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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사자, 고래 등) 및 육상 생물(사슴, 숫양, 
뱀, 토끼, 퓨마)을 그린 벽화가 이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벽화는 바하칼리포르니아 반도 전역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1700년대 스페인 

선교사들에 의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벽화는 
1962년이 되어서야 전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그 이후 고고학자와 연구자들이 점차 이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벽화를 직접 보기 위한  

아마추어 탐험가들의 행렬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라스 마니타스(Las Manitas)의 벽화가 있는 

곳은 고대 유목민들이 제사를 지내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유목민은 스페인 

정복자들이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발견한 

페리큐, 과이큐라, 코치미 부족들의 조상이었을 

것입니다. 기원전 7,000년에 라스 마니타스 

유목민들이 남긴 다양한 유물은 당시의 생활 

방식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곳에서 선사 시대를 경험해보고 싶다면 

버젯(Budget), 페이리스(Payless), 텐 카(Ten 
Car) 등에서 렌터카를 빌리십시오. 탁 트인 

도로를 달리려는 열정과 함께 충분한 양의 물과 

간식을 챙겨가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이 지역에 대한 가이드 투어를 원하는 경우, 

카보 익스피디션(Cabo Expeditions)에서 

제공하는 7시간 투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작하는 이 투어에서는 음료, 
간식을 포함하여 투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제공되며, 투어 일정에는 시에라 드 라 라구나 

생물권 보호구역 안에 위치한 티베트 수도원 

방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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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로운 바닷속 생명체를 예로 든다면,  
아마 큰돌고래를 따라갈 만한 생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능이 높고, 바다에 서식하는  
이 포유동물은 물개, 고래 무리 및 인간과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로스카보스에 위치한 75,000 평방 피트 
규모의 자연 해상 만인 돌핀 디스커버리
(Dolphin Discovery)에서는 야생동물 
애호가들에게 돌고래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산호세 델 카보의 
마리나 푸에르토 로스카보스 내에 있는 돌핀 
디스커버리는 돌고래와 친밀한 교감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은 환경 
보호, 환경 책임 및 해양 동물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강조합니다. 

세 가지 몰입형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은 
자신의 경험을 직접 설계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에는 물에 떠 있는 발판에서 돌고래와 
만나 돌고래 코에 직접 코를 대는 돌고래와의 
키스, 허그, 가벼운 악수가 포함됩니다. 

인카운터(Encounter) 패키지에서는 
돌고래를 쓰다듬고, 몇 가지 묘기를 부리게 
하고, 수신호로 이야기 하며, 포옹할 수 
있습니다.

로열 스윔(Royal Swim) 패키지에서는 
한 쌍의 돌고래가 사람의 발바닥을 밀어 
슈퍼맨처럼 솟아오르게 해줍니다. 

수중 체험을 포함한 스윔 앤드 라이드(Swim 
& Ride)에는 부기 보드를 탄 사람을 돌고래가 
뒤에서 밀어주는 “부기 푸시(Boogie Push)”와 
돌고래와 배를 맞대고 헤엄치는 “벨리 라이드
(Belly Ride)”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패키지는 12월에서 5월까지 운영되며, 
20분 간의 오션 라이더(Ocean Riders) 보트 
타기 프로그램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돌핀 디스커버리(DOLPHIN DISCOVERY)

와일드라이프 어드벤쳐 

글: 도나 L. 로버트슨(Dawna L. Robertson)

글: 소올 사스트르(SOLE SASTRE)

로
스카보스하면 대부분 

바다를 떠올리지만 목장을 

떠올리는데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목장은 오랫동안 

로스카보스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 지역의 건조한 기후에 적합합니다.
 
