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ALIOS EQUESTRIAN CLUB



바람같이 빠르고,

영원히 죽지 않는 神馬

그리스 신화에서 아킬레우스의 전차를 끌던 신마(神馬), 

발리오스가 대한민국 단 하나의 프리미엄 승마클럽으로 

당신을 찾아갑니다.



BALIOS EQUESTRIAN CLUB
당신의 삶을 더욱 힘차고 아름답게

완성시켜줄 단 하나의 프리미엄 승마클럽,

발리오스로 초대합니다.



발리오스 승마클럽은 각 분야의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만들었습니다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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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윈튼 _Chief Consultant

전 오스트리아 승마 국가대표 선수, 코치, 총 

관리자를 역임한 그는 CIS Five Star KL 그랑

프리 대회와 FEI 월드컵 점핑 파이널 등 국제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40년 이상의 경험을 쌓은 

승마 전문가로 이번 발리오스 승마클럽 컨설팅

의 총책임을 맡았다. 

티모시 코트 _Architect 

세계 승마장 건축 디자인을 선도하고 있는 

건축가로 2000년 시드니,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국제 승마 경기장을 디자인했으며 2015년 한국 

최고의 승마장 발리오스를 디자인하였다.

올리버 호버그 _Footing Consultant  

FEI 월드컵 점핑 파이널과 메이저 세계 대회의 

Footing System을 설계한 그는 이번 발리오스 

승마 클럽의 Footing System을 국내 유일의 

방식으로 기획하고 설계하였다.

발리오스 승마클럽이 이제 대한민국 

승마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갑니다.

BALIOS Equestrian Club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림픽 종목 중 유일하게 동물과 함께 하는 

스포츠인 승마는 생명이 있는 말과 사람이 교감하며, 서로 조화를 이루었을 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운동

으로서, 신체적 발달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는 매력적인 생활체육입니다. 승마는 이제 

특정층의 고급 레저라는 과거 인식에서 벗어나,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레포츠의 하나로써 대중에게 친근

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불과 18세의 나이로 국가대표 선수를 시작한 이래, 저는 지난 40년간 국내 승마 발전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은퇴 후 30여 년의 시간이 지났고 승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의 승마문화는 

선진국에 비해 그 수준이나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승마를 사랑하는 승마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체육계를 선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꿈꾸던 숙원사업의 첫 발을 2015년 내딛게 되었습니다. 

서해안 천혜의 자연경관 속에 자리 잡은 BALIOS Equestrian Club은 현존하는 국내 승마장의 시설을 뛰어넘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함께 국제승마연맹 기준의‘Five Star 그랑프리 국제 대회’를 열 수 있는 규모의 승마장으로, 

좋은 환경에 목말랐던 승마인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것입니다. 

또한 세계 승마대회 기준 마장마술-Dressage, 장애물-Show Jumping, 종합마술-Three Day Event, 마상체조 

-Vaulting 등을 가능하게 할 승마장으로, 한국을 빛낼 세계적인 승마선수들을 육성하고 배출시킴으로써 국내 

승마문화가 지금의 골프처럼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단순한 레포츠에서 벗어나, 삶의 가치를 완성시킬 단 하나의 프리미엄 승마클럽. BALIOS Equestrian Club이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airman Message

Chairman



세계적인 승마장 건축가의 

유니크한 디자인을 경험하세요

발리오스 승마클럽은 세계적으로 승마장 건축 디자인을 선도하고 있는 건축가 

티모시 코트(Timothy Court)의 디자인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세련된 유럽형 외부 디자인과 모든 동선이 정교하게 하나로 이어지는 

클럽하우스, 마방, 실내외 경기장은 클럽을 이용하는 모든 승마인들의 편리함과 

세련된 품격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국제규격 야외 경기장 

국제마술연맹이 인정한 5성급 경기(Five Star 그랑프리)가 가능하며, 시원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말과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완벽한 승마 환경을 제공합니다. (규격 : 91m x 52m)

제 2 야외 경기장

사방으로 마방 창문이 보이는 매우 아름다운 경기장으로 초보자를 위한 공간입니다. 

국제규격 실내 경기장

국내 최대 규모의 실내 경기장으로써 국제규격에 맞게 디자인된 실내 경기장은 계절과 날씨에 

상관없이 언제나 편안하고 쾌적한 최적의 승마 환경을 제공합니다. (규격 : 72m x 36m) 

제 2 실내 경기장 

전천후로 워밍업 및 연습을 할 수 있는 경기 규격 크기의 실내 경기장입니다. 

