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auville
도빌, 휴양지 그 이상...



DEAUVILLE

150년의 역사를 가진 이상적인 해변 휴양지

습 지대와 모래 언덕 위에 자리한 도빌
의 도시 역사는 남자 네 명의 상상력에 
의해 시작되었다. 나폴레옹 3세의 이복 
동생이자 파리 사교계에서 명성이 자
자 했던, 오귀스트 드 모르니(Auguste 
de Morny) 공작은 그의 친구 올리프 박
사와 투루빌(Trouville)에서 휴가를 보
내던 중 인근 습 지대를 눈 여겨 보게 
되었다. 두 사람은 은행가 도농, 건축
가 브레니와 함께 파리에 가깝게 위치
한 « 최고의 해변 휴양지 »를 만들고자 
했다. 바다와 평야 사이에 자리한 도빌
은 1860년부터 1864년까지 무려 4년 
동안 모래 작업을 거친 뒤 최고급 별장
과, 경마장, 항구, 파리 행 기차 노선까
지 갖춘 도시로 변모했다. 독창적이며, 
비대칭적이고 화려한 온갖 건축 양식
이 동원된 도빌은 오늘날 건축 문화 유
산 보호 지구로 보존되었으며, 매년 수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최고의 휴
양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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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제2제정 시대의 몰락 이후 시장 데지레 르 
옥(Désiré le Hoc)은 도빌 카지노 & 호텔 협
회 회장 외젠 코르뉘쉐(Eugène Cornuché)
의 도움으로 휴양지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
왔다. 카지노와 화려한 노르망디 호텔과 로
얄 호텔을 건립했다. 

1923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광란의 20년대’를 보
내던 파리 상류층들은 1923년에 지어진 유
명한 도빌의 나무 보도(Planches) 위로 몰
려들었다. 도빌-클리르퐁텐 경마장(1928)
과 공항(1931)이 그 후 건축되었으며, 27홀
을 갖춘 세 번째 고급 골프장, 호텔 뒤 골프
(1929)가 문을 열었다.  

1960
도빌은 레저 시설, 녹지 공간 조성과 함께 해
안가를 개발하고, 온천 테라피 센터와 해수 
수영장(1966)을 지었으며, 두 번째 정박지를 
선보였다(1972). 여름철 휴양지로 각광 받던 
도빌은 연중 내내 찾고 싶은 휴양지가 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새로운 미래를 꿈꾸
며, 1975년 제1회 미국 영화제를 개최했고, 
이러한 행사 유치 계획은 지금까지도 도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992
비즈니스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건설한 도
빌 국제 센터((C.I.D)의 해수면 아래 지어진 
강당은 1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매년 
굵직한 국제적인 행사를 열고 있다. 

1996
년부터 매년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는 도빌
은 아티스트와 창작가들에게 영감을 제공
하는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부활절 음악제
(1996), 아시아 영화제(1999), 도서 & 음악
제(2001), 8월 음악제(2004), 플랑쉬 사진전
(2009), 프랑쉬 콩탁트(Planche(s) Contact), 
사진 축제(2010)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선
보인다. 

2010
수 십 년간 지역 경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온 경마 산업을 위해 도빌은 2010년부터 훈
련과 경기, 승마를 할 수 있는 국제 승마 대
회를 열었다.   

주요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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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향한 열정 
말은 도시 건설 역사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해변을 조성
한 모르니 공작도 교회보다도 먼저 경마장을 건설했다. 1928
년, 경기 횟수 증대로 두 번째 경마장인 도빌-클레르퐁텐 경
마장이 문을 열었다. 현재 도빌에서는 두 곳의 경마장과 국제 
승마 대회를 통해 다채로운 말 관련 행사가 열린다.  주요 대
회를 비롯한 다양한 경기, 계절에 상관없이 연간 300마리(여
름 600마리)의 말을 수용할 수 있는 훈련 센터, 세계적으로 유
명한 하릅말 경매시장, 국제 폴로 선수권 대회, 장애물, 조련 
승마 대회 및 인근 지역의 75곳의 종마 사육장 등을 경험 해 
볼 수 있는 도빌은 수많은 이들이 찾는 말을 위한 국제적인 도
시이다.  
www.deauvillecheval.com

