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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델 발트에서 보내는
완벽한 홀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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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친

애하는 벨베데레 투숙객들

께
11월 중순부터 내려친 폭설과 사
나운 날씨와 함께 긴 겨울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겨
울 하우저 가족과 팀원은 특히 손
님 수가 증가한 것에 기쁘게 여겼
습니다. 이제 다양한 색상의 고산
식물이 눈을 즐겁게 합니다. 하얀
색 산들과 울창한 푸른 초원으로
덮인 계곡을 지니고 있는 이곳 그
린델발트의 봄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근처와 멀리서 온 손님들
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 산들의 여름은 겨울만큼이
나, 혹은 겨울보다 더 많은 즐거움
을 제공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산에서의 상쾌
한 공기 속에서 운동하는 것은 선
베드에 누워 시간을 보내는 것 보
다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긴 무
더운 여름을 위한 사전예약이 이
미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우
만족스러운 연말재정결과를 기대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더 많은
호텔 내 리노베이션을 계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모든 수익은 우리 고객
들의 복지와 편안함을 위해 재투
자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획된
추가 공사는 소음을 유발할 것으
로 예상되어, 저희 호텔 측은 10월
말부터 12월중순까지 다시 문을
닫게 됩니다.

올해 여름에는 저희 딸 캐롤이
리셉션과 예약부서를 맡아서 고객
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9월 중순부
터 그녀는 로잔에 있는 세계적으
로 유명한 호텔 경영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의 수업을 위해 학교로
돌아갈 것입니다. 올 여름, 필립은
라디슨 호텔 그룹에서 가치 있는
새로운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 여
동생 수잔의 자녀들도 베른 세인
트 갤런대학에서 학업 중에 있습
니다.

지난 몇 달동안 온 가족은 다가
오는 가을에 예정된 리노베이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아직 예산문제와 기간
내 진행할 사항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올
해 가을뉴스에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좋은 소식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V- 케이블 웨이의 건설
이 올 여름 초에 시작될 예정이라
는 것입니다. 이 건설로 인하여 새
로운 10인승 곤돌라가 2019~
2020년의 겨울에 메넬리첸에서
운행 될 예정이며, 이동시간이 30
분에서 19분으로 단축됩니다. 1년
뒤에 아이거빙하로 가는 3S경로
(28개의 좌석을 보유한 44개의 곤
돌라)가 오픈될 예정으로, 이동시
간이 불과 15분으로 단축될 것입
니다. 이용가능 인원이 시간당

900명에서 4'100명으로 증가하
여, 메넬리첸에 대한 대기시간과
긴 대기행렬은 옛날 얘기가 될 것
입니다. 앞으로도 스키지역에 더
많은 개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치 저처럼 Kleine Scheidegg
까지 편안하게 이동하는 것을 선
호한다면, 그린델발트역에서도 여
전히 기차는 탈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좀 더 매력적인 선
택지가 될 예정으로, 이유는 인터
라켄에서 오는 스키어들은 더 이
상 그곳에서 열차를 갈아타지 않
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젝
트의 투자비용은 대략 4억7천만
스위스 프랑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와 지방 호텔기업에서도 필요한
자금에 접근하지 못한 상황에서
융프라우 철도가 필요한 재정자원
을 마련하여 우리는 매우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 모든 좋은 소식들을 고려할
때, 아름다운 마을에 거주하고 있
는 저희와 주민들은 매우 긍정적
인 기분에 사로잡혀 있으며, 하우
저의 3세대는 곧 사업을 인계 받
을 다음 4세대를 기대하고 있습니
다.
저희 가족과 코호스트 모두가
고객님들을 맞이할 생각에 행복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르스 B 하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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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프스 최초호텔 중에 하나이자 그린델발트
에서 최초

A/C = 객실 내 에어컨
현재 객실의 80%, 2019년 이후 100%
이미 발표한 대로, 냉방장치가 현재 객실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2층을 제외한 모든 객실에는 이미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2017년9월에 4층에서 시험기간을
거쳤고, 올 여름에는 전체 시스템에서 가치를 발휘할
예정입니다.

«

정말 에어컨설치가 필요한가요?», 저희 가족들
에게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답은 «전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고객님들이 원하고 계십니다», 고
객 설문조사에 의하면, 더운 나라에서 오신 많은 고
객 분들께는 에어컨의 부재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
는 부분입니다.