강건한 성장 
로스카보스에는 사막이 많지만 겨울 기후가  

온난하여 농작물을 키우기에 이상적입니다. 
신선한 제철 농산물에 대한 이 지역 레스토랑의 

수요가 높을 뿐 아니라, 원앤드온리 팔미야

(One&Only Palmilla), 레지던스 엣 솔라즈

(Residences at Solaz), 칠레노 베이 리조트 

앤드 레지던스(Chileno Bay Resort & 
Residences), 하시엔다 비치 클럽 앤드 

레지던스(Hacienda Beach Club & 
Residences) 등 고급 휴가 별장에서도 이러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스카보스가 어떤 곳인지 

알아보기 위해 이곳에 반드시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옛 방식의 말 타기 체험을 시작으로 

로스카보스를 탐험해보십시오. 여러 업체에서 

다양한 지역으로 가이드 투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테라마르(Terramar)에서는 다양한 

말 타기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자세한 

정보는 테라마르 웹 사이트(BookCabo.com)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패키지 상품으로는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길을 따라 말을 타는 코스가 있으며, 사막 투어, 
말 타기+AVT 투어와 이 지역에서 서식하는 

선인장을 포함한 다양한 동식물을 만날 수 

있는 사파리 형식의 오지 트레킹도 제공합니다. 
이곳의 산, 크고 작은 협곡, 사막 및 오지는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선사합니다.
투어는 보통 데킬라 시음으로 마무리 

되는데, 데킬라 시음은 진정한 즐거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다면, 로스카보스의 전원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소규모의 농장 방문 

체험을 추천합니다. 
농장주와 농장주의 가족들이 자신들이 

가꾸는 정원, 밭, 과수원을 직접 안내하며 

투어를 제공합니다. 지속가능한 방식과 

유기농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농장주들이 

살충제, 호르몬제 및 기타 유해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농작물을 기르고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농장 및 목장 

투어가 제공되며, 관광객들은 집에서 만든 

식사, 갓 짜낸 주스, 수제 토틸라 등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파머스 마켓이 생기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플로라 팜즈(Flora Farms)

에서는 지역 농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플로라 팜즈의 

농작물을 플로라 필드 키친(Floras Field 
Kitchen), 플로라 그로서리(Floras Grocery) 및 

지역 주민들이 전부 소비하게 되었으며, 플로라 

팜즈에서는 특정 요일에 농장 투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0여 종의 채소와 허브를 경작하고 

있는 플로라 팜즈는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며, 
최근 한 유명인 커플이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마룬 파이브의 보컬 

아담 리바인과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 베하티 

프린슬루가 지난 2014년 300명의 하객을 

초청하여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형 
중심 도로를 벗어나면 로스카보스의 끝없이 

펼쳐진 산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치즈, 육류에서 증류주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로스카보스의 땅은 먹을 

것을 제공할 뿐 아니라, 바위 지형 및 협곡을 

통해서도 수 많은 볼 거리를 제공합니다. 
이 곳의 역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랜 

세월을 견뎌온 고대 동굴 벽화를 보기 위해 

프랑스나 스페인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시에라 드 라 라구나(Sierra de la Laguna) 
산맥에서는 선사시대의 유적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사람, 바다 생물(물고기, 만타가오리, 

광활한 대지
바하칼리포니아 수르의 

매력은 대형 골프 리조트와 

태평양과 코르테스 해에서의 

낚시뿐 아니라 수많은 별들로 

반짝이는 광활한 하늘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거친  대지의

아름다움
사막에서 피어나는 생명

관광 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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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캄페스트레 산 호세(Club Campestre San José) 
챔피온십 티에서 7,055 야드 거리이며, 깔끔하게 손질된 71 파의 클럽 

캄페스트레 산 호세 코스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550 에이커 규모의  

고급 커뮤니티의 중심에 위치하며 비치 클럽과 소셜 클럽이 있습니다. 
명성이 높은 퀘스트로 골프(Questro Golf)의 일부인 이 18 홀 코스는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했으며 시에나 드 라 라구나 산의 완만하게 경사진 

작은 산을 가로질러 뻗어 있습니다. 산과 바다 사이에 자리잡은  

이 코스에서는 모든 홀에서 근사한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questrogolf.com
골프 운영 디렉터: 세르지오 카스틸로(Sergio Castillo)

