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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 유산인 융프라우(Jungfrau) 지역에 위치한, 기멜발트 마운틴 

호스텔(Mountain Hostel Gimmelwald)은 첫인상부터 매혹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모여드는 이곳은, 하루의 짧은 휴식이나 몇 주일동안 휴가를 즐기기에도 

알맞은 장소입니다. 바로 문 앞에서 여러 하이킹 코스로 진입할 수 있으며, 

패러글라이딩, 급류타기, 비아페라타 등과 같은 야외 활동을 즐기기 위한 

베이스캠프로도 최적의 장소입니다. 호스텔을 찾아오는 고객들의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교적이고, 재미있으며, 타인에 대한 존중심을 가진, 그러면서도 

알프스가 선사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사진작가들의 꿈인, 기멜발트(Gimmelwald)는, 한 번 찾아보면 그 명성을 

실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호스텔이 마련한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은 영원히 기억될 

추억과 친구를 만들어드릴 것입니다. 저녁에는 여행객들이 모여서 카드놀이나 

게임을 하거나, 기타와 피아노 연주 또는 낮에 하이킹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친숙한 얼굴들이 매년 찾아오며, 이곳의 절경에 넋을 잃은 

새로운 여행객들은 산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테라스에 나란히 앉아 맥주를 

마시는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마운틴 호스텔은 여러분의 여행에 

하이라이트이자, 잊지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곧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 

자동차로 찾아가기: 

인터라겐(Interlaken) 방향으로 가다가, 라우터브루넨(Lauterbrunnen) 방향으로 

– 스테첼베르크(Stechelberg)의 쉴트호른반(Schilthornbahn) 케이블카로 

오십시오. 케이블카 정거장에 자동차를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기차로 찾아가기: 

베른(Bern)이나 루체른(Luzern)에서 인터라겐 오스트(Interlaken Ost), 

라우터브루넨(Lauterbrunnen)으로 가는 기차를 타십시오. 그곳에서 내리셔서 

쉴트호른반 케이블카로 가는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숙박시설은 알프스의 산과 자연에 둘러싸여 있으며, 기차나 자동차로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호스텔을 찾아오는 고객들의 유형을 보면 이렇습니다. – 

사교적이고, 재미있으며, 타인에 대한 존중심을 가진, 그러면서도 알프스가 



선사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 

 

배낭여행객들께도 편안하고 특색있는 분위기와 함께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해 

드립니다. 자체 취사를 하실 수 있는 주방과 공용 거실, 레스토랑, 당구대,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절경을 조망하실 수 있는, 

소박하고 편안한 객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도착시간 24시간 전에 예약을 취소하시는 경우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첫날 숙박비의 100%가 부과됩니다. 



 

개인용 객실이 아닌, 기숙사형 숙소임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에 약간 소란할 

수도 있습니다. 

 

남성용 또는 여성용 숙소를 선택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커플로 여행하시는 경우, 

혼숙실에 묵으실 수도 있습니다. 혼숙실에는 더블베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2개의 

침대가 나란히 붙어 있으며, 함께 여행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커플이나 연인들을 위함입니다.)!  

 

어린이와 함께 여행하시는 경우, 가족실을 제공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할인 혜택은 없지만, 미리 연락을 주시면, 가족이 지내시기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멜발트에는 케이블카를 이용해서만 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운행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확인하십시오(스케줄은 웹사이트(www.sbb.ch)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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