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INDELWALD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따뜻한 집 
  
웅장한 아이거 노스 페이스 (Eiger North Face)의 매혹적인 경치는 그린 델 발트 
(Grindelwald)를 스키어, 비 스키어, 등산객 및 모험가와 함께 확고한 인기를 얻습니다 
 
겨울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키를 즐길 수 있으며 탁월한 경치가 펼쳐집니다. 
당신은 결코 여러 가지 다양한 활강 코스에 심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Kleine 
Scheidegg 와 Männlichen 은 초보자, 중간체 또는 전문가를위한 슬로프를 제공합니다. 
융프라우 스키 지역의 3 개의 장엄한 봉우리가 항상 보입니다. 
Velogemel-Ride 를 시도하거나 재미있는 썰매를 타지 마세요. 
 
따뜻한 달 동안 그린 델 발트는 자전거 타는 사람, 골퍼, 파라 글라이더, 모험가 및 
등산객을위한 놀이터로 변신하며 알프스의 여름 휴가철에 완벽한 곳입니다. 
 
융프라우 요크 (Jungfraujoch)라고도 불리는 세계 유산 유네스코 사이트 인 유럽 정상 (Top of 
Europe)을 방문하는 것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입니다. 
 
취리히 (Zürich), 제네바 (Geneva) 및 바젤 물 하우스 (Basel Mulhouse) 공항은 약 2 시간 
운전 거리에 있습니다. 
1 년 내내 알파인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십시오! 
 
우리는 그린 델 발트 (Grindelwald)의 심장부에 위치한 샬레 카브 (CARVO)에 2 개의 침실을 
갖춘 훌륭하게 가구가 비치 된 3 개의 아파트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일년 내내 폭포와 하얀 
눈 덮인 봉우리들로 둘러싸인 고요한 위치의 BÄRBACH 라는 완전히 분리 된 샬레 
 
원한다면 추가 비용을 내고 쇼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현지 상점, 조제 식품점 및 
와인 상인들의 식기류가있는 찬장과 냉장고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허스키 자전거 타기 나 썰매 타기와 같은 더 많은 아드레날린을 청구해야하는 경우 
소유주에게 간단히 물어보십시오. 
 
우리의 특별 서비스를 확인하십시오. 
 
 
 
아파트 카빙 
위치 
샬레 CARVE 는 그린 델 발트 (Grindelwald) 마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있어 손님께서는 도시 
곳곳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샬레 CARVE 는 자체 취사 기준으로 제공되므로 그린 델 발트의 
멋진 카페 및 레스토랑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스스로 요리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크기 
우리는 최신 알프스 세련된 믹스와 3 개의 새로운 2 베드룸 아파트를 제공합니다. 아파트는 
편안하게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2 개는 서로 옆에있는 정원 아파트입니다. 세 번째 층은 
산책로가있는 전용 발코니가있는 1 층에 있습니다. 단체 또는 큰 가족을 위해 예약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아파트 
샬레 CARVE 는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낍니다. 전통적으로 따뜻한 목재로 덮는 겉옷, 암소 가죽 
깔개, 아늑한 쿠션 및 액세서리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 고풍스러운 느낌은 아파트의 조용하고 
편안한 느낌을 보완합니다. 아파트는 멋진 전망을 제공하며 객실은 밝은 빛으로 가득합니다. 



  
먹기 
개방형 주방과 식사 공간은 편리함을 염두에두고 설계되었습니다. 휴가를 위해 도착하기 
전에 귀하의 요청에 따라 완비 된 주방을 완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 번화 한 리조트에서 바, 
상점 및 레스토랑에 쉽게 접근 할 수있어 결코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혜택 
샬레는 케이블 TV, 무료 Wi-Fi, 도서 및 장난감과 게임 등 즐겁게 지내기 위해 갖추고 
있습니다. 샬레 CARVE 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스키 룸은 스키 부팅 용 히터를 제공하며 
자전거를위한 대형 지하 주차장을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우리의 전기 자동차 충전기 또는 
세탁실은 추가 비용 요청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객실 
샬레 CARVE 는 2 개의 침실에서 최대 5 명까지 숙박 가능합니다. 
 
