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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elinghistoricalsociety.com

그때의 모습...

1894년에 설립된, Village
of Wheeling(휠링 마을)은
시카고에서부터 오늘날 Milwaukee
Avenue라고 알려진 길을 따라
위스콘신 주 지역으로 가는
여행자들이 하룻밤을 쉬어가는

숙소가 그 기원이었습니다.
1830년대에 이 간선도로변에
자리잡은 여인숙, 술집 그리고
식당들은 휠링의 Restaurant Row로
발전하였습니다. 매트로 시카고의
성장과 보조를 맞추어, 1960년대에

휠링은 산업과 상업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오늘날, 휠링의
주민과 업주들은 이러한 풍성한
유산에 의해 육성된 활기찬 이웃,
공공 편의시설 및 공동체 정신을
누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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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lage of Wheeling (휠링 마을)
wheelingil.gov

... 그리고 지금의 모습
고급스런 시카고 북부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다양한 4만 명의
인구를 가진 휠링은 과거 삼십 년간
이 지역의 엄청난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를 함께 겪였습니다. 품위 있고
활기 넘치며 창의적인 휠링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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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Restaurant Row와 수상의
명예를 자랑하는 학교들 그리고
번성하는 비즈니스 공동체가
있습니다.
휠링의 시 정부는 시의회-행정관료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 Village Manager(마을
행정관)는 일상의 운영을 관리하고,
정책 입안은 선거로 뽑는 Village
President(마을 촌장)와 Board of
Trustees(평의원회)가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주민들에게는 지역공동체

일들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Village of Wheeling에는 헌신적인
전문 직원들이 있으며 이들은
휠링을 도시 발전과 현대화의 선두
자리에 있게 한 주역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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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북부 지역의 중심

North Central Line
(북중부 라인)
Antioch
Lake Villa

입지조건과 교통

Round Lake B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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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접근성은 휠링의 가장 값진
자산의 일부입니다. 휠링 마을의
동쪽 경계를 따라 Interstate 294번
도로가 지나가면서 이 지역의 Lake
Cook Road와 Palatine Road에서
분기됩니다. I-294번 도로는 오헤어
국제공항, 시카고 순환로 및 이
지역 주간(州間) 시스템과 쉽게
연결됩니다. Lake Cook Road과
Dundee Road를 통해 휠링의
바로 서쪽에서 연결되는 Illinois
53번 도로도 또한 주간(州間)
시스템과 연결됩니다. Route U.S.
45번 도로와 Route Illinois 83번

도로는 남북 방향으로 다른 시카고
지역들과 쉽게 연결시켜 줍니다.
또한 휠링에는 휠링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Chicago Executive
Airport(시카고 익스큐티브 공항)도
위치하고 있으며 이 공항은 오헤어
공항과 미드웨이 공항에 이어
Chicagoland(시카고권)에서 세
번째로 사용이 빈번한 공항이며
일반용과 업무용 항공 부문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공항은 연간
8만회 이착륙을 하는 약 250 대의
항공기의 기지입니다.

휠링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가진
사람 및 휠링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Wheeling Metra Station(휠링
메트라 스테이션)에서 Metra North
Central Line(메트라 북중부 라인)을
통한 철도교통 수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North Central Line은
시카고의 유니온 스테이션, 오헤어
공항, 그리고 그보다 북부의 교외
지역을 오가며 정기 운행되고
있습니다. 휠링 마을 내부와 인근
지역 간의 대중 교통은 Pace 버스가
제공합니다.

Washington St.
Mundelein
Vernon Hills
Prairie View
Buffalo Grove

Wheeling
Prospect Heights
O’Hare Transfer
Rosemont
Schiller Park
Belmont Ave. (Franklin Park)
River Grove
Western Ave.

Chicago Union Station

Lake Cook Rd.