오늘날 도빌은 가장 손꼽히는 해변 휴양지이
자 비즈니스 관광지이다. 영속적 매력 향상을 
위한 활발한 연구와 함께 도시는 관광 경제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건
축 문화 유산의 보존 및 평가, 항구 중심 대규
모 도시 재정비 산업인 투크 반도 재건, 생활
과 문화 장소로 변모한 성프란체스코회 수도
회의 재건, 승마 산업 중심지로서 입지를 다
지게 해준 국제 승마 독합 단지 조성, 미래 사
업을 위한 공간 크리액티브 플레이스(CreAc-
tive Place) 건설, 활발한 행사 정책 등이 있
다. www.deauville.fr

도빌, 세계를 향해 문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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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 행사: 
점핑, 조련, 호스-볼

도빌은 2010년 국제 승마 대회를 개최 한 후 승마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행사를 독점적으로 
기획하는 도시가 되었다: 점핑, 조련, 패독 폴로, 호
스-볼...등 순수하게 말을 사랑하는 아마추어 선수
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기수들까지 선수들까지 경기 
관람을 위해 도빌을 찾는다. 
www.pole-international-cheval.com

1887년부터 말 경매로 유명해진 도빌은 현재 세계 최고의 순종 말 거래 시장으로 꼽
힌다. ‘Made in France’에 매료된 전 세계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이 매년 8월에 열리는 
하릅말(약 18개월의 말) 경매를 위해 도빌을 찾는다. 이 경매를 통해서는 영국산 순종
마도 만나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번식용 암말과 망아지, 훈련마 등을 거래하는 경매가 
연중 다양하게 열린다. 
www.arqana.com / www.arqana-trot.com

76

루시앙 바리에르 도빌 폴로 컵
(Lucien Barrière Deauville Polo Cup)

1907년, 도빌-라 투크(Deauville-La 
Touques) 경마장의 클럽에서 시작된 폴로 경
기와 1950년 처음으로 열린 골든 컵과 더불
어, 도빌은 폴로를 대표하는 도시로 자리매김 
했다. 매년 8월에 열리는 대회에는 전 세계 최
고 선수들이 참가하여, 숨막힐 듯 멋진 볼거
리를 제공한다.   
www.polodedeauville.com

말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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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도빌-라 투크

(Deauville-La Touques) 경마장 
도빌-라 투크 경마장에서는 매년 8월 국제 경기
를 비롯한 평지 경주가 열린다. 독특한 매력을 지
닌 건축미로 특히 유명한 경마장은 전 세계 애호
가들과 전문가들을 매료시킨다. 뿐만 아니라 편
안한 가족 단위의 나들이 장소로도 각광 받고 있
다. 경기가 열리는 달은 1월, 3월, 7월, 8월, 10
월, 12월이다.   
www.france-galop.com

도빌-클레르퐁텐
(Deauville-Clairefontaine) 경마장 

속보 경주, 평지 경주, 장애물 뛰어넘기 등 다양한 
종목이 펼쳐지는 경마장은 찾는 관중을 열광시킨
다. 결승선을 향해 경쟁하는 말과 기수, 마부들은 
잊을 수 없는 볼거리를 제공한다! 가이드 관광, 입
문 코스, 테마 데이, 어린이를 위한 행사와 같은 프
로그램도 구비되어 있다. 경기는 7월, 8월, 10월
에 열린다.  
www.hippodrome-deauville-clairefontaine.com

9헥타르에 달하는 면적에 조성된 승마, 스
포츠와 레저 활동이 가능한 승마 전용 공원
인 국제 승마 복합 단지이다. 완벽하게 구
비된 내부 시설에서는 연중 대 규모 행사와 
승마 센터, 포니-클럽의 수업이 열린다. 국
제 승마 복합 단지는 학생 그룹이나 아마추
어, 전문가들을 위한 훈련, 세미나, 시합 장
소로도 이상적인 장소로 평가 받고 있다.  
www.pole-international-cheval.com

국제 승마 복합 단지
(Pôle International du cheval)

