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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벨 베데레 고객님께  

 

현재 그린델발트는 흥분으로 고조

되고 있습니다. 멘리헨 (Männli-

chen) 의 새로운 10-man 곤돌라

가 2017년 봄을 시작으로 공사가 

진행 될 예정이며, 기공식에 대한 

기대 또한 큽니다. Lütschinen 

Valley 지역(그린델발트, 라우터

브루넨) 투표자의 70% 그리고, 정

부당국과 연방 자연문화유산 보호 

위원회의 긍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곤돌라 공사에 대해 반대 시

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입헌국은 지역적으로 중

요하고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무기한 연기

를 허락하였습니다. 시위자들이 

요구하는 공중케이블 공사는 현실

적으로 말이 되지 않으며, 지속되

는 공사연기는 많은 분노를 일으

킬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는 

더욱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

입니다.  

 

이러한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

구하고, 저희 호텔 벨베데레는 곤

돌라 프로젝트가 그린델발트의 긍

정적인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호

텔 객실과 기반시설의 리노베이션

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

다. 대표적인 예로, 기름난방에서 

지역난방시스템(원격난방)으로 변

경하였으며, 실내외 수영장의 히

트 펌프를 새롭게 설치 할 예정입

니다. 이러한 히터 시스템의 업그

레이드는 50만 프랑(스위스 통화 

 

의 기준단위)이 넘는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으로 볼 수 없고 

투숙객 여러분이 느낄 수 없지만 

꼭 투자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

는 매년 3% 에너지 절약하기를 목

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이루기 위

해서는 꼭 필요한 투자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서 전반적으로 감독하며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 절약 방법에 대해서

도 저희와 함께 의논하여 찾아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대의 에너지를 절

약하기 위해 부엌과 세탁실에 새

로운 기계를 설치 할 것이고, 가을

에는 라운지의 창문 그리고 실내 

수영장안쪽 면 창문을 현재보다 

더욱 절연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

도록 창문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아들 Philip은 봄에 그린델

발트와 벨베데레 호텔을 떠납니

다. 그는 지난 시간 동안 회계를 

담당하였으며 지난 겨울 동안 리

셉션의 최고담당자 Julia Hönig이 

사랑스러운 딸의 자랑스러운 엄마

가 되기 위해 자리를 비웠을 때 빈

자리를 채웠습니다. 지난 몇 달간 

그는 다방면의 호텔 매니지먼트 

한계를 넓혀가기 위하여 노력하였

습니다. Philip이 떠나는 빈자리는 

올해 초 멕시코 최상급 호텔에서 

인턴을 마친 Carole이 채울 예정

입니다.  

 

저희 호텔은 고객님께서, 운동, 

외국어 배우기, 다른 세상으로의 

탐험과 같은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실 수 있게 많은 기여를 할 예정

이었습니다만, 2018년 저희 벨베 

 

데레 호텔의 111주년 기념행사와 

많은 리노베이션 작업으로 인하여 

잠시 늦춰질 예정입니다. 111주년 

기념 행사를 위하여 여러분의 벨

베데레에서의 아름답고 즐거운 경

험을 carole.hauser@belvedere-

grindelwald.ch (담당자: Carole)

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부탁 드립니

다.  

 

새롭게 리모델링한 객실은 많은 

고객님들로부터 사랑 받고 있습니

다. 고객님의 선호도에 따라 4층에 

위치한 객실은 예전의 욕조를 대

신하여 샤워기를 설치하였습니다. 

3개의 디럭스 코너룸은 여유로운 

객실 크기에 맞춰 욕조와 샤워기

를 모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신 비데도 설치 해두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에는 작년 10월에 

개최되었던 ‘벨베데레 단골 고객

님을 위한 주’가 고객님과 직원들

의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 또 다시 

개최 될 예정입니다. 작년보다 더

욱더 흥미로운 형식으로 찾아 뵐 

예정입니다.  

 

또한 무더운 여름의 햇살을 벗어

나 저희 벨베데레로 오실 많은 고

객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

습니다. Hauser가는 여러분의 방

문을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습니

다.  