Westin Hotel
(웨스틴 호텔)

일리노이 주 내의
휠링의 위치

북쪽
Metra Station (메트라 역)

Dundee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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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cago Executive Airport
(시카고 익스큐티브 공항)

Arlington Heights

휠링 남부
Metra North Central Line (메트라 북중부 라인)
wheelingil.gov/Community/Transportation/Metra.asp
Pace 버스
pacebus.com
Chicago Executive Airport (시카고 익스큐티브 공항)
chiexec.com

시카고 중심가

오헤어 공항

미드웨이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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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조건과 교통

Mount Pro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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횔링의 주거 생활

휠링의 주거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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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링 주민들은 지역공동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에서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립니다.
젊은 부부들은 휠링의 정착된
주거지역인 가로수가 늘어선
동네에서 적절하고 경제적인
핵가족용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에 적극적이거나 자식을
출가 시킨 부부라면 휠링 마을의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분양아파트와
타운홈 개발에 만족할 것입니다.그
밖에도 어떤 규모의 가족이더라도
그에 맞는 임대용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크기와 가격 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미 개발되었거나 새로 개발된

주택, 타운홈, 분양아파트 및
임대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휠링 지역에는 여러 개의 쇼핑
센터가 있습니다. 이 쇼핑
센터들에는 휠링 주민, 특히
가족들을 위한 소매 상점들과
고객 서비스 업소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업소에는 어린이 집,
성인 주간 돌봄 센터, 유치원
및 취미 업소들이 포함됩니다.
휠링에는 Target, Sam’s Club 및
Walmart와 같은 전국적인 대형
체인스토어들도 있습니다.
또한 휠링 지역에는 광범위한 종교
시설들도 있습니다.

최근 Family Circle
잡지는 휠링을
미국에서 가정을
꾸릴 가장 좋은
장소 10 군데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 공원, 그리고
다양성 때문이었습니다.

Aquatic Center (물놀이 센터)
얕은 풀, 워터 슬라이드, 놀이터,
성인용 스파, 야영장 및 모래
배구장을 갖춘 하계 수영/활동
센터.

Chevy Chase 컨트리 클럽

Korean Cultural Center of Chicago
(시카고 한국문화센터)

1920년에 만들어 졌으며 최근에
새 단장을 한 컨트리 클럽은
지금도 이 지역 대표 시설의
하나입니다. 이 골프장 내의 18홀
컴패니언쉽 골프 코스, 무도회장,
레스토랑 및 3개의 연회장은
80년 동안 사교 활동, 댄스 및
스포츠 이벤트를 위한 모임의
장소가 되어 왔습니다.

2009년부터 휠링에 본부를 두고 있는 시카고
한국문화센터는 미술관, 박물관,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과 특별 이벤트들로 매년 수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입니다.

배움터로서의 휠링
과정들을 제공하며 엔지니어링 분야,
의약학, 자동화와 로봇 공학, 건축학,
디지털 영상 기술, 전문 자격증 과정
및 기타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휠링의 주민들은 또한 수준 높은
고등교육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이점도 누리고 있습니다. 주요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의 하나인
William Rainey Harper College는
휠링 주민들을 위한 학교이며
자격증과 준학사 과정은 물론
대학 편입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National Louis
University는 휠링에 캠퍼스를 두고
있으며 경영학과 교육학 대학원
과정을 제공합니다.

기타 가볼 만한 곳:
Wheeling Historical Society Museum
(휠링 역사 협회 박물관)
Pavilion Senior Center
(Pavilion 노인 센터)
Community Recreation Center
(주민 레크리에이션 센터)
Indian Trails Public Library
(Indian Trails 공립 도서관)
Korean Cultural Center of Chicago
(시카고 한국문화센터)
Wheeling Park District
(휠링 공원 지구)
wheelingparkdistrict.com
Wheeling High School
(휠링 고등학교)
whs.d214.org

교육 및 여가 활동

휠링에 있는 학교들은
초등학교에서 중등 교육까지
읽기와 수학 실력에서 주 전체
평균을 항상 능가하고 있습니다.
휠링의 중등학교 학생들은
Wheeling High School 또는 Buffalo
Grove High School을 다닙니다.

Wheeling High School은 US News
and World Report가 평가하는 전국
고등학교 순위에서 늘 상위 3%
이내에 들어가며 학생의 96%가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합니다.
Wheeling High School은
졸업생들에게 중등교육 과정 이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앞장 서 왔으며 이론과 실습
응용의 결합한 독특한 방법으로
수학과 과학 교육기관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Wheeling High School
Math, Science and Technology
Academy(휠링 고등학교 수학, 과학,
기술 아카데미)는 학생들을 21
세기에 대비시키기 위해 Advanced
Placement(대학과목 선이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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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교외 근처에 위치한 세계적
수준의 식당 및 라이브 공연장
휠링의 Restaurant Row에는
데스플레인즈강의 서쪽 강변을 따라
북부 교외의 최고급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Milwaukee Avenue의

