델 주택으로 따라갑니다.

이웃들
Barcelona 어바인 퍼시픽 (Irvine Pacific®) | 단독주택 | 949-790-3005 - Call for Availability
대략 1,860-2,140 평방피트 | 3-4 침실 | 2.5-3 욕실

Eastwood Village (이스트우드 빌리지)
빌리지)
오시는 길
어바인에서, 405 혹은 5 프리웨이에서, 제프리 로드 (Jeffrey Road)출구로 나온 후, 동쪽 방향. 엔코어
(Encore) 에서 우회전 후 빌리지 진입.

이웃들
Fresco 어바인 퍼시픽 (Irvine Pacific®)| 단독주택 | 949-790-3088
대략 2,277-2,870 평방피트* | 4-5 침실 | 3-4.5 욕실

Orchard Hills® Village (오처드 힐)
힐)
오시는 길
어바인 출발, 405 혹은 5 프리웨이에서 Culver Drive 출구로 나온 후, 동쪽 방향 Culver Drive 선상에서
빌리지로 진입. 어바인출발: 261 톨로드에서Portola Parkway 출구로 나온 후, 동쪽 방향, Culver Drive 에서
좌회전. Culver Drive 선상에서 빌리지로 진입

리저브 이웃들 (Reserve Neighborhoods)
오처드 힐의 리저브는 최신 단지로 숨이 멎을 듯한 경치와 별도의 출입 게이트를 통한
사생활보호를 제공합니다.
Lago 어바인 퍼시픽 (Irvine Pacific®) | 단독주택 | 949-790-3070
대략 1,860-2,388 평방피트 | 4 침실 | 3 욕실

Fresco 어바인 퍼시픽 (Irvine Pacific®) | 단독주택 | 949-790-3088
대략 2,277-2,870 평방피트* | 4-5 침실 | 3-4.5 욕실
Como 어바인 퍼시픽 (Irvine Pacific®) | 단독주택 | 949-790-3080
대략 2,282-2,753 평방피트 | 4 침실 | 3-4 욕실
Ravello 어바인 퍼시픽 (Irvine Pacific®) | 단독주택 | 949-790-3050
대략 2,805-3,474 평방피트 | 4 침실 | 4-4.5 욕실

그로브 이웃들 (Groves Neighborhoods)
게이트된 커뮤니티 안에 위치한 오처드힐(Orchard Hills)의 그로브는 럭셔리하고 세련된 곳입니다.
Palermo 테일러 모리슨 (Taylor Morrison) | 단독주택 | 949-229-6693
대략 2,748-3,105 평방피트 | 3-6 침실 | 3.5-4.5 욕실
Ravello 어바인 퍼시픽 (Irvine Pacific®) | 단독주택 | 949-790-3050
대략 3,227-3,474 평방피트 | 4 침실 | 4-4.5 욕실
Cetara 쉬아 홈 (Shea Homes) | 단독주택 | 888-564-4252
대략 4,151-4,384 평방피트 | 5 침실 | 5.5 욕실

Portola Springs® Village (포토라 스프링)
스프링)
오시는 길
어바인 에서: 405 혹은 5 프리웨이에서 Sand Canyon Avenue 출구로 나온 후, 동쪽 방향 Portola Parkway
에서 우회전 후 빌리지로 진입

이웃들
Lapis 캘리포니아 퍼시픽 홈 (California Pacific Homes)-곧 준비완료 | 타운홈 | 844-356-0938
대략 1,172-2,083 평방피트 | 2-4 침실 | 2-4 욕실
Hillside 캘리포니아 퍼시픽 홈 (Irvine Pacific®) | 코트야드 홈 | 949-790-3022
대략 1,882-2,137평방피트 | 3 침실 | 2.5 욕실
Sierra 캘리포니아 퍼시픽 홈 (California Pacific Homes)-곧 준비완료 | 코트야드 홈 | 844-373-4347
대략 2,220-2,704 평방피트 | 3-4 침실 | 2.5-4 욕실
Bluffs 캘리포니아 퍼시픽 홈 (Irvine Pacific®) | 코트야드 홈 | 949-790-3020
대략 2,413-2,606평방피트 | 4 침실 | 4 욕실
Highland 캘리포니아 퍼시픽 홈 (Irvine Pacific®) | 코트야드 홈 | 949-790-3036
대략 2,536-2,753평방피트 | 4-5 침실 | 4-5 욕실

Cypress Village (사이프레스 빌리지)
빌리지)
오시는 길
어바인 출발, 405 혹은5 프리웨이에서 Sand Canyon Avenue 출구로 나온 후 동쪽 방향.
Great Park Boulevard 에서 우회전후 Ridge Valley 에서 우회전, 이후 빌리지로 진입.
Azalea 캘리포니아 퍼시픽 홈 (California Pacific Homes) | 타운홈 | 866-363-7730
대략 1,067-1,694 평방피트 | 2-3 침실 | 2.5-3 욕실

*Standard square footage will change based on floor plan configuration selected. “어바인 컴퍼니(Irvine Company)에 의해 매스터 계획되었다”함은 어바인 컴퍼니(Irvine Company)가 모든 어바인
컴퍼니(Irvine Company) 커뮤니티의 매스터 랜드 플랜을 수립했음을 의미합니다. “매스터 랜드 플랜”은 각 커뮤니티의 전체 권리 및 설계를 포함하며, 개별 집의 설계, 건축 및 판매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별 집의 설계, 건축 및 판매는 커뮤니티 건축주들 고유의 책임입니다. 어바인 컴퍼니는 어떤 커뮤니티의 집도 설계하거나 건축, 판매하지 않습니다. 모든 집과 부지는 커뮤니티 시설 구역(Community Facilities
District)과 측정 구역(Assessment District)에 포함됩니다. 어바인 빌리지(Villages of Irvine)는 어바인 컴퍼니(Irvine Company)의 자회사인 어바인 커뮤니티 개발 컴퍼니(Irvine Community Development Company)
에 의해 계획된 개발입니다. 어바인 빌리지 브로슈어에 포함된 정보와 토지 이용은 공고 혹은 별도의 책임없이 언제든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술되지 않은 인프라스트럭쳐 및 기타 시설물이 미래에
개발되거나 건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얻으시려면 적절한 기관에 연락하십시오. 현재 게시된 어느 정보도 어떠한 정도의 대표 또는 보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바인 빌리지는 끊임없이 지속되는
리서치 및 개발 정책에 따라 별도의 공고 혹은 의무없이 설계 혹은 세부사항을 변경할 권리를 가집니다. 면적은 추정치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Villages of Irvine®, Irvine Pacific®, Orchard Hills® and Portola
Springs®는 어바인 컴퍼니(Irvine Management Company)의 등록 상표입니다. ©2022 어바인 컴퍼니 (Irvine Company LLC) 저작권 소유. 1/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