여기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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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도시 탄생부터 도빌은 경마, 폴로경기, 말 경매로 
유명했을 뿐 아니라 작가, 화가, 사진가, 영화가들
을 매혹 시켰고, 거리 화가와 인상파들 또한 바다, 
빛, 도시의 분위기에서 고갈되지 않는 영감을 얻
었다. 회화, 풍자화, 문학, 사진 작품에서도 도빌
의 역사가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창의적인 정신
을 기반으로 오늘날 도빌은 발견과 나눔, 배움에
서 앞서가는 열린 문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DEAUV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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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미국 영화제
(Festival du Cinéma Américain)
1975년 시작된 미국 영화제는 도빌에서 열리는 행
사 중 가장 유명한 행사 중 하나이다. 미국 주요 제
작사들의 시사회와 더불어 1995년부터 선보여진 
독립 영화 경쟁부문 시상식으로 진행되는 영화제
는 매년 미국 영화를 유럽에 알리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교류를 촉진하고 논평, 회고전, 
기록 영화, 시리즈 등을 통해 영화의 역사를 기리
는 역할을 하고 있다. 
www.festival-deauville.com

아시아 영화제
(Festival du Film Asiatique)

미국 영화제에 이어 1999년부터 시작된 아시아 영화제 역시 도빌이 한국, 일본, 중
국, 인도 등의 아시아 국가들의 영화 산업을 엿볼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게 해주고 있
다. 오늘날 유럽에서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아시아 영화제인 도빌 아시아 영화제는 
경쟁작, 올해의 파노라마 제작상, 감독상과 신인 감독상 등으로 나뉜다. 도빌 시가 주
최하는 일일 경제 회의처럼 매년 국가 한곳을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3월에 열린다. 
www.deauvilleasia.com

음악 
부활절 축제
(Festival de Pâques)
1996년부터 촉망 받는 신예 
뮤지션들의 만남의 장이 되고 있는 
부활절 축제에서는 Renaud Capuçon, 
Jérôme Pernoo, Jérôme Ducros, 
Nicholas Angelich와 같은 아티스트가 
대거 발굴 되었다. 축제의 이념은 ‘
마음껏 연주하라’이며, 대부분이 
처음으로 무대에 선다. 4월에 열린다.  
www.musiqueadeauville.com

13

재능 있는 젊은 독주자들을 발굴하고 더 많은 음악 연주를 위해 2002년부터 시작된 8월의 음악 
축제는 부활절 축제를 위한 등용문과도 같다. 아카데미와 관저에 속한 15명의 젊은 독주자들이 
바로크 음악을 연주한다. 8월에 열린다. 
www.musiqueadeauville.com

8월 음악제 (Août Mu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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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행사 
도서 & 음악 축제

(Festival Livres & Musiques)

문화의 계절

열린 책 속의 도빌

2004년에 시작된 도서 & 음악 축제는 
도빌 문학 축제의 하이라이트이다. 음악
에서 영감을 얻은 작가에게 영예를 안기
고 매년 다양한 테마를 중심으로 소개
된다. 어린이를 비롯해 모든 연령층에게 
문학을 알리며, 작가들과 교류하고 대화
하며,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도 한다. 즉석에서 만든 작품과 창작물
을 중심으로 낭독회, 회의, 연주회, 토론 
등과 같은 30개의 프로그램이 무료로 선
보여진다. 4월 또는 5월에 열린다. 
www.livresetmusiques.fr

문화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문학은 도빌 문화 행사의 중심이 되고 있다. 매년 도빌에
서는 ‘열린 책 속의 도빌’ 행사를 통해 작가와의 만남, 낭독회, 교사들에 의한 지도 교
육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선보여진다. 10월부터 4월까지이다.
www.deauville.fr

플랑쉬 콩탁트
(Planche(s) Contact)

도빌 시는 2010년부터 사진 역사를 확장
하고자 사진 축제 ‘플랑쉬 콩탁트’를 선보
였다. 유명 사진작가, 신예 작가, 사진 작
가 지망생들은 그들만의 시각에서 도빌을 
소개한다. 축제가 시작되는 주말에는 아마
추어들을 위한 ‘25시’ 사진 대회가 개최된
다. 10월과 11월에 열린다. 
www.deauville-photo.fr

풍부한 문화 행사와 같은 맥락으로 도빌 시
는 매년 10월부터 4월까지 약 15개의 공연
을 다채롭게 선보인다. 실력 있는 신인부터 
유명 아티스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면서도 
이색적인 무용, 연극, 샹송, 재즈 공연이 펼
쳐진다. 10월부터 4월까지 열린다. 
www.deauvill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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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박물관 
수 년 동안 도빌은 빼어난 유적들의 가치
를 인정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해
변, 빌라, 대저택 및 독특한 양식의 건축물 
사이를 걷다 보면 도시가 지닌 거대한 건축 
양식의 다양성을 다시 한번 경험 할 수 있
을 것이다. 건축물의 창의성과 특별함이 빚
어낸 도시의 개성은 마치 열린 박물관을 연
상케 한다. 2005년부터 도빌 시가 보호하
고 있다.  