 

Urs-B. Hauser  

 

참조: 위의 언급되었던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으로 인하여 10월 말부

터 12월 중순까지는 잠시 휴관할 

예정입니다.  

mailto:carole.hauser@belvedere-grindelwald.ch
mailto:carole.hauser@belvedere-grindelwald.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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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 온 벨베데레의 VIP 고객  

50년째 벨베데레를 찾아오시

는 Mrs Margrith Hunger 
벨베데레 호텔을 매해 여름, 겨울에 찾아주시

는 고객 Mrs Elsi Hauser 

 

Mrs Margrith Hunger의 벨베데레 50년 방문을 기념

하여 cordial aperitif (코디얼 애프리티프)를 준비하

였습니다. Zurich에서 15킬로미터 떨어진 아름다운 

Lake Greifen 해변, Greifensee에서 살고 있는 Mar-

grith은 남편 Johann-Peter Hunger과 함께 벨베데레

를 꾸준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H unger부부는 Jungfrau를 처음 방문하였을 때 

벨베데레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들은 사우나를 원

했지만 저희는 실내 수영장만 있었을 뿐, 사우나 시

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Hunger부부는 저희 호텔에 

투숙 하셨습니다.  

 

그들은 지난 시절 Fritz Hauser 회사에서 즐긴 하

이킹을 회상하였습니다. 암석층과 물에 대한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Mr Hunger의 여행을 Fritz 측에

서도 아주 환영하였습니다. Hunger부부는 하이킹을 

하며 굉장히 즐거운 휴가를 보냈습니다. Mrs Hun-

ger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넓은 절벽 중 좁은 길로만 

올라가는 아이거(Eiger)에 있는 Bonern trail를 좋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코스를 피해 하

이킹을 하였습니다.  

 

Mr Hunger는 2010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Mrs Hunger는 eyrie(그녀가 부르는 4층에 위치한 

코너룸의 애칭)에서 지속적으로 투숙하였습니다. 그

녀의 첫 투숙날에 비하면 객실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

니다. 두번의 리노베이션(작년 가을의 리노베이션)을 

통해 벽, 창문 그리고 욕실과 가구가 멋있게 자리잡

고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 자신의 딸과 아들과 함께 동행하여 벨

베데레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도 

Mrs Elsi Hauser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녀들은 일년에 두 번씩 친목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

다.  

Elsi Hauser 와 Margrith Hunger 

피르스트 워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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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클래식을 즐기는 팬들을 위한 제 4회 

알프스 클래식 콘서트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션들

이 2017년 6월 16, 17일에 

벨베데레에서 공연을 합니다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벨베데레 단골 고

객인 Jack Liebeck의 전통적인 콘서트  

 

최고의 역량을 지닌 Jack Liebeck 와 그들의 뮤지션

이 펼칠 올해 최고의 콘서트.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

션들의 아름다운 공연을 즐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최 고의 역량을 지닌 Jack Liebeck 와 그들의 뮤

지션이 펼칠 올해 최고의 콘서트.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션들의 아름다운 공연을 즐길 기회를 놓치지 마

세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Jack Liebeck는 주로 

큰 규모의 유명한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하며, 영화 

OST 작업에 참여합니다. 그가 올해 새로운 앨범을 

발매 하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린델발트에서 클래식 콘서트를 

개최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소중한 꿈이 

올해 6월에 지난 3회의 콘서트에 이어 이뤄집니다. 

이번 행사의 스폰서이신 벨베데레 고객님께  최고급  

 

저녁과 최상급의 클래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프

스 클래식 콘서트의 하이라이트는 모든 콘서트가 끝

난 후, 연주가들과 관객 모두 함께 어우러져 즐거운 

밤을 보내 실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최고의 공연을 완벽하게 즐길 수 있다

고 자부합니다. 소규모로 진행하여 많은 분들이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세계 정상급 콘서트를 경험할 수 있

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기쁨을 표합니다.  

 

프로그램 

 

2017년 6월 16일 금요일  

저녁 9시: 저녁식사 이후,  

 호텔 내에서 콘서트 개최 

 

2017년 6월 17일 토요일 

저녁 6시 30분: 호텔 테라스 또는 라운지에서 아페 

 리티프 (Aperitif) 

저녁 7시 15분: 최고급 3코스 저녁 식사, 저녁 식사  

 후 아티스트와의 만남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호텔 웹사 

 이트를 확인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프스 클래식 콘서트 패키지 

Standard double room 투숙 + 콘서트: 1인당 

468 CHF 부터 콘서트가 개최되는 금요일 또는 토요

일 투숙만 해당되는 상품입니다.  

