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 57/60 합류 지점 교통 
정체 구간 완화 프로젝트

5760Project@sgvcog.org 5760Project @5760Project866-995-5760

계획된 고속도로 개선의 일환으로 SR-57/SR-60 합류 지점 
프로젝트인 다이아몬드 바 골프 코스(Diamond Bar Golf Course)
는 9월 1일부터 임시 폐쇄됩니다.  폐쇄 기간 동안에 코스 및 
시설이 여러 차례 보수공사 될 예정이며 2023년 초 재개장 시 
전체적인 운영 및 골프 환경이 개선됩니다.  보수공사 기간에 
프로숍, 연습시설, 연회시설, 카페 등 모든 골프장 시설이 
폐쇄되오니 유념해 주십시오. 향후 골프 토너먼트 및 연회 정보/
예약은 (909) 861-828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보수공사 
및 개선 계획을 확인하시거나 공사 및 프로젝트 업데이트를 
신청하시려면 sgvcog.org/5760project 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시기:
2021 년 9월 1일 수요일. 그리고 
2023 년 초에 재개장합니다.

이유:
SR-57/SR-60 지역 및 그랜드 
애비뉴(Grand Avenue)를 따라 
위치한 6개의 코스 홀은 그랜드 
애비뉴의 램프 개선 및 SR-
57/ SR-60 합류 지점의 향후 
개선을 위해 재구성됩니다. 
이러한 개선은 화물 운송 
지연으로 캘리포니아 내 1위, 
전국 11위를 차지하며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트럭 사고 발생으로 
두 번째로 심각한 SR-57/SR-
60 합류 지점의 교통 체증을 
완화함으로써 고속도로 운행 및 
안전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골프 코스 임시 폐쇄 기간을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2023 년 초에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다이아몬드 바 골프 코스(Diamond Bar Golf 
Course) 임시 폐쇄 및 보수공사

골프 코스 개선 사항:
재구성하여 설계된 18홀 레이아웃 및 개선된 페어웨이와 
그린으로 골퍼들에게 향상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 3개의 티(Tee)를 새로 설치 하여 각 홀에 총 5개의 티 설치 
• 벙커(Sand traps) 추가 
• 유지관리 시설 신축
• 코스 관개 시스템 교체
• 코스 파(Par)는 그대로 유지

• 야디지(Yardage)는 그대로 유지

대체 골프 코스:
다이아몬드 바 골프 코스 (Diamond Bar Golf Course) 폐쇄기간 
동안 커뮤니티에는 LA 카운티 공원 및 휴양지 관리부(LA 
County Department of Parks and Recreation) 인근에 비슷한 
그린 요금, 비용 및 시설을 갖춘 여러 공공 골프장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공사 및 프로젝트 업데이트는 sgvcog.org/5760project 에서 
신청하거나 22828 번으로 5760project 문자를 보내십시오.

2

1

3

4

5

ONTARIO

SAN DIMAS

GLENDORA LA VERNE

CORONA

LA MIRADA

FULLERTON

DIAMOND
BAR

CITY OF 
INDUSTRY

WHITTIER

ROSEMEAD

91

60

60

57

71

210 210

605

15

5

10
10

다이아몬드 바 골프 코스
(Diamond Bar Golf Course)

Mountain Meadows GC – (909) 623-3704
1875 Fairplex Dr., San Dimas – mountainmeadowsgc.com

Marshall Canyon GC – (909) 593-8211
6100 N. Stephens Ranch Rd., La Verne – marshallcanyon.com

La Mirada GC – (562) 943-7123
15501 E. Elicante Rd., La Mirada – lamiradagc.com

Whittier Narrows GC – (626) 288-1044
8640 Rush St., Rosemead – whittiernarrowsgc.com

Santa Anita GC – (626) 447-2331
405 S. Santa Anita Ave., Arcadia – santaanitag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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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ee time reservations, vis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