자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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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빌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운동을 하
거나 놀이를 즐기기에 이상적인 곳이
다. 바다와 육지, 하늘을 배경 삼아 사
계절 내내 다양한 여가 활동을 경험 할 
수 있다. 또한 가깝게 위치한 페이 두
즈(Pays d’Auge)에서도 여유로움과 
스릴을 모두 만끽 할 수 있다.



두 곳의 정박지에 총 1250
개의 계류용 밧줄을 구비한 
도빌은 노르망디 요트의 중
심지이다. 도빌 요트 클럽
과 도빌 요트 학교가 주최
한 100년 넘게 열린 국제 
랠리 대회, 지방, 국내 또는 
국제 보트 경기 등에 참가
한 수많은 선수들의 발자취
가 곳곳에 남아있다. 
 www.dyc14.fr

DEAUV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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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 
모래와 바다에서 태어나다.

도빌의 해변은 2km에 달하는 고
운 모래로 이루어졌다.  플랑쉬, 
바(Le Bar du Soleil), 폼페이 스
타일의 목욕탕과 같은 상징적인 
장소들은 150년 동안 도빌을 찾
게 만드는 이유를 제공한다. 5가
지 색상의 파라솔과 미국 배우들
의 이름이 새겨진 탈의실은 도빌
의 상징으로 자리잡으며 세계적
으로 알려졌다. 도빌의 하늘은 
라울 뒤피와 외젠 부댕의 회화, 
제임스 라시아가 크로키 한 일
상 풍경, 세베르제 형제와 로버
트 카파가 담은 사진 작품, 그리
고 그 외의 많은 작품 속에서 만
나 볼 수 있다. 또한, 도빌에서의 
스포츠는 테니스 클럽에서의 경
기, 바닷물로 채워진 올림픽 수
영장, 요트 산책, 바다 보트 경
기, 긴 해변을 배경으로 한 생동
감 넘치는 승마를 통해 경험 할 
수 있다. 
www.deauvill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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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바다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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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애호가이자 석유 재벌 칼루스트 굴벤키안은 1937년 
17-18세기에 도멘 데 장클로(Domaine des Enclos)에 
지어진 성과 공원을 사들였다. 그는 명상과 휴식을 위한 « 
자신만의 정원 »을 꿈꾸었으며, 성을 허물고 조경 설계가 
Achile Duchêne에게 계획하고 있는 구상을 설계하도록 
했다. 1973년부터 도빌 시의 소유가 된 이 평화로운 안식
처에는 검은 호두나무, 미국 물푸레, 네델란드 참피나무, 
세퀘이아 등과 같은 희귀 식물들이 자라고 있으며, 원래 
주인의 소망대로 매력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다. 7월
과 8월에 오픈 한다. 
www.deauville.fr

산책
칼루스트 굴벤키안

(Calouste Gulbenkian) 공원 

레저와 웰빙 

대여, 강좌, 개인 레슨이 가능하다. 카약, 
쌍동선, 윈드 서핑 등...
www.lasolutionloisirs.
com/normandie.html

해양 스포츠 센터 
바다를 사랑하는 도빌은 올림픽 수영장을 
바닷물로 채웠다. 넓은 올림픽 풀(50m)은 
펌프로 퍼온 28° C로 가열된 물을 사용한
다. 
www.deauville.fr

올림픽 수영장 

« 맞춤형 » 테라피, 치료, 피트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며, 올림픽 수영장과 솔라리움 또한 이
용 가능하다. 도빌 탈라소는 2014년 리노베이
션을 완벽하게 마쳤다.  
www.thalasso-deauville.fr

알고덤(Algotherm) 
탈라소 스파 

해변의 지정된 코스에서 바다 내음을 
느끼며, 조깅과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다. 
www.deauville.fr

스포츠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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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빌 해변에는 19개의 야외 테니스 코트(10 
클레이-코트, 3 퀵 코트, 4 클래식 클레이 코
트, 3 리시소프트)와 트레이닝 월이 구비되
어 있다. 
www.deauville.fr

테니스



노르망디 중심부에 위치하는 도빌은 주변 유명 관광지 여행을 위
한 출발점으로 삼기에 이상적인 장소로 몽 생 미셸과 쉘부르와는 2
시간, 지역 수도인 캉과 루앙, 지베르니와 상륙 해변에서는 1시간 
거리에 위치하는 해변 휴양지이다. 이 지역은 산책로, 정원, 증류
주 제조소, 종마 사육장, 역사 유적지 등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하
다. 자, 이제 방문하는 하는 일만 남았다.  

