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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주중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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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친 애하는 벨베데레 고객님께 

 

그린델발트와 벨베데레에게 이번 

여름은 가장 성공적인 시즌이었습니

다. 4월부터 10월 사이 그린델발트의 

숙박은 7% 정도 증가하였으며 벨베

데레는 20%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스위스 국적의 고객님이 가장 많이 

방문하셨다는 점도 기쁜 사실 이지만 

스위스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고르

게 저희를 찾아주셨다는 점이 가장 

기쁩니다. 

 

우리는 가족경영으로 관리되는 이 

호텔에서 전세계에서 오신 고객을 맞

이하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트립어드바이

저, 구글, 홀리데이체크 등과 같은 호

텔평가 웹사이트에서도 저희 호텔을 

훌륭하다고 평가해주신 분들과 수년

간 저희를 계속 찾아주신 모든 분들

께도 특별한 감사 말씀을 전하고 싶

습니다. 이러한 좋은 평가는 모든 싸

이트에 게시가 되고 이것은 종종 호 

 

 

텔선택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TrustScore» 를 계산하는데 사용 

되기 때문에 그 평가들은 더욱더 중

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게 알려드

리고 싶은 것은 방문하실 때 마다, 그

리고 숙박 후 몇 달이 지난후에도 같

은 웹사이트에 새로운 의견을 남겨주

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저희

를 칭찬해주시고 서포트 해주시는 모

든 고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벨베데레에 많은 투

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계획은 

«2019 가을 건설계획» 기사를 참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난

방 펌프에 대한 정보는 특히 흥미로

울 수 있습니다.) 벨베데레는 2019년 

가을 내내 오픈 되었지만 2020년 늦

가을에 진행 될 저희의 대대적인 공

사로 인해 잠시 문을 닫을 수 밖에 없

습니다.  

 

수년간 저희는 V-Cableway 에 대

해 이야기 해왔습니다.  

v-bahn.jungfrau.ch/en 에서 역시 새

로운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

희에게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묀리

헨의 곤돌라가 올해 12월에 가동 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수용인원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되면 대기시간이 줄어

들고 성수기 역시 대기하는 줄이 크

게 줄어 들것입니다. 3S-Bahn Eiger 

Express는 26석의 캐빈이 있는 곤돌

라로 아이거빙하 까지 운영되며 1년 

후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로잔에 위치한 유명 스위스호스피

탈리티 경영 학교에서 EMBA를 성공

적으로 수료한 딸 캐롤은 현재 런던

에서 트래블 테크 분야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캐롤은 벨베데레의 소셜미디어를 

관리하고 있으며 1년만에 돌아온 아

들 필립은 새로운 업무를 맡고 있으

며 현재 벨베데레의 총괄과 IT 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최고의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조건과 멋진 겨울 하이킹 및 

썰매 타기 에도 좋은 눈이 풍부하고 

화창한 겨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눈 축제가 진행 되는 동한 

이곳을 방문한다면 예술가들의 멋진 

작품을 보는 기회까지 가질 수 있습

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벨베데레로 돌아오

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즐거운 휴

일, 화려한  축제 시즌과 2020년은 

모든 것이 잘 되길 기원합니다. 

 

우르스-B 하우저,  

가족과 직원 일동 

와 

https://v-bahn.jungfrau.ch/en/
https://www.belvedere-grindelwald.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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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내 파이프 라인 재설치 그리고  

그 외 더 많은 것들... 

2019년 가을 건설계획 
2019년 가을을 위한 투자 계획 

 

아주 성공적인 여름 시즌 덕분에 하우저 가족은 호텔 인프라

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호텔은 공

사 기간동안 호텔을 운영한다면 고객분들의 편안한 휴가를 방

해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사기간 중에는 문을 닫기로 하였

습니다. 

 

1 0월 중순에 새로운 객실과 욕실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개

의 객실을 해체하면서 우선적으로 객실의 충격과 소음을 더

욱 더 줄일 수 있는 특수 단열제 보강 작업을 시작 하였습니

다. 또한, 몇몇 객실의 경우 철제 그라인더를 보강하고 위생

을 위한 난방 파이프를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 후 

새로운 바닥,벽,천장, 가구 및 모든 위생 및 전기 시스템을 재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 됩니다. 