>> 디아만테 카보 산 루카스(Diamante Cabo San Lucas) – 엘 카르도날

(El Cardonal) 
타이거 우즈가 처음으로 설계한 18 홀 챔피언십 엘 카르도날은 

디아만테의 유명한 모래언덕 코스(Dunes Course)의 경치를 완성합니다. 
태평양과 소협곡, 무성한 초목, 자연산 모래언덕이 펼쳐지는 드라마틱한 

풍광을 자랑하는 72 파 코스의 거리는 7,363 야드이며, 모래언덕이 

물결처럼 구비구비 펼쳐지는 전반 장거리 9 홀과 경사가 점차 높아지는 

후반 9홀이 특징입니다.
diamantecabosanlucas.com

>> 디아만테 카보 산 루카스 – 모래언덕 코스(Dunes Course) 
아일랜드의 아일랜드 콜프 클럽(Island Golf Club)이 연상되는  

디아만테 카보 산 루카스의 72 파 7,300 야드 모래언덕 코스는  
PGA 투어에서 21번 우승한 데이비스 러브 3세가 설계했습니다.  
이 해변 코스는 18홀로 에메랄드 빛 페어웨이와 태평양의 드라마틱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비평가들의 극찬을 받은 이 코스는 2010년 최고의 

신규 국제 골프 코스(Top New International Golf Course)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4 에이커 규모의 연습 및 퍼포먼스 

센터는 이곳의 자랑입니다. diamantecabosanlucas.com

>> 엘도라도 골프 앤드 비치 클럽(El Dorado Golf & Beach Club) 
세계 최고의 골프 코스 중 하나인 이 코스는 7,322 야드 거리, 72 파로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했습니다. 더 코리더(The Corridor)에 위치한  

이 코스는 다채로운 형태의 협곡이 있는 사막을 배경으로 멋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엘도라도에서의 골프 코스는 골퍼들에게 

놀랍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eldoradogolfandbeachclub.com
수석 프로페셔널: 제시 휠러(Jesse Wheeler)

>> 오아시스 쇼트 코스(Oasis Short Course) 
디아만테 골프(Diamante Golf)를 위해 타이거 우즈가 설계한  

두 번째 코스이자 로스카보스의 첫 번째 3 파 코스인 오아시스 쇼트 

코스는 대표적인 챔피언십 코스 두 개와 10 에이커의 인공 호수 및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디아만테의 1,500 에이커 리조트 커뮤니티에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diamantecabosanlucas.com

>> 팔미야 골프 클럽(Palmilla Golf Club) 
팔미야 골프 클럽은 '로스카보스의 그랜드 데임(Grand Dame of Los 
Cabos)'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7 홀로 구성된 코스와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 이 코스는 잭 니클라우스가 남미 지역에서 첫 번째로 설계한 

코스이기도 합니다. 9홀씩 각각 협곡, 산,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이 코스는 골퍼들을 높이 800 피트의 바하칼리포르니아 수르 사막으로 

안내합니다. 
palmillagc.com
골프 디렉터: 제이슨 볼록(Jason Ballog)

>> 푸에르토 로스카보스 골프 클럽(Puerto Los Cabos Golf Club) 
푸에르토 로스카보스 골프 클럽은 18 홀 복합 코스로 마리나 코스 

(Marina Course)는 잭 니클라우스가, 미션 코스(Mission Course)는  

그레그 노먼이 설계했습니다. 7,461 야드 73 파 코스로 시에라 드 라 

라구나 산을 배경으로 한 완만한 경사의 사막 언덕이 특징적입니다.  
18 홀 코스 모두 코르테스 해, 자연 그대로의 해안선, 리조트 정박지 

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미션 코스에서는 400 피트 이상의 경사 변화가 

있습니다. 페어웨이에 대한 이정표를 세우고 그린을 보호하기 위해 모래가 

측면 위까지 매우 높게 퍼져 있는 고지대 벙커를 활용하도록 설계된 

이 코스는 그레그 노먼의 호주의 전통적인 샌드벨트(Sandbelt)에 대한 

애정을 잘 보여줍니다. 마리나 코스는 잔 물결 모양을 이루는 페어웨이, 
높낮이가 있는 그린, 형태가 만들어진 벙커 등이 특징입니다.  