건축자 마틴 오트와의 건축현장 방문

그리고 고객 분들의 피드백 덕분에, 하우저가족들
은 이제 왜 에어컨이 호텔에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습
니다. 많은 손님들이 벌레에 물리는 것이 걱정되어
저녁에 창문이나 발코니문을 열기를 꺼려합니다. 또
한, 에어컨에 매우 익숙해져 있어 에어컨이 없다는
것이 매우 불편한 손님들도 계십니다. 또한, 지구온
난화 때문에 너무 더운 날씨로 저녁에도 온도가 내려
가지 않는 날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

1907-2018

벨베데레 호텔의 111주년
하우저 가족과 함께 축하해요
벨베데레 호텔의 111주년 – 축하해 주세요! 한 번의
파티 대신, 하우저 가족은 이 111주년 기념을 111의
테마에 맞추어 1년 내내 작지만 재미있는 이벤트들로
준비하였습니다.

로 시작되어 6월 11일 월요일의 와인과 식사, 6월 15
일 금요일과 16일 토요일의 잭 리베크와 함께 하는
알파인 클래식, 7월 21일 토요일의 살탄 알프호른 악
기 연주까지 이어집니다. 7월 1일 일요일에는 아르헨
티나 이브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11주년 기념 이
벤트의 모든 세부사항은 호텔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
능합니다: www.belvedere-grindelwald.ch/en/111-years

하우저 가족과 함께 축하해 주세요! 모든 가
를 들어, 축제 행사들은 매 달 1일과 11일에 족과 하우저 팀원이 당신이 함께 하길 기대하
열릴 예정입니다. 겨울 시즌의 첫 몇 개의 이벤트들 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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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골 고객분들께서는 여름의 하프보드를 그리워
할 뿐만 아니라 3코스 디너의 가벼운 저녁식사를 선
호한다고 하우저 가족에게 전해왔습니다. 단골 고객
님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3코스 이상의
디너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하우저 가족은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요청으로 돌아온

여름시즌 하프보드
3코스 또는 그 이상으로, 선택은 고객님의 몫
입니다
몇 년 전 여름시즌 하프보드 는 수요부족으로 폐지되
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객분들 – 특히 단골 고객분
들 – 께서 하프보드 폐지가 된 것을 아쉬워하셨습니
다. 따라서, 저희는 다시 한번 하프보드를 시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테슬라건, 전기자동차건 상관 없습니다

벨베데레에도 테슬라 충전소
가 생겼습니다
가을부터 3개의 충전소가 이용 중에 있습니다
테슬라와의 협업을 통해, 호텔 앞의 주차장에 3개의
충전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충전소에서는 테슬라 뿐
만이 아니라 다른 타입의 전기자동차도 충전이 가능
합니다.

하프보드 = 셰프의 일일 추천메뉴에서의 3코스. 추
가 코스도 코스당 CHF 10에 주문 가능합니다. 3 코
스는 CHF 69 대신 CHF 60에 제공되며, 3번 이상 저
녁을 드신 분에게는 CHF 40에 제공됩니다. 따라서,
장기 투숙객에게 이점입니다.
조건
• 3번 이상 저녁을 드신 분들에게만 제공되는
CHF 40 프로모션은 객실 예약 시 하프보드가 미
리 예약되어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

체크인하실 때 하프보드를 요청하시는 고객 분들
께서는 모든 날짜에 CHF 60을 지불하셔야 하며,
하프보드 요청은 아무리 늦어도 체크인까지는 해
주셔야 합니다.

습니다. 전원 공급 기구에서 새로운 전기선을 주차장
까지 끌어 지하에 설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의
금속공이 금속 기둥과 보호용 후드를 제조하여 모든
유닛이 시멘트칠까지 완료되었습니다.
BMW i3 를 렌트하세요. 2018년 여름부터, 벨베데
레 투숙객들은 전기자동차 BMW i3을 1일당 단
CHF 50에 렌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
나 예약을 위해서는 리셉션을 찾아 주세요.

