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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Rosedale 은 샌 가브리엘 밸리의 아주사시 구 몬로비아 너서리 장소에 위치한 518 에이커에 달하는 약
1,250 의 마스터 플랜 단지 집입니다. Rosedale 은 서쪽으로는 Azusa Avenue (스테이트 하이웨이 39)와
동쪽으로는 Citrus Avenue 사이에서 Foothill Boulevard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지는 계획된
메트로 골드라인의 The property extends from the planned Foothill Extension 에서부터 산의 작은 언덕
산마루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단지의 북쪽 부분은 Sierra Madre Avenue 로 이등분되어 있습니다.
Rosedale 은 Azusa Avenue 나 Grand Avenue 에서 I-210 프리웨이로 쉽게 닿을 수 있습니다. 단지는
글렌도라 시와 접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단지 설명:
최근 올해의 마스터 플랜 커뮤니티 상을 수상한 Rosedale 은 수려한 경치의 샌 개브리엘 산등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단지 집에서 다운타운의 멋진 야경과 수려한 산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Rosedale 은 또한 쇼핑, 레크리에이션, 대학, 및 남가주의 여러 유명 관광지에도 편리하게 인접해
있습니다. 단지에서는 근처 쇼핑 센터서의 럭서리 쇼핑에서부터 올드 타운 파사데나와 글렌도라
빌리지의 유명 레스토랑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가까히서 즐길 수 있습니다. 지역 대형 소매업체인
타켓과 코스트코가 5 분 거리에 있습니다. I-10 과 210 프리웨이 도로가 지역 명소를 쉽게 연결해 줍니다.
Rosedale에 가까운 산들과 앤젤레스 국유림에서 캠핑, 등산, 낚시, 스키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샌
개브리엘 캐년은 단 수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Rosedale 거주민들에게 짧은 일일 등산 코스를
제공합니다.

다운타운 아주사에는 오랜 고풍의 사적 소매점들이 있습니다. Foothill Boulevard의 남쪽과 북쪽의
Azusa Avenue를 따라 위치해 있는 이 소매점들은 이곳에서 전통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주사시는 다운타운 재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독특한 상업 지역환경과 함께 경제적으로 활성적인
지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터 플랜 지역사회의 비전은 이 지역의 새로운 기준을 제정하고 지역과 타운 개발의 모델을
만드는데 있습니다.

편의시설:
프라이빗 편의시설:
Rosedale 의 프라이빗 2 에이커에 달하는 클럽하우스이자 레크리에이션 센터 The Resort 는
다음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4,592 스퀘어피트의 클럽하우스로 1,058 스퀘어피트의 커뮤니티 미팅 룸, 910
스퀘어피트의 피트네스 룸, 1,225 스퀘어피트의 지붕이 덮힌 옥외통로,
사무실, 화장실 및 저장고
 5,300 스퀘어피트의 리조트 스타일 레져 및 레크리에이션 구역으로 75 피트의
주니어 올림픽 수영장, 스파, 어린이 물놀이장, 격자 구조물, 옥외 벽난로와
바베큐, 화장실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어드벤처 놀이 기구가 있는 잔디밭 놀이터, 좌석벽, 잔디밭 배구장, 무대와
커뮤니티 모임터, Heritage Oak 나무, 피크닉 테이블, 벤치, 분수식 식수대,
화장실, 공원 게시판

커뮤니티 공공 장소와 편의시설:
마스터 플랜된 이 단지의 주요 시설로는 피크닉, 어린이 놀이 장소,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하는 블럭
파티에 안성맞춤인 독특히 설계된 공원을 포함합니다. 당신을 위한 바로 최고의 뒷마당 공원입니다.
 Central Arroyo 는 13.5 에이커의 남북으로 되어있는 하이킹 코스로 단지내 여러
집들을 연결하며 210 에이커의 자연, 미개발된 지역과 산등성에 위치해
있습니다.


10 개의 개별적으로 설계된 Neighborhood Park 이 단지 커뮤니티 전체에 산재해
있으며 농구, 어드벤처 놀이 기구, 차폐막 구조물, 피크닉 테이블, 옥외 잔디밭
놀이터를 포함해 여러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Promenade Park 은 5.5 에이커의 공원으로 단지의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공원은 공사중인, 농구장, 옥외 놀이터, 어드벤처 놀이 기구, 커뮤니티 무디와
모임 장소를 갖추게 됩니다.



Promenade 은 거의 반 마일에 달하며 동쪽, 서쪽으로 향해 있고 보행자를 위한
가로수가 있는 도보/조깅로, 벤치, 공공 모임 장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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