푸에르토 로스카보스에서는 최종적으로 두 개의 코스, 잭 니클라우스 

설계의 18 홀 퍼블릭 코스와 그레그 노먼 설계의 18홀 프라이빗 코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questrogolf.com
골프 운영 디렉터: 세르지오 카스틸로(Sergio Castillo)

>> 퀘렌시아 골프 클럽(Querencia Golf Club) 
톰 파지오가 설계한 프라이빗 골프 코스인 퀘렌시아는 남미 지역 최고의 

골프 코스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18홀 300 에이커 규모의 이 코스는 

깊은 계곡을 통과하며 건조한 고원 위에 위치합니다. 톰 파지오가 

멕시코에서 처음으로 설계한 이 코스는 골프위크(Golfweek) 잡지에서 

멕시코 최고의 골프 코스로 선정되었습니다. 72 파, 7,070 야드로 조화로운 

코스의 변화와 미묘한 완급 조절이 특징적입니다.
loscabosquerencia.com
수석 프로페셔널: 루크 브로스터하우스(Luke Brosterhous)

>> 퀴비라 골프 클럽 (Quivira Golf Club) 
수년 간의 계획을 통해 완공된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한 퀴비라 골프 

클럽은 2014년 말 개장했습니다. 놀라운 72 파 18 홀 코스의 길이는 
7,139 야드이며 거대한 모래언덕, 바위 절벽, 해변에 펼쳐진 백사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8 홀 전체에서 태평양을 볼 수 있는 이 코스는 

로스카보스 골프 코스 중 가장 많이 바다와 접해 있습니다. 퀴비라 골프 

클럽은 잭 니클라우스가 로스카보스에서 여섯 번째로 설계한 코스입니다. 
quiviragolfclub.com
골프 디렉터: 안토니오 레이난테(Antonio Reynante)

>> 비단타 골프(Vidanta Golf)
산 호세 델 카보에 있는 9 홀 35 파의 비단타 골프 코스에서의 플레이는 

로스카보스에서 가장 즐거운 골프 경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3,153 야드의 이 코스는 세미 플랫 구조이지만 완만하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과 벙커가 있는 난이도가 높은 몇 개의 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987년 소프트 플레이 용으로 설계된 이 골프 

코스의 목적은 원래 이 지역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단타 

골프는 로스카보스에서 가장 오래된 코스이긴 하지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코스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vidantagolf.com
골프 코스 매니저: 사울 부게리오 제페다(Saul Buguerio Zepeda)

태
평양 코르테스 해와 험준한 지형에서 영감을 받은 

로스카보스의 골프 코스는 전설적인 골퍼인  

잭 니클라우스, 톰 파지오, 데이비스 러브 3세,  
그레그 노먼, 타이거 우즈 등이 설계했으며, 가장 

최근에 오픈한 코스로는 디아만테의 엘 카르도날과  

 쿠이비라 골프 클럽(Diamante’s El Cardonal and 
Quivira Golf Club)이 있습니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골프 코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보 델 솔(Cabo del Sol) – 사막 코스 
톰 바이스코프가 개발한 72 파, 7,049 야드 코스는 완만한 경사의 그린, 
고난이도의 경사 변화, 드라마틱한 벙커, 아름다운 오션 뷰 18 홀이 

특징입니다. 경사진 페어웨이가 있는 타겟 스타일 골프 코스의 수많은 

벙커로 인해 골퍼들은 플레이가 결코 만만하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막과 바다의 경치가 어우러져 있고 다양한 식물을 볼 수 있는 

협곡은 이 골프 코스의 멋진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cabodelsol.com
골프 디렉터: 에릭 에반스(Erik Evans)