마방

발리오스의 마방은 최첨단 시설로 말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워킹머신

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 수준의 운동 공간입니다. 

외승코스

밝은 햇살과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말과 함께 즐기는 외승코스는 

승마인에게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드립니다. 

클럽하우스

특급호텔 수준의 럭셔리한 부대시설을 갖춘 회원 편의공간입니다.

Balios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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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e Star 그랑프리 국제 대회를 열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야외 경기장, 

당신에게 특별한 라이딩 경험을 선사합니다

•국제규격 야외 경기장

국제승마연맹 기준의‘Five Star 그랑프리 국제 대회’를 열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91m x 52m )의 

야외 경기장은 시원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말과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완벽한 승마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최적의 라이딩을 선사할 스마트 풋팅 시스템은 당신의 질주 본능을 되살려드릴 것입니다. 

•제 2 야외 경기장 

세련된 디자인의 발리오스 승마클럽 건축물에 둘러싸인 제 2 야외 경기장은 말과 함께 

설레는 한걸음 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초심자를 위한 아름다운 야외 경기장입니다.

따사로운 햇살, 상쾌한 바람, 스마트 풋팅 시스템의 완벽한 조합이 선사하는 

최고의 라이딩을 경험해 보십시오.  

Outdoor Arena

10      11

제 2 야외 경기장 제 2 야외 경기장 국제규격 야외 경기장



어떤 날씨, 어떤 계절에도 

쾌적한 실내 경기장에서 말과 교감하는 

행복한 시간을 누리십시오

•국제규격 실내 경기장

국제경기를 펼칠 수 있는 국제규격 ( 72m x 36m )의 실내 경기장은 계절과 날씨에 상관없이 

언제나 일정한 온도와 습도로 편안하고 쾌적한 최상의 라이딩을 약속합니다. 

또한 발리오스만의 자동화된 살수 시스템은 바닥의 규사가 항상 적당한 수분감과 쿠션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어 말들과 승마인의 안전한 라이딩을 도와드립니다. 

•제 2 실내 경기장 
안락한 실내 분위기 속에서 계절과 날씨에 상관없이 말과 함께 호흡하고 

운동할 수 있는 제 2 실내 경기장은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 언제나 편안하고 

쾌적한 최고의 승마 환경을 제공합니다.

Indoor Ar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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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실내 경기장국제규격 실내 경기장 경기장 관중석



발리오스의 마방은 최고의 말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하는 

스마트한 시스템의 최첨단 공간입니다 

•발리오스 마방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자랑하는 발리오스 승마클럽은 총 108개의 마방이‘ㄷ’자로 장대하게 펼쳐지며, 스마트한 

시스템이 압축되어 있는 최첨단 공간입니다. 마필 관리사의 동선을 배려해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도와줄‘마분 

자동 흡입 시스템’과 마필 관리사의 손을 거치지 않아도 말들이 필요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급수량 자동 

검측 시스템’, 또한 샤워 후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주는‘적외선 건조기’등 마사에 설치된 발리오스 승마클럽만의 

스마트 시스템은 최고의 명마들이 최상의 라이딩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Stables of BAL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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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건조기마방 창문 마방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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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살수 시스템은 경기장 바닥을 

항상 일정한 수분을 유지시켜줍니다

•자동 살수 시스템(Rain Rail) 

실내 경기장의 자동 살수 시스템은 일정하고 균일한 수분을 경기장 바닥 전체에 공급하여

언제나 바닥의 수분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말들과 승마인의 쾌적하고 안전한 라이딩을 실현시킵니다. 

Hi-Tech System

•Ebb & Flow 시스템

파도가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형성되는 젖은 모래는 최고의 라이딩을 선사합니다.