노르망디 지역 관광청 
Comité Régional du Tourisme 
de Normandie: www.norman-
die-tourisme.fr
칼바도스 지역 관광청 Comité 
Départemental du Tourisme 
du Calvados: www.calvados-

tourisme.fr

도빌과 인근 골프 코스 네 곳은 골퍼들로 붐빈다. 호수에서 벙커까지 프로들을 위한 시
설을 갖춘 코스도 있고, 맑은 공기와 휴식을 찾는 이들을 위한 레저 목적의 코스도 있
다. 스포츠를 즐기는 것과 더불어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운 풍경 역시 빼놓을 수 없다. 
www.deauville.fr

DEAUV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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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 두즈(Le Pays d’Auge)

도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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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그린 & 티(Green & tee)

Honfleur

Trouv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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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에르 드 도빌(Barrière de Deauville) 골프장 
도빌 위쪽으로 플랑쉬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 위치한 도빌 골프장은 
면적 90헥타르 이상의 방대한 규모를 지니는 골프장으로 2곳의 골프 
코스를 구비하고 있다. 1927년 Tom Simpson이 설계한 18홀 코스와 
1964년 Henri Cotton이 설계한 9홀 코스로 이루어진다. 
www.golf-barriere-deauville.com

바리에르 드 생-줄리앙(Barrière de Saint-Julien) 골프장 
1989년 Alain Prat와 Bill Baker가 설계한 보호지역에 위치한 구릉 
코스의 골프장은 드넓고 섬세하게 구불거리는 코스가 속도감을 즐기는 
골퍼들을 만족시킨다.  
www.golf-barriere-saintjulien.com

아미로테(Amirauté) 골프장 
1991년 Bill Baker가 설계한 골프장으로 연못과 넓은 그린이 특징적인 
장소이다. 
www.amiraute.com

도빌 생-가티앙(Deauville Saint-Gatien) 골프장
1988년 Olivier Brizon에 의해 설계된 골프장은 템플 기사단 시대의 
유적을 주변으로 3개의 코스를 제공한다. 
www.golfdeauvil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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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그리고 밤
노을이 지기 시작하면, 도빌은 화려한 불빛을 담는
다. 카지노의 게임 룸과 슬롯머신에서는 스릴을 만
끽 할 수 있으며, 다양한 공연을 관람 할 수 있다. 
도빌의 맛을 담고 있는 다양한 레스토랑 중 한곳에
서 멋진 저녁식사를 한 후 바 또는 디스코텍에서 
화려한 밤을 마감하는 코스도 추천한다. 

*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적절한 음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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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에르 드 도빌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 테이블, 레스토랑을 
갖춘 카지노는 1912년 문을 연 이래 
도빌의 레저 명소로 꼽힌다. 또한, 카
지노에서 운영하는 베르사이유 쁘띠 
트리아농을 재연한 18세기 이탈리안 
풍의 소 극장에서는 내면적인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린다.  
www.lucienbarriere.com

미식 

*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적절한 음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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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망디 최고의 미식

사과, 사과주, 칼바도스, 우유, 생 크림, 까망베르, 퐁 
레베크, 리바로, 버터, 새우, 굴, 도다리, 가리비 조개... 
노르망디에서의 먹거리는 아주 풍부하다! 육지와 바다 
사이에 위치한 도빌은 특별한 지방 미식을 가장 잘 경
험 할 수 있는 곳이다. 
시장: 학교 방학 기간에는 매일, 3월부터 10월까지는 
일요일도 포함해서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아침
이 되면, Place du marché에는 장이 열린다. 
www.deauvill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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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도빌의 상점들은 쇼핑에 관한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
다: 세계적인 브랜드의 패션, 액세서리, 장식품, 꽃 가게, 식료품
점... 외에도 아트 갤러리, 아티스트 아뜰리에, 골동품 점, 벼룩
시장까지 매우 다양하다.  더구나 모든 매장들은 주말에도 오픈 
한다!