>> 카보 델 솔(Cabo del Sol) – 오션 코스 
최대 7,049 야드의 이 오션 코스는 험준한 바위와 태양이 빛나는 해안가가 

1마일 이상 펼쳐져 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마지막 세 개 홀에서는  

지금 자신이 골프 코스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신록의 페어웨이와 그린, 부드러운 바다 바람은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한 이 코스에서의 골프 경험을 해변에서의 로맨틱한 

산책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cabodelsol.com 
골프 디렉터: 에릭 에반스(Erik Evans) 

>> 카보 리얼 골프 클럽(Cabo Real Golf Club) 
로버트 트렌트 존스 2세가 설계한 카보 리얼 골프 클럽은 올해로 설립  
20주년이 되었습니다. 3.2 마일의 해안가에 자리한 2,800 에이커 규모의 

리조트 및 레지던스 프로젝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이 71 파 골프 

클럽은 6,848 야드이며 다양한 테마를 제공하는 타겟 스타일 코스입니다.
questrogolf.com
골프 운영 디렉터: 세르지오 카스틸로(Sergio Castillo) 

>> 카보 산 루카스 컨트리 클럽(Cabo San Lucas Country Club) 
이 지역 최초의 골프 코스인 카보 산 루카스 컨트리 클럽에서는  

랜즈 엔드에서 엘 아르코의 환상적인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로이 다이가 설계한 아름다운 72 파 18 홀 코스는 7,237 야드이고  

주변엔 선인장과 다채로운 색의 부겐빌리아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밤 11시까지 여는 야간 골프 

연습장에서 제공하는 “drinking and driving” 입니다.  
cabocountry.com 
골프 프로페셔널: 루이스 랑헬 파로디(Luis Rangel Parrodi) 

>> 칠레노 베이 골프 앤드 비치 클럽(Chileno Bay Golf & Beach Club) 
톰 파지오가 설계한 18 홀, 72 파의 칠레노 베이 골프 클럽은  

최대 7,260 야드의 거리를 제공합니다. 티, 페어웨어, 그린은 주변의 

사막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으며, 모든 홀에서 코르테스 해의 멋진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코스 중앙에는 아름다운 푸른 빛의 담수 호수인 

칠레노 호수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골프 코스는 아름다운 해안가에 

자리잡은 1,200 에이커 규모 리조트인 칠레노 베이(Chileno Bay)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chilenobayclub.com
수석 프로페셔널: 라이언 실버스타인(Ryan Silvers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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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닉 호나셰프스키(NICK HONACHEFSKY)

노
련한 여행자이자 낚시꾼이 

라고 나름 자부했던 저는 

이스트 케이프에서 한 TV 
프로그램을 촬영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수평선 위로 떠 오를 때 

즈음 우리는 부두를 떠나 반 마일 정도 이동한 

후 오징어 지그 장치를 내렸습니다. 놀랍게도 

장치를 내리자마자 무게가 80파운드가 나가는 

흄볼트 오징어와 사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한 시간 후에는 세 마리의 

청새치가 우리의 트롤링 스프레드를 

공격했으며, 놀라운 사실은 이 청새치들이 

부두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날은 라이브 라이닝 미끼로  

전갱이와 돌고래를 낚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 

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경험, 바로 이것이 

로스카보스에서의 낚시입니다.

낚시 포인트

수 많은 바다 생물이 서식하는 로스카보스의 

바다는 무한한 낚시 기회를 제공하는 낚시 

매니아를 위한 천국입니다. 원양 어선에서나 

낚을 수 있는 어종을 해안가에서 불과 5~40
마일 떨어진 근해에서 잡을 수 있는 엘 아르코의 

바다는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새치류 중 청색, 검정색, 그리고 로스카보스 

어업의 중심인 줄무늬  새치 등 세 가지가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무게는 보통 200~500 파운드 

정도 되며 현재까지 포획된 새치 류 중 가장  

큰 것은 1,000 파운드가 넘습니다. 줄무늬 

새치를 잡을 수 있는 날이 두 자리 수가 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인기 있는 또 다른 

