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툰드라 노스 투어의 캐나다 시그니처 체험 컬렉션 선정을 축하합니다

노스웨스트 준주 관광청은 캐나다 관광청(Destination Canada)이 툰드라 노스 투어(Tundra 

North Tours)를 최근 캐나다 시그니처 체험(Canadian Signature Experiences) 중 하나로 

선정했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툰드라 노스 투어의 캐나다 북극 순록 시그니처 패키지

(Canadian Arctic Reindeer Signature Package)는 캐나다에서만 가능한 고유한 북부 체험이자 

오직 NWT(노스웨스트 준주)에서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패키지에는 북극 툰드라를 가로질러 

순록을 봄철 새끼 분만 장소까지 안내하는 이누비알루이트(Inuvialuit) 순록치기들을 따라 

이동하며 스노우모빌 타기 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은 문화 체험에 참여하고, 

현지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듣고, 전통 음식을 즐기며, 북극광을 직접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의 북쪽 
끝 소식



익스플로러 호텔, 72개 객실 추가 계획
노스웨스트 준주 최대 규모 호텔인 더 익스플로러 호텔(The Explorer Hotel)

은 현재 187개 객실에 7개 층과 객실 72개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완공되면 

익스플로러 호텔의 객실 수는 총 259개로 늘어나게 되며 연회 시설과 컨퍼런스 

시설도 더욱 확장됩니다. 여행사 객실 예약은 2019년 1월부터 가능합니다.  

www.explorerhotel.ca

샤토 노바 호텔 확장 공사
총 216개 객실 규모의 샤토 노바(Chateau Nova)는 옐로우나이프에서 가장 최근 

개장한 호텔로, 다운타운 입구에 위치해 편리한 입지를 자랑합니다. 4층 높이의 

건물에는 지상층 레스토랑, 노스 최대 규모의 컨퍼런스 홀, 캐나다 대도시 호텔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럭셔리 편의 시설/서비스가 갖춰져 있습니다. 최근 확장 공사로 

주방과 발코니가 갖춰진 장기 투숙 스위트 73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여행사 객실 

예약은 2018년 9월 15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www.novahotels.ca/chateau-nova-yellowknife

옐로우나이프 공항 개조 공사
옐로우나이프공항(YZF)은 2018년 2월, 활주로 개선, 터미널 건물 및 보안 검색 

구역 확장, 체크인 키오스크 추가 설치, 대기 라운지 내 리테일 매장 및 식음료 

서비스 등을 골자로 하는 5개년 비즈니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총 575,000여 명의 승객이 YZF를 이용했습니다. 2017년 첫 9개월간, 항공 

교통량은 4.4% 증가했고 7월(+5%), 8월 (+10%) 및 9월(+7%)에도 이 추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YZF 공항의 장기적 목표는 캐나다 국내선 항공편뿐 아니라 

국제선 직항 항공편을 직접 수용하는 것입니다. 

www.dot.nt.ca

밴쿠버-옐로우나이프 직항편 신규 취항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 오는 가을/겨울부터 에어캐나다 직항편이 매일 2편씩 

운항되면서 더 많은 여행자들이 편리하게 노스웨스트 준주(NWT)를 여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어캐나다의 연중 직항편은 2018년 9월 5일부터 운항을 시작합니다:

• AC8833편: 오후 3:30에 밴쿠버 출발, 오후 7:00에 옐로우나이프 도착

• AC8834편: 오전 7:00에 옐로우나이프 출발, 오전 8:45에 밴쿠버 도착

 에어캐나다의 계절 한정 직항 항공편은 2018년 10월 28일부터 운항을 시작해 

2019년 4월 말까지 운항됩니다:

•  AC8841편: 오후 8:35에 밴쿠버 출발, 오전 12:05에 옐로우나이프 

도착

• AC8846편: 오후 7:30에 옐로우나이프 출발, 오후 9:15에 밴쿠버 도착 

www.aircanad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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