15

비즈니스 관광 
파리에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도빌은 반경 2km내에 
2 000개의 객실, 회의센터와 공항을 구비하며, 비즈니스
와 교역을 위한 최적화 된 노르망디의 도시로 꼽히고 있
다. 정치인, 사업가, 문화계 인사, 스포츠 인, 사회 또는 
구호 기관을 비롯해 프랑스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컨
퍼런스, 컨벤션, 축제, 정상 회담, 포럼 등의 행사 참석을 
위해 도빌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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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곳 이상의 매장이 위치한다.



DEAUVILLE

1530

도빌 국제 센터
(Centre International de Deauville)

유리로 된 지붕의 면적 18 000 m2 규모에 리셉션과 행사를 위한 공간(회의, 세
미나, 축제, 공연, 콘서트, 포럼...)을 구비하고 있는 국제 센터는 성공적인 행사 
유치를 위한 인프라 시설을 다양한 공간에 선보인다. 50석부터 4000석까지 마
련되어 있는 대강당, 위원실, 전시관, 살롱-바 등의 공간은 제품 런칭 행사와 프
라이빗 한 갈라 디너 등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 할 수 있다. 
www.congres-deauville.com

크리액티브 플레이스
(CreActive place)

미래를 위한 공간 
www.creactiveplace.eu

토론, 공유, 성찰, 실천을 위한 장
소인 포럼은 주요한 사회, 경제적 
쟁점에서 여성의 비전과 역할을 
고취하고자 하는 취지를 지니며, 
매년 10월 도빌에서 열린다.  
www.womens-forum.com

경제와 사회 여성 포럼 

여기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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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스포츠 

공원

골프

Port de deauville (bassin morny)
Quai de la Marine - F-14800 Deauville
+33 (0)2 31 98 50 40
www.deauville.fr

Port-Deauville – Les Marinas
3 quai des Marchands - F-14800 Deauville
+33 (0)2 31 98 30 01

Deauville Yacht Club
(요트 학교)
Quai de la Marine - F-14800 Deauville
+33 (0)2 31 88 38 19
www.dyc14.fr

Parc Calouste Gulbenkian
교통: 도빌에서 출발 후 
Bénerville-sur-mer (D513) 방
향의 Avenue 
de la République 도로 이용. 교
회가 보이면, 좌회전 후 
« Chemin des Enclos » 
방향으로 이동 
www.deauville.fr

Lais de mer
F-14800 Deauville
www.deauville.fr

Parc de loisirs
RD 27 - F-14800 Deauville
+33 (0)2 31 88 54 49
www.coeurcotefleurie.org 

22페이지 참조

Mont-Canisy 
(역사 유적지, 자연 보호지)
교통: 도빌에서 출발 후 
Bénerville-sur-mer (D513) 방
향의 Avenue 
de la République 도로 이용. 성
당이 보이면, 좌회전 후 
« Le Mont-Canisy » 
방향으로 이동 
www.mont-canisy.org
www.calvados-littoral.fr

Tradart Deauville
(오브제 판매)
Le Galaxy - Route des CréActeurs
BP 60089 – F-14800 Deauville
+33 (0)2 31 88 18 18
www.tradart-deauville.auction.fr

카지노

가이드 투어

경매

Casino Barrière 
Boulevard Cornuché
F-14800 Deauville
+33 (0)2 31 14 31 14 
+33 (0)2 31 98 66 00  (클럽)
www.lucienbarriere.com

역사, 유적지, 영화, 말... 등 
개별 또는 그룹 형태의 다양
한 테마로 진행 가능하다. 

도빌 관광 안내 사무소 
Deauville Tourisme 
112, rue Victor Hugo
F-14800 Deauville
+33 (0)2 31 14 40 02
stephane.langevin@deauville.org
www.deauville.pro

Arqana
(말 매매)
www.arqana.com
www.arqana-trot.com

Artcurial Deauville
(오브제 판매)
www.artcurial-deauville.com
Etablissement Elie-de-Brignac et Salle Kergorlay
32 avenue Hocquart de Turtot
F-14800 Deauville
+33 (0)2 31 81 81 00

문화 관련 장소 승마 관련 장소 

해변

Le Point de Vue
(전시관)
Boulevard de la Mer
F-14800 Deauville
+33 (0)2 31 14 02 02
www.deauville.fr

