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바인 퍼시픽은 최상의 주택 건축을 위해 높은 기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택 건축회사로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신규 주택의 선택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존중하며 영구히 보존되는 주택 가치를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바인 퍼시픽의 중심부에는
6,700 평방피트에 달하는 신기술 디자인 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구매자에서 주택
소유주로서의 변화를 최대한 매끄럽게 만족시킬 수 있는 최신의 획기적인 디자인, 다양한 개별 맞춤 옵션,
프로페셔널 디자인 컨설턴트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Avalon | 플랫 | 949-790-3019
대략 1,161 에게 1,544 평방 피트 | 2 침실 | 2 욕실
낮은 $500,000대부터~

Helena | 타운홈 | 949-790-3026
Avalon

약 1,557 에게 1,714 평방 피트 | 3 침실 | 2.5 욕실
낮은 $700,000대부터~

Petaluma | 싱글 패밀리 | 949-790-3048
약1,684 에게 1,898 평방 피트 | 3 침실 | 2.5 욕실
낮은 $800,000대부터~

Marin | 싱글 패밀리 | 949-790-3046
Marin

약 1,948 에게 2,332 평방 피트 | 3-4침실 | 2.5 에게 3.5 욕실
$800,000대 후반부터~

Piedmont | 싱글 패밀리 | 949-790-3030
약 2,165 에게 2,546 평방 피트 | 4침실 | 3 에게 4 욕실
낮은 $1,000,000대부터~

Belvedere | 싱글 패밀리 | 949-790-3055
Belvedere

약2,033 에게 2,952 평방 피트 | 2-5침실 | 2.5 에게 5.5 욕실
낮은 $1,000,000대부터~

Vista Scena | 타운홈 | 949-790-3053
약1,586 에게 1,917 평방 피트 | 3침실 | 2.5 욕실
$700,000대 중반부터~

Vista Scena

모든 집과 부지는 커뮤니티 시설 구역과 측정 구역에 포함됩니다. 오챠드 힐과 이스트우드 빌리지는 공지 혹은 별도의 책임없이 디자인 또는 세부사항을 변경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챠드 힐과 이스트우드
빌리지 브로셔에 포함된 정보 및 토지 이용은 공고나 별도의 책임없이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술되지 않은 기반시설 및 기타 시설물이 미래에 개발되거나 건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얻으시려면해당 공공기관에 연락하십시오. 현재 게시된 어느 정보도 어떠한 종류의 선서또는 보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지속되는 리서치 및 개발 정책에 따라 오챠드 힐과 이스트우드 빌리지는 공지
혹은 별도의 책임없이 디자인 또는 세부사항을 변경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은 추정치이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어바인 퍼시픽(Irvine Pacific®)과 오처드 힐스(Orchard Hills®)즞 어바인 컴퍼니
(Irvine Company LLC)의등록 상표입니다. ©2016 어바인 퍼시픽 (Irvine Pacific, L.P.) 판권 소유 캘리포니아 BRE 라이센스 넘버: 01889266. 12/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