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ectacularnwt.com

자세한 정보는 저희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팀에 문의하세요:  
마케팅 코디네이터: shannon@spectacularnwt.com

옐로우나이프 (Yellowknife) 에는 호텔, 모텔, 인, 민박 (B&B) 등 다양한 형태의 총 900
여개의 객실이 있습니다. 호텔 요금은 $125.00 - $250.00/1박으로 다양합니다. 그 중 몇 곳을 
추천해 드립니다.

익스플로러 호텔 (THE EXPLORER HOTEL) 
객실 수: 259개

홈페이지: www.explorerhotel.ca 

이메일: kelly@nunastar.com

객실 유형: 오로라 시그니처 스위트, 킹 베드 1

개, 시그니처 스위트, 킹 베드와 소파, 퀸 베드 2

개,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춘 룸. 편의 시설/서비스: 

라운지, 레스토랑, 피트니스 센터, 무료 WiFi, 무료 

공항 셔틀, 24시간 객실 내 다이닝 등. 

캐피탈 스위츠 (CAPITAL SUITES)
객실 수: 82개

홈페이지: www.capitalsuites.ca/yellowknife 

이메일: ngrey@northviewreit.com 

객실 유형: 스탠다드 퀸, 침실 1개 스위트, 패밀리 

스위트, 침실 2개 스위트. 편의 시설/서비스: 무료 

WiFi, 무료 공항 셔틀, 24시간 구내 마켓, 피트니스 

센터 및 세탁 시설. 

샤토 노바 호텔 (CHATEAU NOVA HOTEL)
객실 수: 216개

홈페이지: www.novahotels.ca/chateau-nova-

yellowknife 

이메일: Charlene_b@novahotels.ca 

객실 유형: 킹 베드 1개, 킹 베드와 소파 스위트, 퀸 

베드 2개와 발코니가 있는 주방 스위트. 편의 시설/

서비스: 라운지, 레스토랑, 피트니스 센터, 무료 WiFi, 

무료 공항 셔틀 요청 시 제공, 객실 내 다이닝 등. 

데이즈 인 & 스위츠 (DAYS INN & SUITES)
객실 수: 80개

홈페이지: www.daysinnyellowknife.com 

이메일: sales@daysinnyellowknife.com 

객실 유형: 스탠다드 퀸 또는 더블 베드 2개, 스튜디오 

스위트, 침실 1개 스위트. 편의 시설/서비스: 무료 

WiFi, 무료 공항 셔틀, 피트니스 센터. 

퀄리티 인 옐로우나이프 

(QUALITY INN YELLOWKNIFE)
객실 수: 129개

홈페이지: www.choicehotels.ca/en/quality-inn-

&-suites-yellowknife-yellowknife-hotel-cna81

이메일: sales@qualityinnyellowknife.com

객실 유형: 퀸 베드 1개, 퀸 베드와 소파, 킹 베드 1

개, 킹 베드와 소파, 더블 베드 1개, 더블 베드 2개. 

편의 시설/서비스: 운동실, 무료 WiFi, 100% 금연 

호텔, 무료 공항 셔틀, 24시간 객실 내 다이닝 등. 

슈퍼 8 옐로우나이프 

(SUPER 8 YELLOWKNIFE)
객실 수: 56개

홈페이지: www.super8.com/yellowknife 

이메일: gm@super8yellowknife.com

객실 유형: 퀸 베드 1개, 퀸 베드 2개, 킹 베드 1개, 

킹 베드 1개 스위트. 편의 시설/서비스: 무료 고속 

WiFi, 무료 컨티넨탈 브렉퍼스트, 미니 냉장고, 

전자레인지, 무료 공항 셔틀. 

노스웨스트 준주(Northwest Territories)는 최고 인기 어드벤처 여행지로서의 입지를 반영하듯 
숙소도 성장 일로에 있습니다. 다수의 호텔이 새롭게 문을 열고 기존 호텔도 확장하고 있어, 
방문객들은 편의 시설, 편안함, 가격 측면에서 다양한 선택의 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추천 숙소
2018년 노스웨스트 준주 관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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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켄지 호텔 (MACKENZIE HOTEL)
객실 수: 96개

홈페이지: www.mackenziehotel.com 

이메일: mackenziehotel@northwestel.net   

객실 유형: 퀸 베드 1개, 퀸 베드 2개, 킹 베드 1개 

스위트. 편의 시설/서비스: 24시간 프런트 데스크 

서비스, 운동실, 자쿠지 스위트. 