연장인 이 길에는 시카고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들의 일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Restaurant
Row에 시카고 전 지역의 미식가들이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온 진미를
맛보기 위해 모여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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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aurant Row (식당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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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링과 그 주변에는 선택의 폭이
아주 다양한, 가족과 방문객들을
위한 쇼핑과 여흥 시설들이
있습니다. 휠링에서는 지역 쇼핑
장소까지 몇 분 내에 갈 수 있으며
시카고 중심가까지는 35분 거리이고

Chicago Botanic Garden(시카고
식물원)과 유명한 야외음악 공연장인
Ravinia까지는 15분 거리입니다.
Wheeling/Prospect Heights A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휠링/프로스펙트 하이츠
지방상공회의소)
www.wphchamber.com

소매업

Bob Chinn’s Crabhouse(밥 친스 크랩하우스)에게
축하를! 이 레스토랑은 Forbes지가 Highest-Grossing
Restaurant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레스토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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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뮤직, 쇼핑, 그리고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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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고용주
Allstate Insurance
Argon Medical
Artistic Framing
Block and Company
Chicago Manifold Products
Glenbrook Security Services
Greek American Rehabilitation and Care
Handi-Foil
Healthcare Laundry Systems
Industrial Motion Control
National Louis University
Potomac Corporation
Suburban Surgical
Target Corporation

산업

휠링 지역 생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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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링은 복부 교외 지역 상업과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휠링 마을에는 140만 평방미터가
넘은 산업활동 공간이 있으며
입주율이 높아서 그 부문에서
인근 지역공동체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또한 휠링에는 800 여
개의 등록된 사업체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휠링의 실업율은
지난 십년 동안 Chicago Primary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시카고
기초도시통계구역) 및 Illinois
Department of Employment
Security(일리노이 주 고용안전국)

통계에 따른 일리노이 주의
실업률보다 매년 낮았습니다. 휠링
시장에서 고용률 성장은 계속
일반적인 일이 되고 있습니다.

• 휠링 메트라역의 여객 서비스는
다양한 분야의 숙련된 전문
인력들을 위한 간편한 출퇴근
수단을 제공합니다.

• I-294번 도로, I-355번 도로 및
지역 고속도로와의 즉각적인
고속도로 연결

• 실내 면적이 140만 평방미터가
넘는 산업 단지

• 시카고권에서 세 번째로 분주한
공항이며 오헤어 공항에서 7 마일
거리에 위치한 Chicago Executive
Airport의 공동 소유자
• 철도 화물운송 서비스

• 50여 산업/비즈니스 분야의
업체들이 입주

휠링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들은 Wheeling
Business Network (WBN)
LinkedIn 그룹에 가입하실 것을
권합니다. WBN은 업체간 관계의
추가적인 기회를 만들어 주고 지역
내 비즈니스 공동체와 대화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휠링의 능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Wheeling/Prospect Heights A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휠링/프로스펙트 하이츠 지방상공회의소)
www.wphchamber.com

국제 관문
Chicago Executive Airport는
국내의 다른 대부분의 공항들과
마찬가지로 비행기가 귀하고 항공
여행이 보편적이 아닌 사치였을
시기에 초기 항공 열성팬들이
만들어 놓은 그다지 크지 않은
들판의 활주로였습니다. 이
비행장을 1953년에 George
Priester가 사들여 1986년까지
확장하고 개발하였으며, 그 해에
인근의 휠링과 프로스펙스 하이트
지역공동체들이 인수하였습니다.
이 공항은 지역공동체와 주위 지역
모두에게 중요한 구성 요소이자
강력한 경제 동력입니다. Chicago
Executive Airport는 영업세 세입과

같은 직접, 간접의 경제적 혜택을
주고 있으며 호텔과 레스토랑을
포함한 광범위한 사업체들을
망라하는 지역 내 산업과
사업장들의 비즈니스 활동을
증가시켜 주었습니다.
Chicago Executive Airport는
일반용과 업무용 항공 부문을 위한
공항이며 오헤어 공항과 미드웨이
공항에 이어 시카고권에서 세
번째로 사용이 빈번한 공항입니다.
비행장은 약 250 대의 비행기의
기지이며 매년 약 8만 회의
이착륙이 이루어집니다.
이 공항은 연중 무휴로 하루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항