 

인기가 많은 30cm두께의 새로운 박스스프링 매트리스는 

전 객실에 설치 될 예정입니다.  

 

실내 수영장 역시 공사가 진행중이며 다음에 방문하신다

면 새로운 수영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몇 년간 벨베데레의 뉴스를 읽어 오신 손님들 계서는 벨베

데레가 2006년부터 열 펌프를 가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껍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펌프가 수명을 다하여 폐기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새로운 히트펌

프를 재설치 할 예정이며 이 새로운 펌프는 올 겨울에 재설

치 될 예정입니다. 더 이상 객실의 냉방을 위해 에너지를 소

비하는 발전기가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땅에서 퍼

올린 차가운 물이 객실 냉방을 위해 사용 되며 이 물은 외부  
 

 

온도와 실내 배치에 따라 온도가 16~20도 가량으로 변화 됩

니다. 이 따듯해진 물은 열 펌프에 의해 자연적인 에너지 생

성이 이루워지며 그 후 다시 냉각 된 물은 지상으로 공급되

는 지속적인 리싸이클링이 가능하게 됩니다. 겨울에는 딸에

서 퍼올린 9도의 물을 사용한 후 4도로 온도가 변화 되었을 

때 다시 지상으로 되돌립니다. 물의 온도를 더 낮춰서 지상

으로 다시 내려 보내는 이 기술은 스위스 환경당국에서도 매

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에

너지의 양은 여름보다 적지만 여전히 시간당 100킬로와트를 

생산하게 됩니다. 

 

수년간 에어컨 모터에서 내뿜는 뜨거운 물은 실내 수영장

물과 정원의 월 풀을 데우는데 사용 되어왔습니다. 그린델발

트 화력 발전소와 연결 되어 더 이상 난방유가 필요하지 않

기 때문에 호텔은 더욱더 친환경적으로 운영 할 수 있게 되

었습니다. 또한 벨베데레의 남동쪽 및 서쪽을 향한 평평한 

지붕은 태양광 발전에 이상적이며 태양열 기술 역시 더욱 더 

발전하여 효과적이게 되면서 전기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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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스키는 더 재미있습니다 

무료스키패스 또는 하이킹-썰매

를 포함한 주중스키 예약 
벨베데레의 스페셜 오퍼 

 

올겨울 하우저 패밀리는 일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2일 무료스

키 또는 하이킹-썰매 패스를 제공합니다. 

 

3 박에서 5박을 주중에 (일요일에 체크인부터 금요일 체

크아웃까지) 보낸다면 1박2일 무료 스키패스 또는 하이킹-

썰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19년 12월13일부터 

23일까지 2020년 1월2일부터 2월14일 그리고 2월22일부

터 3월13일까지 숙박하시는 분들 께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패키지는 3월 중순부터 겨울시즌 말까지 벨베데레 레

스토랑에서는 하프보드를 제공하지 않으며 레스토랑에서 단

품을 주문하는 방식으로 진행 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패

키지를 예약하신다면 하루에 1인당 50 스위스 프랑의 레스

토랑 바우처가 제공 됩니다. 

 

Classic Wetterhorn double room을 1인당 717스위스프

랑으로 조식부페, 4코스 디너 및 2일 무료 스키 패스를 포함 

한 3박 투숙을 제공합니다. 물론 아이거가 보이는 객실도 예

약이 가능합니다. 

  

이 스페셜오퍼는 다른 할인 혜택 또는 프로모션과 함께 사

용 할 수 없으며 호텔에 직접 예약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

다. 

 
www.belvedere-grindelwald.ch/en/free-skipass  

음악팬들에게는 2020년 4월4일과 5일에  

그린델발트를 필수로 방문해야 합니다 

클라이네샤이덱의 마지막  

눈꽃 야외공연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2일간의 콘서트 

 

새로운 클라이네샤이덱 호텔 소유주는V-케이블웨이의 운영

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장 인기가 많았던 콘서

트인 스노우 오픈에어 페스티발은 2020년 4월을 마지막으로 

공연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스 노우 오픈에어는 1998년부터 매년 봄 클라이넥샤이

덱에서 개최되었습니다. Urs Kessler의 아이디어로 이 이벤

트는 스키시즌 연장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

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부의 눈 상태는 최

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노우 오픈에어는 수많은 고정팬을 

보유하고 있어 계속 유지 될 수 있었던 페스티벌이었지만 샤

이덱 호텔의 소유주가 변경 됨에 따라 이번해를 마지막으로 

페스티벌은 종료 하게 되었습니다.  