맥켄지 레스트 인 

(MACKENZIEN REST INN)
객실 수: 6개

홈페이지: www.mackenzierest.ca/contact.html 

이메일: info@mackenzierest.ca    

객실 유형: 더블 베드 1개, 퀸 베드 1개. 편의 시설/

서비스: 요청 시 공항 셔틀, 조식 포함. 

캐피탈 스위츠 호텔 

(CAPITAL SUITES HOTEL)
객실 수: 82개

홈페이지: www.capitalsuites.ca/inuvik 

이메일: inuvikinfo@capitalsuites.ca 

객실 유형: 스탠다드 퀸 베드 1개, 퀸 베드 2개 

스위트. 편의 시설/서비스: 무료 셔틀, 24시간 프런트 

데스크 서비스, 무료 WiFi, 구내 마켓, 피트니스 센터. 

더 윌로우즈/재너 게스트 하우스 

(THE WILLOWS/JANOR GUEST HOUSE)
객실 수: 12개

홈페이지: www.janor.ca 

이메일: janorwillows@gmail.com  

객실 유형: 퀸 베드 1개. 편의 시설/서비스: 요청 시 

공항 셔틀, 무료 고속 무선 인터넷, 무료 컨티넨탈 

브렉퍼스트.

노바 인 (NOVA INN)
객실 수: 129개

홈페이지: www.novahotels.ca/nova-inn-inuvik/ 

이메일: Charlene_b@novahotels.ca

객실 유형: 퀸 베드 1개, 퀸 베드 1개와 풀아웃 소파. 

편의 시설/서비스: 무료 무선 인터넷, 프런트 데스크 

앞에 위치한 캔틴 스낵 샵(Canteen Snack Shop)

나하니 인 (NAHANNI INN)
객실 수: 29개

홈페이지: www.nahanni-inn.com/ 

이메일: nahanmar@northwestel.net 

객실 유형: 싱글 베드 2개, 더블 베드 2개, 퀸 베드 2

개. 편의 시설/서비스: 요청 시 공항 셔틀. 

이누빅 (Inuvik) 에는 호텔, 모텔, 인, 민박 (B&B) 등 다양한 형태의 총 230여개의 객실이 
있습니다. 호텔 요금은 $197.00 - $350.00/1박으로 다양합니다. 그 중 몇 곳을 추천해 드립니다. 

포트 심슨 (Fort Simpson) 에는 모텔과 민박 (B&B) 등 다양한 형태의 총 60여개의 객실이 
있습니다. 호텔 요금은 $199.00 - $350.00/1박으로 다양합니다. 그 중 몇 곳을 추천해 드립니다. 

스탠턴 스위츠 (STANTON SUITES)
객실 수: 54개

홈페이지: www.stantonsuiteshotel.com 

이메일: reservations@stantonsuiteshotel.com 

객실 유형: 스탠다드 퀸, 침대 1개 퀸 스위트, 침대 2

개 스위트, 침대 2개, 욕실 2개 스위트 편의 시설/

서비스: 무료 WiFi(프리미엄은 유료), 미니 냉장고/

전자레인지 대여, 간이 침대 대여, 풀사이즈 가전 

제품을 갖춘 시설 완비 주방 및 풀아웃 소파(스위트 

한정). 

폴라 디벨롭먼츠 (POLAR DEVELOPMENTS)
객실 수: 31개

홈페이지: www.polardevelopments.com/

apthotels.html

이메일: hotelsuites@polardevelopments.com

객실 유형: 침대 1개 스탠다드, 침대 1개 스튜디오, 

침대 2개 트윈, 침대 2개 스탠다드. 편의 시설/

서비스: 프라이빗 피트니스 센터(다양한 고급 장비), 

모든 스위트에 돌출창, 바비큐 시설 발코니. 

디스커버리 인 (DISCOVERY INN)
객실 수: 41개

홈페이지: www.discoveryinn.ca 

이메일: discoveryinn@theedge.ca  

객실 유형: 스탠다드 더블 베드, 흡연실 또는 

비흡연실. 편의 시설/서비스: 호텔 객실 내에서 유료 

WiFi 이용 가능, 24시간당 $5 CAD. 24시간 프런트 

데스크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