Théâtre du Casino
2 rue Edmond Blanc 
F-14800 Deauville
+33 (0)2 31 14 31 14 - 
+33 (0)2 31 98 66 00 (Espace Club)
www.lucienbarriere.com

Biblio’tech - Espace Gustave Flaubert
(미디어테크)
Cour du Champ Colette
F-14800 Deauville
+33 (0)2 31 88 79 37

Antenne Biblio’Tech 
(인터넷 서비스)
42 bis rue Albert Fracasse 
(école primaire unité B)
F-14800 Deauville
+33 (0)2 31 98 49 26
www.deauville.fr

Cinémas
Cinéma du Casino Barrière 
2 rue Edmond Blanc
F-14800 Deauville
Cinéma Morny Club 
23 avenue du Général de Gaulle
F-14800 Deauville

Hippodrome 
de Deauville-La Touques
45 avenue Hocquart de Turtot
F-14800 Deauville
+33 (0)2 31 14 20 00
www.france-galop.com

Hippodrome 
de Deauville-Clairefontaine
Route de Clairefontaine
F-14800 Tourgéville (3 km)
+33 (0)2 31 14 69 00
www.hippodrome-deauville
-clairefontaine.com

Pôle International du Cheval
(승마 스포츠와 승마 학교)
14 avenue Ox and Bucks
F-14800 Saint-Arnoult (3 km)
+33 (0)2 31 14 04 04
www.pole-international-cheval.com

Poney club de Deauville
Rue Reynaldo-Hahn
F-14800 Deauville
+33 (0)2 31 98 56 24
www.poneyclubdedeauville.com

Etablissement des bains de mer
(탈의실, 파라솔, 텍체어 대여)
Les Planches - Place Claude Lelouch - 
F-14800 Deauville
+33 (0)2 31 14 02 16
www.deauville.fr

Piscine olympique (해수)
Boulevard de la Mer - F-14800 Deauville
+33 (0)2 31 14 02 17
www.deauville.fr

테니스
Boulevard de la Mer
+33 (0)2 31 98 62 85
www.deauville.fr

Parcours de santé - Skate parc - Aire de jeux
Les lais de mer  - F-14800 Deauville
www.deauville.fr

Deauville Ados Plage 
(청소년 클럽, 7-8월 개장)
Les Planches - F-14800 Deauville
+33 (0)2 31 98 13 94 
+33 (0)2 31 14 02 16
www.deauville.fr

Centre nautique
Promenade Michel d’Ornano
F-14800 Deauville
+33 (0)6 73 70 79 67
www.lasolutionloisirs.com/normandie.html

Thalasso & spa Algotherm Deauville
3 rue Sem - F-14800 Deauville
+33 (0)2 31 87 72 00
www.thalasso-deauville.com

Golf miniature
Boulevard de la mer
F-14800 Deauville
+33 (0)2 31 98 40 56
www.minigolfdeauvil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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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deauville.fr

도빌을 즐기는 방법은 다양하다.  정원으로 가는 해변 나무 판자 산책로를 
걷거나, 제2제정 시대의 화려함과 앵글로-노르만 양식의 황금기와 더불어 
1890년대의 인상적인 건축 양식을 담고 있으며 보존 받고 있는 가치 있는 
건축물들 도보나 자전거로 여유롭게 둘러 볼 수 있다. 해변이나 도심 모두 
가능하다. 
노르망디 중심부에서 골프를 치고, 뒤피(Dufy)에게 영감을 주었던 강가에서 
배를 타거나,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경마, 국제적인 승마 대회 또는 폴로 경
기를 관람해 볼 수 있다. 또한, 이탈리아 풍의 카지노 극장에서 콘서트와 공
연을 관람하고, 신예 사진가와 작가를 발굴하는 시상식에 참여해 보고, 도시 
분위기와 빛에 영감을 받고 있는 예술가들을 만날 수도 있다. 시장을 구경하
거나, 칼바도스 양조장을 둘러보고, 맛있는 지역 특산 요리를 맛보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아니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해변에 누워 여유로움을 즐기
는 것만으로도 도빌을 충분히 만끽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상에서 벗어나 내일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도빌에서만 가능한 다양한 
경험과 새로운 도전을 통해 가져보자. 도빌을 나눈다는 것은 지속 발전 가능
한 관광과 주민들과의 독점적인 교류, 인간적인 관계와 행복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이는 지역을 발견하고, 정체성을 찾고, 끊임없이 새로움과 
다름을 시도한다는 뜻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