 

www.belvedere-grindelwald.ch/en/alpine-

classic 

Jack Liebeck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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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델발트에는 매우 특별한 많은  

장소들이 있습니다 

하우저 가족과 공동 호스트의 

가장 좋아하는 장소 
당신이 찾고 있을 또는 찾을만한 장엄한  

경관 또는 신비로운 장소 
 

그린델발트 계곡은 보는 이로 하여금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장소를 자랑합니다. 보는 사람

과 계절에 따라 다양한 감정, 놀라움, 편안함, 따뜻함, 

행복감에 이르기 까지 다양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설에서, Urs-B. Hauser는 그의 가장 좋아

하는 2개의 장소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버크 (Burg) 

위에 있습니다. 버크는 호텔에서 볼 수 있는 산으로 

Bussalp (부스알프) 뒤쪽에 위치합니다. 호텔에서 뷰

를 보면 오직 산악인들만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맞을 지도 모릅니다. 엄지손가락처럼 보이는 

정상에 닿기 위해서는 좋은 등산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뒤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정상과 같은 높이의 

대지가 옆에 있습니다. 소들이 풀을 뜯고 있기도 합

니다.  

 

이 독특하고 아름다운 뷰포인트는 Bussalp에서, 

Bachalpsee (바흐알프) 또는 Faulhorn (파울호른) 

방향에서 걸어서 이동 가능합니다. 위에 올라서면 

Wetterhorn (베터호른 ) 에서 Schreckhorn (슈렉호

른), Finsteraarhorn (핀스터아르호른), Eiger (아이

거), Mönch (묀히), Jungfrau (융프라우), Breithorn 

(브라이트호른), Schilthorn (쉴트호른), Gspalten-

horn (그슈팔텐호른) 등의 다른 산으로 이어지는 알

프스의 전체 파노라마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서쪽 

눈높이에는 Schynige Platte (쉬니게 플라테)와 그

린델발트에서 빌더스빌까지 뻗어있는 전체 골짜기가 

여러분의 발 아래 놓이게 됩니다.   

 

두 번째 장소는 수목한계선 바로 밑의 아이거 입니

다. 그 길은 «Bonern» 이라고 불리며 빙하 협곡에서 

가파르게 올라가며, 수목한계선의 Alpiglen을 가로

지르거나 아이거를 넘어 Eiger glacier(아이거 글래 

시어)역 까지 길이 있습니다. 빙하 협곡의 가파른 경

사의 끝에는 대부분 작은 오두막이 있습니다. Bo-

nern Hut 으로 불리며, 자신의 생각을 빼앗기고 자연

과 산의 거대한 에너지에 완전히 빠져드는 신비로운 

숲에 있습니다. 

 

Alpiglen 의 길은 길고 가파른 내리막을 겪지 않았

다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반면에 오르막은 빙하 협

곡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항상 이 멋진 하이

킹을 이른 아침에 시작하여 Alpiglen 산 레스토랑에

서 맛있는 아침식사를 즐깁니다. 빙하 협곡에서 시작

해 빙하가 녹아 파리로 옮겨진 대지로 오르게 됩니

다. 이 곳의 몇몇 철고리가 지난 과거를 알게 합니다.  

 
이 대지에서 당신은 마을과 첫 번째 지역의 황홀한 

광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대지의 끝에서 lower 

Grindelwald glacier, 그리고 Fiescherhörnern의 인

상적인 뷰를 볼 수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채석이 진행되는 그린델발트의 

오래된 대리석 채석장이 있습니다. 그린델발트의 대

리석은 매우 매력적이며 베른의 의회는 다른 지역들

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지 이후의 오르

막은 가팔라서 숨을 고르기 위해서거나 감탄할 많은 

것들이 있어 천천히 갈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길의 왼쪽, 오른쪽 풍경은 거칠고 인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신기하게 형성된 암석과 햇빛을 받지 못

하는 식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환상적인 하

이킹이며, 특히 이른 아침에 대자연이 군림하는 특별

한 세계를 경험할 드문 기회입니다. 