테

사진: bmw.com

슬라를 이용하여 벨베데레에 도착하시는 고객
분들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하우저 가족은 고객
분들께 필요한 충전소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
다. 여러 곳의 제공기관과 컨택한 결과, 호텔을 위해
서는 테슬라가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이 명확해졌
올 여름 벨베데레에서 전기차 BMW i3 을 렌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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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벨베데레 뉴스
레노베이션 요약

S

uitePad SuitePad는 정보파일과 같은 낡은 정
보 시스템을 대체합니다. SuitePad의 이점을 말씀 드
리자면: 첫 번째, 공간을 적게 차지합니다. 두 번째,
최첨단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 넓은 선의 범위를 제
공합니다. 이 타블렛에서 모든 정보를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텔의 정보와, 그린델발트
액티비티의 영업시간이나 정보 등을 확인 가능합
니다. 객실 내에서 런치, 디너 테이블 예약이나 마사
지 예약을 하실 수도 있으며, 룸서비스까지 주문 가
능합니다. 하우저 가족은 이 SuitePad 로 고객님의
벨베데레에서의 투숙이 좀 더 쾌적해질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SuitePad · 이제 벨베데레의 객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Fitness room 물리치료사 Marco Willems 가 모던
한 피트니스 룸을 준비했습니다. Marco와의 합의로
인해 이제 호텔의 투숙객들이무료로 피트니스 룸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피트니스 룸은 300M
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장기 투숙 할인 벨베데레에서 3박 이상 투숙하시고
두 배 이상의 이익을 챙겨 가세요. 객실의 고정요금
이 1인 1박당 CHF 20 씩 할인되었으며, 하프보드를
예약하실 경우 이전 가격인 CHF 54 대신 CHF 40의
가격에 3코스 디너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와 산악자전거 이번 여름부터, 투숙객들
을 위해 산악자전거와 전기자전거가 준비될 예정입
니다. 전기자전거는 대여가 가능하며, 산악자전거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진: Jungfrau Region Tourismus

고객님들께서 흥미로워하실 만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객실 내의 최첨단 정보 기기, 전기자전거와 산악자전
거,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벨베데레 손님들을 위한
모던한 피트니스 룸, 3박 이상 투숙 고객을 위한 하프
보드 숙박가격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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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르스트 곤돌라가 더 이상 봄에 운영을 중단하지
않고 필요한 수리와 관리를 위하여 10월 말에만 잠시
중단된다는 것은 봄과 가을에 그린델발트를 방문할
여행객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중대한 V-Cableway 프로젝트가 녹색신호를
받았습니다

사진: Jungfrau Railways

의심의 여지도 없이 요 근래의 가장 좋은 소식은 저희
마을에서 가장 높은 투자금액을 부른 4억 7천만 스위
스 프랑의 V-Cableway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V-Cableway는 메넬리첸까지의 낡
은 곤돌라 리프트를 대신하고 아이거 빙하까지의 새
로운 3S 리프트를 건설할 것입니다.

융

아이거 빙하로 향하는 3S 리프트

새로운 메넬리첸 곤돌라

사진: Jungfrau Region Tourismus

2개의 리프트에 더하여 스키구간에서의 많은 개선
이 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 더 중
요한 것은 인공설 제조 기계가 크게 업그레이드될 예
정입니다. 인공설 제조 기계 업그레이드로 인해, 적
정온도라면 48시간 이내로 모든 스키구간이 스키어
들에게 준비될 것입니다.

사진: Jungfrau Railways

프라우 레일웨이는 이후 몇 년동안에 4억 5천
만 스위스 프랑에 달하는 높은 금액을 투자할 예정입
니다. 이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www.jungfrau.ch/engb/corporate/v-cableway-project/project

피르스트 클리프 워크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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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에서 Bar로

이제는 Bar 에서 Hermindo
를 찾아 보세요
누이의 발자취를 따라서
거의 7 년 동안 Belvedere에서 근무한 Hermindo
Sebastian은 바(Bar) 업무와 칵테일 믹싱에 대한 열
정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누이 알리나 (Alina)는 레스
토랑에서 바(Bar)로 변경한 후 업무 책임자였던 것을
보면, 아마도 가족의 피가 흐르나 봅니다.