어종으로는 돛새치와 주둥이가 넓은 황새치가 

있습니다.
황다랑어는 근해 낚시의 주요 타겟으로, 

대부분 300파운드가 넘습니다. 번개처럼 재빠른 

꼬치삼치와 높이 날 수 있는 돛새치도 빠질 수  

없습니다. 근해 낚시에서는 대형 오징어 

스프레드 바, 삼나무 플러그, 발리후 미끼, 
덩어리로 된 죽은 미끼 등을 사용하여 새치류와 

다랑어를 유인합니다. 피칸테(Picante) 등의  

근해 스포츠 낚시선들은 고르도 뱅크(Gordo  
Banks), 카브릴로 시마운트(Cabrillo Seamount),  
골든 게이트 뱅크(Golden Gate Bank), 45 및  
95 스팟(Spot) 등의 중요 낚시 스팟을 

돌아다닙니다.
카보 산 루카스 연안 낚시는 랜즈 앤드

(Land's End) 끝의 암석 해안가에서부터 

등대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트롤링 루어와 정어리 미끼를 사용한 

움직이는 루어로 전갱이, 도미, 난류 전갱어, 

방어, 가다랑어, 그루퍼를 유혹합니다.  
걸어서 하는 근해 낚시를 하려면 랜즈 엔드의 

연인의 해변(Lover’s Beach)을 지나면 됩니다. 
엘 아르코의 해변에서는 일출 전에 메탈 또는 

서피스 루어를 사용하는 던질낚시로 송어,  
난류 전갱어, 전갱이, 가다랑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스트 케이프 해안을 탐험하는 것은 

영원한 파라다이스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해안가는 개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것으로서, 놀라운 경치를 선사합니다. 

푼타 아레나 해변에서 하루 동안 트롤링 

낚시하게 되면 멋쟁이 지느러미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전갱이(영어로 roosterfish인 

이 물고기는 동물 이름 같습니다)를 낚기 위해 

이 물고기와 씨름하게 될 것입니다. 라이브 

라이닝 정어리를 사용하여 해안가 바위에서 

도미를 낚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경험을 하고 

싶다면, 테라마르(Terramar)의 ATV 사막 및 

해변 탐험(ATV Desert & Beach Expedition) 
프로그램을 통해 이스트 케이프를 탐험하거나  
여러 스팟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던질 낚시로 
50 파운드짜리 전갱이, 돔발 상어, 도미, 심지어 

마히마히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트

앞서 언급한 어종을 낚기 위해 낚시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 로스카보스 

여행에서, 저는 이 지역 어부의 17 피트 낚시 

보트를 이용했습니다. 우리는 농어과의 낚시감 

민물고기를 살아있는 미끼로 사용하는 트롤링 

낚시로 지역 해안에서 송어, 작은 전갱이, 난류 

전갱이를 낚으려고 물고기들과 씨름했습니다. 
단순했지만 저를 미소 짓게 만들었던 네 시간 

동안의 낚시 여행이었습니다. 
19~23 피트 낚시 보트에서의 반나절 

연안 낚시는 오전 7시에서 오후 12시까지 

진행됩니다. 보트 렌트 비용은 높지 않지만, 
근해까지만 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끼, 낚시 도구, 식량 및 장비가 모두 갖춰진  

올 인클루시브 옵션을 원하는 경우, 피칸테

(Picante)와 피스 스포츠피싱(Pisces 
Sportfishing) 등의 업체에서 이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피스 플리트(Pisces Fleet)에서는 에어콘이 

설치된 객실이 있는 1등급 숙박시설의 럭셔리 

스포츠 피싱 배와 최고의 낚시 도구와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루 전세를 통해 20~50 
마일까지 나가서 최고급 낚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피칸테(Picante)는 현재까지 토너먼트를 통해  
4백 6십만 달러를 벌어들였고 지난 20년간  
15번 Top Striped Marlin Release 
Captain 타이틀을 차지한 로스 카보스 낚시 

챔피언입니다.

