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ist below provides information on nearby hotels in the Glenview and Northbrook area. 

 

도시선교 기간 동안 머무실 숙소(호텔, 모텔)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몇 명이 오시는지 어떤 호텔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없고 확실한 책임을 호텔에 주어야 하기에 도시선교에 오실 여러분들께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도시선교 팀이 

조사한 다음과 같은 호텔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래의 호텔들은 한인 상권이 인접한 글렌뷰, 노스부룩 지역에 있는 

호텔들이며 교회와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많은 분들이 한인 상권을 선호하시기에 조사한 호텔이며, 교회와의 접근성이 더 

중요하신 분들은 시카고 지역 내의 호텔을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google.com/maps/search/hotels/@42.0930656,-87.8725231,14z 
  
  

1. COUNTRY INN & SUITES 

  

600 North Milwaukee Ave Prospect Height IL 60070 

  

Tel 847) 419-3600, 3601 : 각자 전화하셔서 딜하시기 바랍니다. 

  

  

2. Baymont Inn & Suites Glenview 

  

162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 

  

Tel (847) 813-9875 : 각자 전화하셔서 딜하시기 바랍니다. 

  

  

3. MOTEL 6 

  

540 N. Milwaukee Ave Prospect Height IL 60070 

  

Tel 847)459-0548 : 각자 전화하셔서 딜하시기 바랍니다. 

  

  

4. Courtyard Marriott 

  

1801 N. Milwaukee Glenview IL 60025 

  

Tel 847)803-2500 : 각자 전화하셔서 딜하시기 바랍니다. 

  

  

5. Hilton Chicago/Northbrook 

  

2855 N Milwaukee Ave, Northbrook, IL 60062 

  

Tel (847) 480-7500 : 각자 전화하셔서 딜하시기 바랍니다. 

  

  

6. Crowne Plaza Chicago-Northbrook 

  

2875 North Milwaukee Avenue, Northbrook, IL 60062 

  

Tel (847) 298-2525 : 각자 전화하셔서 딜하시기 바랍니다. 

  

  

7. Sybaris Northbrook 

  

3350 Milwaukee Ave, Northbrook, IL 60062 

  

Tel (847) 298-5000 : 각자 전화하셔서 딜하시기 바랍니다. 



  

  

8. Best Western Plus Glenview-Chicagoland Inn & Suites 

  

4514 W Lake Ave, Glenview, IL 60026 

  

Tel (847) 635-5220 : 각자 전화하셔서 딜하시기 바랍니다. 

  

  

9. Wyndham Glenview Suites Chicago North 

  

1400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 

  

Tel (847) 803-9800 : 각자 전화하셔서 딜하시기 바랍니다. 

  

  

10. Priceline.com 에서 "Express Deals"라는 것을 이용하시면 가격과 star 만 보고 좀 싸게 예약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호텔이 걸릴지 모릅니다. Glenview 나 Northbrook area 에 있는 3 성급 이상 호텔이면 괜찮을 것도 같으나 각자 숙고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는 방법* 

1) 먼저 priceline.com 에 들어갑니다. 

2) 호텔을 찾는 칸에 지역명 Northbrook 이나 Glenview 를 넣으시고 날짜를 선택하세요. 

3) 초록색 search 버튼을 누르세요. 

4) 여러 호텔과 가격을 알려 줄 것입니다. 그중에서 아침식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취향과 형편에 맞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search results 중에서 가운데 보이는 "Express Deals" tab 을 누르시면 star ratings, review rating average, included 

amenities, price 등만 보고 결정할 수 있는 호텔 옵션들이 뜹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검색한 한 호텔은 3.5 star 50% off 

해서 $102 이던 방이 $51 입니다. 그래서 "3.5 star hotel"이라고 써진 그 호텔을 눌러 들어가니 지도에 있는 세 호텔 중 한 

곳이라는 게 나오고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나옵니다. 대충 어떤 호텔일지 예상이 가능하네요.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지역에 있는 호텔 중 이름은 나오지 않은 호텔로 예약을 한 후 그 호텔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식이며 예약 후에는 

캔슬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형편에 맞게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집 여름 도시선교 팀 

김성한 간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