Ebb & Flow 시스템은 마장의 규사에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해 항상 균일한 수분을 유지시키고 모래를 단단하게 만들어 

최상의 라이딩을 구현하는 시스템입니다. 밀물과 썰물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마장 전체를 방수하고 물을 공급하는 

장치를 규사 하부에 설치합니다. 일반적인 스프링클러 시스템과는 차별화된 것으로 국내에는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Hi-Tech System

Ebb & Flow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수분감과 쿠션감은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T-110mm 규사

T-15mm 왕사

T-40mm 고무매트

T-60mm 왕사

T-1.5mm 쉬트방수

D100mm 유공관

T-200mm 쇄적다짐

지반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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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오스만의 최첨단 하이테크 시스템, 

세계 최고의 시설이라 자부합니다

•급수량 자동 검측 시스템

각 마방에 마필 전용 식수를 자동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각 마필이 얼마나 물을 

마셨는지 측정이 가능하여 말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독일에서 온 분야별(마장마술, 장애물 등) 전문 트레이너 및 관리사 상주

•최고 등급의 Master Farrier를 받은 장제사 상주

•분기별 유럽 수의사 및 치과의사 초청 말 건강 상태 점검

• 세계적인 음향장비 및 설계로 간섭 없는 깨끗한 사운드 시스템 구현

Hi-Tech System

단 하나의 마분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마분 자동 흡입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듭니다

•마분 자동 흡입 시스템

각 마방마다 설치된 흡입구를 통해 마분을 자동으로 흡입하는 첨단 진공 시스템으로 마분을 멀리 옮기지 

않고도 각 마방에서 마분 처리가 가능하므로 항상 위생적이고 청결한 마방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Hi-Tech System

마분 자동 흡입 시스템

급수량 자동 검측 시스템분야별 전문 트레이너 Master Farrier 장제사



워킹머신은 말들이 언제나 

최적의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게 합니다

•워킹머신

말은 운동량이 많은 동물로서 말의 건강과 체력은 적당한 운동량에 달려있습니다.

발리오스 승마클럽은 독일에서 직수입한 Kraft Horse Walker사의 최첨단 시스템을 통해

마필의 건강 상태와 활동량을 측정해 최적의 운동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Walking Machine

20      21

싱그러운 숲길을 말과 함께 거닐며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만드십시오 

•외승코스 

숲 속을 자유롭게 거닐며 자연의 길 위에서 말과 행복한 교감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말 산책로는 싱그러운 나무가 가득한 숲길 위에서 아름다운 발리오스 승마클럽 건축물을 

내려다보며 말과의 즐거운 시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Outdoor Riding Course

발리오스 외승코스



독일에서 온 혈통 있는 명마들은

발리오스의 자존심이자 얼굴입니다 

발리오스 승마클럽이 보유한 명마들은 발리오스 승마클럽의 품격을 대변하는 자존심입니다.

수 십년 경력을 가진 말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직접 독일에서 꼼꼼하게 고른 우수한 혈통의 명마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위상에 맞는 최고의 마필 관리사, 코치, 시설을 통해 최상의 라이딩을 선사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Horses of BAL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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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격 승마문화를 완성할 럭셔리한 

클럽하우스는 휴식의 격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Club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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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상담실 및 기승 대기 라운지

코치와의 상담도, 잠깐의 대기 시간도 가장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고급스럽고 안락한 라운지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레스토랑

호텔 수준의 최고급 식사를 즐기실 수 있는 레스토랑에

서는 시원하게 펼쳐진 통유리창을 통해 실내 경기장의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실  

승마를 위한 다양한 교육은 물론, 세미나, 비즈니스 회의를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 강의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VIP 전용 지정 라커  

VIP를 위한 전용 라커가 마련되어 있어 언제든 편하게 

환복 하실 수 있도록 마련하였으며, 특히 부츠 라커는 

각 라커마다 설치된 자동환기 시스템이 항상 쾌적한 내

부 상태를 유지합니다.

체력단련실(GYM) 

승마 중 회원들의 부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승마 전에 

워밍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리오스 GYM에는 첨단 

피트니스 운동기기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 라운지

고급스럽고 격조 있는 분위기에서 월드 챔피언 바텐더가 

승마인 여러분의 친목도모와 휴식을 위한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VIP 연회장  

VIP 회원만을 위한 프라이빗 한 연회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완전히 개방되는 폴딩도어를 통해 연회장 안에서 연회를 즐김과 

동시에 실내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경기를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승마용품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승마샵,

BALIOS Saddle & Style입니다

Saddle & Style

클럽하우스 내에 위치한 BALIOS Saddle & Style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수많은 승마용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명품 승마샵으로 다양한 종류의 디자인을 직접 체험하며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곳입니다. 영국 왕실과 미국 대통령가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브랜드들과 독점 계약하여, 격이 다른 

하이엔드 승마용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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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IOS EQUESTRIAN CLUB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해창리 256-2

031-373-8254

baliosequestri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