그린델발트의 그리세샤이데크와 아이거 경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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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델발트는 더욱 매력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역뉴스 
선택의 폭이 커진 액티비티 선택범위 

 

피르스트와 멘리헨 지역에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들이 대규모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봄 융프

라우 철도는 기존에 있던 것에 추가적으로 피르스트

부터 슈렉펠트까지 글라이더를 만들고 있습니다. 피

르스트 레스토랑 뒤에 있는 클리프 워크는 일년 내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겨울 스노우보더들을 공

략할 또 하나는 유럽에서 가장 큰 하프 파이프 중 하

나인 Bärgelegg 스키 리프트 뒤 쪽에 위치한 Fun 

Park 입니다. 멘리헨 지역에는 또 새로운 활동들이 많

습니다. 

 

피 르스트 지역의 관광객들을 위한 활동의 선택

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이킹 지역 

(여름과 겨울) 외에도 다른 명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

다. 예를 들어, First 레스토랑 뒤에 위치하고 바위를 

마주하고 있는 클리프워크는 슈렉펠트까지 닿을 수 

있는 짚라인, 슈렉펠트에서 보트까지 재밌는 하강을 

할 수 있는 마운틴 카트가 있고 마지막으로 계곡으로 

하강할 수 있는 트로이트 바이크가 있습니다. 플라이

어의 수요가 높아지고 대기 줄이 길어지면서 융프라

우 철도는 플라이어 바로 옆에 «글라이더»를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최첨단문물보단 조용하고 평화로운 

것을 추구하시나요? 이 또한 전혀 문제 없습니다. 피

르스트 지역에서는 풍요로움을 제공합니다. 예로 슈

바흐츠호른에서 약간의 운과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

면 마르모트와 샤모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래 내

용은 하이킹에 대한 특별한 제안들입니다. 

 

멘리헨 지역에 테마열차가 신설됐습니다. 실비아

와 하우저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상품으로 top역에서 

출발하여 이 열차는 멘리헨 꼭대기 까지 여러분들을 

데려다 줍니다. 7월 이 후 멘리헨 놀이터를 방문하는 

어린이들은 거대한 소와 슬라이더들을 발견할 수 있

습니다. 또한 3개의 바퀴로 구성된 썰매인 «Summer 

Gemel»을 타고 홀렌슈타인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www.summergemel.com 를 참

고해주세요.) 

 

 

벨베데레에서 제공하는 스페셜 액티비티들을 즐겨보

세요. 

 

• «아이거, 묀히 그리고 첫 번째 모험» 패키지 

벨베데레에서 2박과 케이블카 까지 올라갈 수 있

는 «피르스트 어드벤쳐 카드», 피르스트 플라이어

에서 제공하는 골짜기 하강, 산악카트, 트로티바이

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멘리헨 지역을 위한 다른 패키지 «아이거, 묀히 그

리고 멘리헨»  

벨베데레에서 2박과 멘리헨 리프트 까지 왕복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www.belvedere-grindelwald.ch/ko/제공/그린델발

트에서-보내는-여름 

멘리헨 로얄워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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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썰매 

사
진

: 
M

ä
n
n
lic

h
e
n
b
a
h
n

 

https://www.summergemel.com/
https://www.belvedere-grindelwald.ch/ko/제공/그린델발트에서-보내는-여름/
https://www.belvedere-grindelwald.ch/ko/제공/그린델발트에서-보내는-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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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름 가족휴가 

벨베데레의 오랜 전통  
만 11세 이하의 어린이는 무료로 숙박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 여름 3~9인의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패밀리

룸과 스위트객실들이 어린이와. 같이 투숙하는 고객

님들의 2017년 여름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만 11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부모님의 객실에서 같이 숙박하거

나 패밀리 스위트에서 숙박(조식포함) 할 수 있습니

다. 

 

이 번 여름 동안 2명이상의 어른이 숙박하는 일

반 객실과 스위트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언제나 그

랬듯이 할인은 어렵습니다. 반드시 직접 저희 호텔로 

예약하고 미리 말씀 해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해변 휴양지와는 달리 가족들과 산에서의 휴식은 

다양한 할 거리들이 많습니다. 여기 몇 가지 가능한 

활동들을 살펴보세요. 