 

4월초에 그린데발트에 방문해서 화려한 고산을 배경으로 

환상적인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토요일에는 Stefanie Heinzmann, Patent Ochsner 그리

고 Sunrise Avenue와 같은 아티스트가 출연 예정이며 일요

일에는 Bermudas, Francine Jordi, Helene Fischer와 같은 

민속음악을 주로 하는 공연이 열릴 것입니다. 

 

www.snowpenair.ch 

사
진

사
진

https://www.belvedere-grindelwald.ch/en/free-skipass
https://www.snowpenair.ch/en-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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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스포츠 또는 예술 

2019/20 겨울시즌 이벤트 캘린더 
어떤 흥미를 가지고 있으시던, 그린델발트 벨베데레에

서의 투숙은 가치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왔듯, 그린델발트와 융프라우 지역은 올해 겨울에

도 다양한 스포츠와 문화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www.grindelwald.ch. 웹사이트를 방문해주

세요.  

2 019/20 겨울의 이벤트입니다.  

 

12월 

• 묀리헨 곤돌라 오프닝: 12월 14일 

• 겨울 킥오프 (스키 & 스노우보드 이벤트):  

12월 20일, 21일 

 

1월 

• 아이거 산맥의 마틴슬로흐에 태양이 뜨는 날:  

1월 13 ~ 16일 

• 제 90회 국제 라우버호른 경주: 1월 17 ~ 19일 

• 제 38회 세계적인 눈 축제: 1월 20 ~ 25일 

 

2월 

• 보드미 스키 학교 지역에서 열리는 스놀리 키즈 파티:  

매주 수요일 오후 

• 제 25회 월드 벨로게멜 챔피언쉽: 2월 9일 

• 제 23회 호른 썰매 경주: 2월 29일 

 

3월 

• 킹 오브 피르스트 힐: 3월 14일 

• 윈터 파이널 – 눈에서 보물찾기: 3월 27일, 28일 

 

4월 

• 제 23회 이자 마지막으로 열리는 클라이네 샤이덱의  

스노우펜에어 콘서트: 4월 4일, 5일 

• 클라이네 샤이덱에서 열리는 모글 배쉬 이벤트, 혹을  

부숴라!: 4월 11일 

그린델발트 산과 사랑에 빠진 그 

존 톰슨의 50년 전 첫 그린델발

트 방문 
20년동안 벨베데레의 단골고객 

 

존 톰슨은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출신으로, 어린 학생일 시절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링겐베르그에 머무르면서 처음 베른 알

프스를 방문했습니다. 그 때부터 그린델발트는 그가 가장 좋아

하는 휴가지가 되어 겨울과 여름마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존 이 처음으로 스위스를 방문했을 때, 1 파운드 스털링

은 10 스위스프랑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때는 영

국 손님들이 융프라우를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부터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존은 꾸준하게 방문하였고, 하

우저 가족은 존과 같은 단골고객이 융프라우와 벨베데레를 

계속 방문해주시는 것에 특히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존은 이제 은퇴하였으며, 존과 벨베데레 팀은 벨베데레에

서 그를 앞으로도 더 오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
진

세계적인 눈 축제 

존 톰슨의 와 은

https://grindelwald.swiss/en/winter/planning-and-events/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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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어 스탭이 미래를 지킨다 

제인, 라리사와 데보라 
벨베데레 호텔의 견습생들 

 

벨베데레 호텔은 주니어 스탭 트레이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기에, 젊은이들에게 견습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론을 공부하는 것 이외에도, 호텔 매니저가 되기 

위한 공부에는 하우스키핑, 세탁, 레스토랑, 리셉션/프런트 오

피스에서의 많은 실질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 우저 가족은 호텔 경영에 흥미를 가지고 벨베데레에

서 트레이닝을 받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에게 언제나 기쁜 마

음으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3명의 여성이 

벨베데레에서 호텔경영 견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인 글라우스는 8월에 트레이닝을 시작하여 객실의 하우

스키핑 및 세탁에서의 첫 1년 트레이닝을 마치고 있습니다. 