침실 1 
킹 사이즈 침대 
 
침실 2 
3 개의 싱글 침대; 이 방에는 서로 옆에 2 개의 싱글 침대가 있으며, 벽 위에는 2 개의 싱글 
침대가 있으며, 약간의 단계 사다리가 있습니다. 
 
화장실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대형 유리 샤워 실. 
 
 

• •시설 

• • 자체	취사 

• • 남쪽	방향의	테라스	또는	정원 

• • 케이블 TV, 무료WiFi,서적 및 게임 

• •잘 갖춰진 부엌(유도,전자렌지,오븐) 
• •부츠 히터가있는 공용 스키 룸 
• •지하 주차장 
• •지하실에서 각 층으로 들어 올립니다. 
• •세탁 시설 
• •자동차 충전 지점 
• •쇼핑 서비스 
• •허스키 어드벤처 

 
 

리뷰 
Chalet 은 새로운 빌드이므로 Apartment CARVE 에 대한 리뷰가 없습니다. 
 
 
키즈 
아이들은 대환영입니다. 주니어 스키어들은 액션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아이들의 스키 
레슨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눈이 내릴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단 2 분 거리에 있습니다. 
작은 여행객을 위해 요청시 높은 의자와 여행용 침대와 같은 필수 장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 
샬레 BÄRBACH 오래된, 분리, 기이 한 전형적인 스위스 알프 휴일 피정입니다. 시골에 
위치하여 자연 환경과 그 평화로움을 즐길 수 있습니다. Chalet Bärbach 는 자체 취사 
기준으로 제공되므로 인근 지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아름다운 카페와 레스토랑을 
즐기거나 스스로 요리하십시오.그린 델 발트 (Grindelwald)에서 4km 떨어져 있습니다. 
기차역은 도보로 5 분 거리에 있습니다. 
샬레는 언덕 위에 있습니다. 마지막 100m 는 가파르고 좁습니다. 샬레 (Chalet) 또는 언덕 
아래쪽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샬레의 크기 
샬레는 약 80㎡ 알파인 스타일의 침실 2 개를 제공합니다. 샬레는 6 명까지 편안히 쉬실 수 
있습니다 (침대 겸용 소파 포함). 욕실 중 하나가 욕실이 있습니다. 
 
샬레 
샬레 BÄRBACH 는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낍니다. 전통적으로 따뜻한 목재로 덮는 겉옷, 암소 
가죽 깔개, 아늑한 쿠션 및 액세서리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 고산 지대는 조용하고 편안한 
산의 느낌을 보완합니다. 샬레 (Chalet)는 멋진 전망을 제공하며 객실은 밝은 빛으로 
가득합니다. 
 
 
먹기 
주방과 식사 공간은 편리함을 염두에두고 설계되었습니다. 휴가를 위해 도착하기 전에 
장비가 잘 갖추어 진 작은 주방은 요청시 완비 될 수 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아늑한 통나무 불을 즐겨보십시오. 
 
혜택 
샬레는 케이블 TV, 무료 Wi-Fi, 도서 및 장난감과 게임 등 즐겁게 지내기 위해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BBQ 와 세탁 시설도 있습니다. 정원은 개인 공간이며 라운지 코너, 일광욕 
침대 및 트램폴린을 제공합니다. 오래된 자전거는 무료로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객실 
샬레 BÄRBACH 는 각각 2 인 3 실 6 명까지 숙박 가능합니다. 
 
침실 1 
소형 더블 침대 
 
침실 2 
싱글 침대 2 개; 스위트 욕실. 
 
방 3 
편안한 소파 베드 
 
욕실 1 
욕조, 화장실 
 
욕실 2 
샤워, 화장실 
 
 
시설 



• 자체 취사 
• 아름다운 전망이있는 맑은 테라스와 정원/바베큐/트램폴린/라운지 코너 
• 케이블 TV,무료WIFI,서적 및 게임 
• 잘 갖춰진 부엌(오븐,유리 세라믹 호브,식기 세척기) 
• 충분한 주차 공간 
• 벽난로 
• 세탁시설 
• 기차역에서 도보로 7분(2정거장에서 그린 델 발트까지) 
• 쇼핑 서비스 
• 허스키 어드벤처 

 
리뷰 

우리는 완전히 만족 한 손님 보고서 만 받았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이 
아이들은 대환영입니다. 작은 여행객을 위해 요청시 높은 의자와 여행용 침대와 같은 필수 
장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