H

ermindo가Bar로 옮기고 싶다고 보스인 Sonya에게 말했을 때, Sonya는 반가워 했습니다. Bar에
서 일하기 위하여, Hermindo 는 그의 조국인 스페인
에서 2개월의 바키핑 (Barkeeping) 코스를 완료하고

돌아온걸 환영해요

Ilka Wälti가 서비스팀에 돌
아왔습니다
네번째 컴백
Ilka가 벨베데레의 레스토랑에서 처음 일을 시작한 것
이 벌써 19년이 되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2001년,
2002년, 2006/2007년 겨울에도 그녀는 서비스 매니
저 맡았었습니다. 출산휴가를 끝마치고 돌아온 서비스
매니저로는 Annlo, Sonya, Alina 를 뒤이어 네 번째
입니다. 저희 레스토랑의 서비스에 손님들이 계속 만
족을 표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Hermindo Sebastian

좋은 아이디어와 귀중한 경험을 간직한 채 열정적으
로 돌아왔습니다. 겨울 동안 그는 칵테일을 만들면서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고, 다가올 여름에는 저녁에 테
라스에서 식사하실 손님들을 담당하게 될 기대에 차
있습니다.

보았고, 이 둘은 커플이 되어 지금은 Jael과 Linus라
는 멋진 두 자녀를 둔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었습니
다.
여름부터 두 자녀가 모두 학교를 다닐 예정으로,
Ilka는 업무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하우저 가족과 Sonya Martinelli는 벨베데레
레스토랑팀에 그녀가 돌아와서 매우 기쁩니다.

독

하지만 그때의 리셉셔니스트이자 현재 어시스턴트
매니저인 Simon Wälti는 Ilka의 재능을 빠르게 알아

사진: Familie Wälti, private

일의 먼 북쪽에서 온Ilka Kilikowski가
1999/2000년에 벨베데레에 합류하게 되었을 때는,
그린델발트가 그녀의 새로운 고향이 될 거라고는 그
녀도 몰랐겠죠.

Ilka, Simon, Jael & Linus Wä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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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에서 가을까지의 모든 이벤트

이벤트 캘린더, 2018년 여름
모두를 위한 이벤트

2

사진: Jungfrau Region Tourismus

매년 그린델발트와 융프라우는 여름 동안 여러 가지
의 스포츠와 문화이벤트를 제공합니다. 더 많은 정보
를 위해서는 www.grindelwald.ch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메넬리첸에서의 전통적인 민속의상 페스티벌

018년 여름의 이벤트들입니다:
•

6월
살제쉬 에서 온 마티어 가족과 함께 하는 벨베데레
호텔에서의 와인과 식사: 2018년 6월 11일
• 대지미술 (LandArt) 페스티벌: 2018년 6월 11일
부터 16일까지, www.landart-grindelwald.ch/en

메넬리첸에서의 전통적인 민속의상 페스티벌:
2018년 7월 29일

사진: Simon Wälti

•

LandArt Festival 2016

8월
• 스위스 국경일 기념: 2018년 8월 1일
• 아이거 자전거 챌린지: 2018년 8월 11일부터 12
일까지, www.eigerbike.ch/en
• 인페르노 트라이애슬론: 2018년 8월 17일부터 18
일까지, www.inferno.ch/en
• 파머스 선데이: 2018년 8월 26일
9월
• 융프라우 마라톤: 2018년 9월 7일부터 8일까지,
www.jungfrau-marathon.ch/en
• 그로세 샤이덱의 알파인 치즈 페스티벌: 2018년 9
월 15일

알파인 클래식: 잭 리베크과 함께 하는 벨베데레
호텔에서의 클래식 콘서트: 2018년 6월 15일 &
16일: www.belvedere-grindelwald.ch/en/alpine-classic
• 메널리첸에서의 전통적인 민속의상 페스티벌:
2018년 6월 24일
사진: Bergschaft Scheidegg

•

7월
•
•
•
•
•

바흐라게(Bachläger) 의 요들 페스티벌: 2018년 7
월 1일
그린델발트 요들 클럽과 함께 하는 알파인 예배:
2018년 7월 6일, 핑슈텍
아이거 록 페스티벌: 2018년 7월 6일
아이거 포크 페스티벌: 2018년 7월 7일
아이거 울트라 트레일: 2018년 7월 13일부터 15
일까지, www.eigerultratrail.ch/en

그로세 샤이덱의 알파인 치즈 페스티벌

10월
• 컨츄리 나이트: 2018년 10월 6일,
www.countrynight-grindelwald.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