제인은 브리엔츠 호수의 보니겐에서 그녀의 가족과 함께 거

주하고 있습니다.  

 

라리사 슈버는 트레이닝 2년째에 접어 들었습니다. 지금

은 레스토랑에서 조식과 디너를 서빙하고 있는 라리사를 발 

 

 

견하실 수 있습니다. 라리사는 베른 근처의 범프리츠에서 어

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데보라 브란덴버거는 견습기간이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데보라는 3년째 벨베데레의 리셉션에서 투숙기간 전에서 후

까지 투숙객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데보라는 빈터투

어 근처의 네프텐바흐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벨베데레 팀은 젊은이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3년간의 견습

직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들이 트레이닝 중에 성공과 만족을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잘 돌아왔어요 

오로르가 다시 리셉션에  

돌아왔습니다 
봄에 딸이 태어났어요 

 

오로르 본빈은 지난 4년동안 벨베데레 호텔에서 일해왔습니

다. 그 중 3년은 견습생이였으며, 견습 중에는 하우스키핑, 세

탁, 레스토랑, 리셉션과 예약부서에서 일했습니다.  

 

2 019년 3월 29일, 그녀는 딸을 출산하였으며 키아라라

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파트너는 그린델발트에서 셰

프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출산휴가 이후에, 벨베데레로 

다시 돌아와 리셉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로르는 베른의 범프리츠 출신이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모두 프랑스어를 사용합니다. 어머니는 프랑스 출신이며, 아

버지는 스위스 발레 주의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곳 출신입니

다. 독어와 영어를 구사하면서 프랑스어까지 구사하는 젊은

이들이 점점 적어지는 가운데 그녀는 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바이올린 연주와 수영을 하면서 자유시간

을 보냅니다. 하우저 가족와 벨베데레 팀은 그녀가 돌아온 

것에 크게 기뻐하고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제인, 라리사와 데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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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이벤트가 일정에 꼭 포함되어 있죠 

2020년 6월 19일과 20일에  

열리는 제 7회 알파인 클래식 
실력자들의 클래식 콘서트 

 

2020년의 해가 제일 긴 날들에, 높은 퀄리티의 클래식 음악과 

편한 분위기를 숨막히는 산의 절경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이

벤트에 하우저가족이 다시 한 번 당신을 초대합니다.  

 

세 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이자 벨베데레의 오

랜 단골고객인 잭 리베크는 세계의 가장 큰 콘서트 홀에서 

연주하는 유명한 아티스트입니다. 벨베데레처럼 작지만 친

밀한 분위기에서 그의 예술가적 기교를 즐길 수 있는 건 특

별한 경험입니다. 음악가들은 콘서트 전에 며칠 간 벨베데레

에서 투숙할 예정으로, 투숙객도 직접 만나볼 수 있기에 

2020년 6월 14일부터 21일에 벨베데레에 투숙하는 것은 큰 

가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벨베데레 웹사이트와, 당연하지만 봄의 홀

리데이 뉴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www.belvedere-grindelwald.ch/en/alpine-classic 

다음 여름은 꼭 오죠 

2020년 여름 예고 
그린델발트는 자랑스럽게 스포츠와 문화적인  

전통을 지킵니다 

 

다음 여름은 곧 올 테니 짧게 예고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름엔 

성수기로 인해 여름 휴가계획은 이르게 짜시는 것을 하우저 

가족은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 름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6월 말에 묀리헨에서 열리

는 알파인 스프링 페스티벌입니다. 스위스의 모든 매력을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 이 페스티벌에서 풍성한 음악과 전통문

화 공연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름의 스포츠 이벤트는 7월 8일에 열리는 아이거 울트라 

트레일, 8월 23일에 개최되는 제 23회 아이거 자전거 챌린

지와 인페르노 철인 3종경기 (툰에서 시작되어 그린델발트

를 지나 쉴트호른에서 완주하는 코스), 그리고9월에 개최되

는 융프라우 마라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을 마무리하는 파머스마켓, 그로스 샤이덱에

서의 알파인 치즈 페스티벌, 컨트리 나이트까지 다양한 문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즐기실 수 있는 이벤트들을 만나 보세요! 

사
진

사
진

https://www.belvedere-grindelwald.ch/en/alpine-class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