 

• 절벽걷기, 마르모트에 대해 알아보기 

• 아드레날린을 증폭시키는Schreckfeld 로의 첫 비행 또

는 글라이더 

• 스피드광들을 위한 슈렉펠트에서 보트까지 산악카트 

• 보트 계곡을 향한 트로이티바이크 라이딩 

• 여름 핑스텍에서 운영하는 마운틴코스터  

www.pfingstegg.ch 

• 멘리헨의 다양한 테마의 길 www.maennlichen.ch 

• Bort 에 위치한 크고 다양한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 

• 스포츠센터 내 실내 로프파크 또는 융프라우파크 인터

라켄(비오는 날에 좋습니다.) 

• 그린델발트, 빌더스빌, 인터라켄 실외또는 실내 테니스 

• 그린델발트에 위치한 골프장( 9개의 홀과 골프연습장

이 갖춰진), 미니골프장과 운터젠에 위치한 최고의 18

홀 골프장 

• 어린이를 위한 썸머 키즈 프로그램 

• 그로스샤이덱에서 브리엔츠까지 흥미로운 바이크투어  

 

www.belvedere-grindelwald.ch/ko/그린델발트에서의-

가족-휴가 

패밀리 스위트룸의 분리된 어린이객실 

피르스트 글라이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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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fingstegg.ch/index.php/en/
http://www.maennlichen.ch/en/families.html
https://www.belvedere-grindelwald.ch/ko/그린델발트에서의-가족-휴가/
https://www.belvedere-grindelwald.ch/ko/그린델발트에서의-가족-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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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델발트 거주자인 카타리나 발머의  

매혹적인 책 

«빙하가 아직 얼음이었을 때» 
융프라우 지역의 그때와 지금 

 

그린델발트에서 자라온 카타리나 발머는 그린델발트

의 빙하지역 개발에 대하여 아주 흥미롭고 유익한 책

을 저술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지금»은 과거 150년

이 넘는 세월 동안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에 대해 

분명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독일어로 써진 이 책은 호

텔 리셉션에서도 역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아 래의 내용은 Urs-B하우저가 약간의 수정을 

하여 카타리나 발머의 책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그린델발트의 빙하 – 매력과 위협 

 

그린델발트 빙하 

상부의 역사는 여

러 진보와 퇴각 중 

하나입니다. 19세

기 중반 최대 범위

를 기록 한 후 

1850년대 말부터 

그린델발트의 빙

하 상부는 빠른 속

도로 녹아갔고 

1880년까지 많은 

양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관광명소로 남

았고 1880년대 약

간 증가한 후 

1911년과 1923

년대 사이에 또 

하나의 큰 발달이 일어난 것으로 기록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같은 기간 동안 하단의 빙하가 훨

씬 빠른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1 차 세계 대전 중 상단 빙하가 하루 평균 40 센티

미터 증가한 때가있었습니다. 이 앞서나가는 발전 속

도는 방문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빙하 전문가를 끌어 

들였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에게 단순한 관광거리였

지만 계곡 주민에 대한 불안감의 근원이었습니다. 지

역 신문 인 «The Grindelwald Echo»에 실린 많은 

기사들은 그린 델 발트 주민들이 상류 빙하의 멈추지 

않는 성장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린 델 발트 

시의회의 회의록

은 급성장하는 

얼음덩이들의 위

협에 대한 증언

을 담고 있습니

다. 빙하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

은 기록들을 살

펴보면 주민들이 

빙하의 성장에 

대해 걱정할 권

리가 있었다. 

 

 

 

 

1918년: 앞서가던 빙하와 넘어진 나무에 의해 관

광객들의 막사가 파괴됐다. 

 

1920년 3월 17일: 앞서가던 빙하는 뤼치네강을 지

나 Milchbachweg 다리를 파괴했다. 

 

다행히 더 나쁜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상부 

빙하의 성장 속도는 느려졌고 1920년대 중반 더 느

려졌습니다. 얼음덩어리가 녹으면서 1949년에 빙하

를 둘러싼 빙하를 계속 감상 할 수 있도록 760개의 

계단이 바위 꼭대기에 지어졌어야 했습니다. 

 

1960년대 초반, 약 35년동안의 침체 동안 상단의 

빙하는 갑자기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하여 밀히바흐 

샬레 아래의 얼음 동굴이 재건됐습니다. 1980년대 

말, 성장단계는 끝났고 1990년대부터 빠른 속도로 

얼음이 급속도로 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빙하는 년당 약 평균 50미터씩 침체되고 많은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1885년경의 그린델발트 빙하위쪽... 

그리고 2000년 경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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