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 휠링 시입니다.

일리노이 주 휠링 시는
어떤 점이 특별할까요?
• 휠링 시는 Chicago Executive
Airport(시카고 익스큐티브 공항)이
자리한 국제 관문이자, Chicago
O’Hare(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과는
불과 8마일 (12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 시카고 한국문화센터(Korean Cultural
Center of Chicago) 본부가 휠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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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링을 포함한 제10 하원의원
선거구는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제조업 집중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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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링은 간단한 식사에서부터 정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22개 레스토랑이 포진하여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미식의 도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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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링의 제조업 구역은 거의 1천 4백만
평방피트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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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서부의 도시 휠링은 일리노이 주 시카고의 오헤어 국제공항
부근에 위치하며 시카고 중심부에서 차로 한 시간 남짓 거리입니다.
따뜻한 분위기의 휠링 시는 4만 명의 주민들이 다채롭고 역동적인
각종 커뮤니티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고, 공업, 상업 개발 및 주거
지역이 독특한 균형을 이루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북쪽
해안의 유서 깊은 지역이자 각종 편의 시설도 빠짐없이 갖추고
있으며, 데스플레인즈 강의 아름다운 풍광과 시카고 스카이라인의
숨막히는 경관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E

• Des Plaines River(데스플레인즈
강)을 따라 줄지어선 식당가의
레스토랑에서는 시카고 북부 교외에서
제일가는 정찬을 맛볼 수 있습니다.
• 휠링의 Westin Chicago North Shore
Hotel & Convention Center(웨스틴
시카고 노스 쇼어 호텔 & 컨벤션
센터)는 412개의 객실과 3만 평방피트
넓이의 연회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휠링 – 시카고 북쪽 해안의 도시

휠링은 아름다운 미시건 호를 따라 시카고의 North
Shore(북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시카고
대도시권에서도 가장 그림 같은 경치를 자랑하는 곳으로,
자연의 풍성함이 가득한 호반의 모습과 각종 주택과 정원이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또한 부근에는 관광지로 손색이
없는 랜드마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Northwestern
University(노스웨스턴 대학), Chicago Botanic
Garden(시카고 식물원), 미국 내 유일한 Baha’i House
of Worship(바하이교 사원), Ravinia Festival(라비니아
축제), Skokie(스코키)에 소재한 North Shore Center
for Performing Arts (행위예술을 위한 노스 쇼어 센터)
같은 명소는 물론이고 Northbrook Court(노스브룩 법원),
Westfield Old Orchard(웨스트필드 올드 오처드), Glen Town
Center(글렌 타운 센터) 등 화려한 쇼핑 센터들도 많습니다.

시카고 시

숫자로 본 시카고
381 평방킬로미터의 지대
주민 약 270만 명

100개 이상 근린 지구를 포함하는 77개
커뮤니티

4,700개 이상의 레스토랑
시카고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270만이
넘는 주민들이 살고 있어 일리노이 주와 미국 중서부를 통틀어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도시 지역권에는
거의 1천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시카고는 1837년 처음 도시 꼴을 갖춘 이래 지금은 금융, 상업,
공업, 기술, 통신 및 교통의 국제 허브가 되었습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오헤어 국제 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공항이며,
시카고는 또한 미국에서 고속도로와 철도를 거쳐 운송되는
화물이 가장 많이 모여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2014년 시카고를 찾은 국내외 방문객은 5천 2십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시카고는 시각예술, 소설, 영화, 연극이 발달한
문화 도시이며, 특히 즉흥 코미디와 재즈, 블루스, 소울 등의
대중음악이 유명합니다.

극장 200개 이상, 공연장 225개 이상,
무용단 220개 이상
박물관 60개
유명한 “Magnificent Mile
(매그니피센트 마일)”에서 즐기는 세계적
수준의 쇼핑

90개 이상의 미술관과 20개 이상의 근린
아트 센터
42킬로미터에 달하는 호반과
30킬로미터의 호반길
32.7평방킬로미터의 녹색 공간에 자리한
580개 공원과 26개 수변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전시공간을
자랑하는 시카고의 프리미어 컨벤션 센터인
“McCormick Place(맥코믹 플레이스)”

(4백

3십만 평방 미터)

일리노이 주 휠링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저희 지역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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