관제소에는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연방항공관리국)
직원이 상주하며 오전 6시부터
(주말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Chicago
Executive Airport의 주요
사용자들은 개인용 비행기 소유자,
비행 학교, 공항 내에 업무용
비행기를 두고 있는 사업체 및 주요
국내외 기업체들입니다.
시카고의 바로 북쪽에 위치한
Chicago Executive Airport는
여행자들에게 미국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활기 있는 도시의
하나인 시카고에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시카고의 유명한 Magnificent Mile과
붐비는 금융지구는 Interstate 94번
도로를 통해 쉽게 연결되어 몇 분
거리 밖에 안되며 더 가까운 곳에
포츈 500대 기업들도 많습니다.
2012년에 일리노이 주 교통국은
Chicago Executive Airport를
“올해의 Reliever Airport (위안자
공항)” 명칭을 수여했습니다.

Chicago Executive Airport
(시카고 익스큐티브 공항)
www.chiexec.com

Chicago Executive Airport
(시카고 익스큐티브 공항)

Chicago Executive Airport에는 미국 세관이 현장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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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tage Park 플랜

타운 센터 건물 완성 예상도

휠링의 미래

전략 기획

12

오늘날 Village of Wheeling(휠링
마을)은 식사와 여가를 즐기러 가는
장소이자 주요 일자리 중심지로서,
휠링 마을의 마스터플랜에 반영되어
있듯이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여
교통을 기초로 한 타운 센터를
개발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미래를
창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Wheeling Metra Station 주위의
50 에이커 면적에는 현재 바로
이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계획의
다양한 단계가 진행 중엡니다.
휠링 마을은 이 특별한 지역 내에서
미래의 주민, 쇼핑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업주들이 그 시기의
교통에 기초한 중심지로 모여들게
하는 붐비는 곳을 만들기 위해
추가 개발 기회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개발 기회들에는 현재 85 에이커의
Heritage Park 마스터 재개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광범위한 개발 노력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면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경제개발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마일 반경

인구

세대 별 평균 소득

13,612명 $78,467
3마일 반경

인구

세대 별 평균 소득

97,476명 $93,761

함께 성장의 길로
휠링은 이미 자리잡은 시카고의
한 교외 지역이기는 하지만, 신규
유입되는 상업 및 산업적 개발과
재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상당량의
부지가 남아있습니다. 휠링
마을은 성장을 장려하고 자신의
경제적 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한
목표의 일환으로 적합한 유형의
사업체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계속
홍보합니다.
다음 정보에 관해서는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에
문의하십시오:

•
•
•
•

사업체 찾기
휠링 지역 내의 토지 개발 기회
산업체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휠링 마을의 다섯 개 TIF 지구 내
TIF 인센티브
• TIF 지구 내 상업 자산 소유자들을
위한 Façade Improvement Grant
(점포 전면 개선 보조금) 제도
• 매각 또는 임대용 대지 및 건물의
최신 목록
• 주 정부 또는 지역의 사업개발
프로그램 탐색 지원

평일
오전 8:30 ~ 오후 5:00

연락처
2 Community Boulevard
Wheeling, IL 60090
대표전화 (847) 459-2605
팩스 (847) 215-5175
John C. Melaniphy III
Director of Economic Development
(경제개발국장)
이메일 jmelaniphy@wheelingil.gov
Dru Garcia
Business Development Coordinator
(사업개발조정관)
이메일 dgarcia@wheelingil.gov

경제개발부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경제개발부)는
기존 사업체들을 지원하여 미래
성장과 공간 필요성을 관리하고
휠링 마을의 비즈니스 서비스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며 저희
사업공동체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이 부서는
신규 사업체와 산업체의 채용도
관리합니다.
휠링 마을은 Village Comprehensive
Plan(마을종합계획)에 따라 새로운
기업을 계속 더 유치하고 휠링에
기존 사업체들을 계속 유지합니다.

업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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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unity Boulevard
Wheeling, IL 60090
847.459.2600
www.wheelingil.gov

도움을 주신 아래 단체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Martin Cimek Design & Illustration
지도는 GIS Consortium에서 제공
사진: Wheeling Historical Society (휠링 역사 협회),
Beth Rooney, Sean Lindsay, Roger Matting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