노인과 
바다

전 세계 낚시 매니아를 위한 명소



글: 로라 젠킨스(Laura Jenkins)
로스카보스와 근교에 있는 작은 도시인 토도스 
산토스를 여행한다면, 이는 마치 한 지역에서  
두 종류의 휴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카보 산 루카스에서 약 한 시간 거리인 토도 
산토스는 가기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 날 때 
버젯이나 페이리스 등에서 렌터카를 빌려 토도스 
산토스에 가보십시오. 

하루 숙박이 가능하다면, 펑키한 분위기의 호텔 
캘리포니아(Hotel California)를 선택하십시오.  
이 호텔에 있는 유명 레스토랑인 라 코로넬라(La 
Coronela)는 현지에서 공급받는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는 요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호텔로는 과이쿠라 부티크 호텔
(Guaycura Boutique Hotel)을 들 수 있습니다. 
주 광장에서 불과 몇 걸음 거리에 위치한 과이쿠라 
부티크 호텔은 편안한 숙박시설과 호화로운 스파를 
제공합니다. 

토도스 산토스는 북미 지역 10대 예술인 마을 
(Top Ten Artists’ Colonies in North America)
로 지정된 바 있으며, 멕시코 관광 장관은  
이 도시를 멕시코의 Pueblos Magicos 즉  
“마법과 같은 도시”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2월에 이 도시를 방문하게 된다면 토토스 산토스 
아트 페스티벌의 일환인 오픈 스튜디오 투어(Open 
Studio Tour)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이러한 예술적인 측면 외에도 토토스 
산토스에는 다른 볼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사 델 쿨트라(Casa de Cultura)에는 인류학과 
지역 역사와 관련한 도서관과 박물관이 있습니다. 
또 다른 랜드마크로는 1733년에 지어진 미션인 
누에스트라 세뇨라 델 필라 데 토도스 산토스
(Nuestra Señora del Pilar de Todos Santos)가 
있습니다. 

야외를 좋아한다면, 바하칼르포르니아 수르의 
서부 해안에 위치한 수영할 수 있는 플라야 
로스 세리토스(Playa Los Cerritos)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토도스 산토스(TODOS SANTOS)

다양한 모습을 지닌 트렌디한 도시

글: 닉 호나셰프스키(NICK HONACHEFSKY)

숭
고하고 나른한 분위기가  
"더 피스(The Peace)"
로 알려진 장소를 감싸고 

있습니다. 바하칼리포르니아 

수르 주의 주도인 라파스는  

 지난 480여 년간 이 지역은 

따뜻하고 인정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예스러운 

매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구 도시인 

라파스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곳만의 특별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에프렌 오랄데 산체스

(artist Efren Olalde Sanchez)가 제작한 

방랑자들을 환영하는 비둘기와 힘찬 고래의 

꼬리를 표현한 동상의 환영을 받게 됩니다. 
라파스는 카보 산 루카스 북쪽으로 99마일에  

위치한 바하칼리포르니아 수르 주 최대의 

도시이기는 하지만, 이 도시는 현대식 

숙박시설과 우아한 근대식 건축물로 최근 에야 
21세기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최근에 들어서야 일어난 것으로, 
이곳에는 여전히 오래된 세계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라파스에 있는 코스타바자 리조트 앤드 

스파(CostaBaja Resort & Spa)에서는 안락한 

숙박시설, 파인 다이닝, 편안한 분위기로 

방문객들을 완벽한 고요함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이 곳은 235개의 식물종, 271개 어종, 32종의 

파충류, 98종의 조류, 31 종의 해산포유류 

(11종은 이 섬에만 존재합니다)로 구성된 

놀라운 생태학적 다양성을 자랑합니다.
에스피리투 산토 최북단에는 바다사자 

무리가 서식하고 있는 유명한 로스 이스로테스 

락(Los Islotes Rock) 다이빙 구역이 있습니다.  
으스스한 바다 동굴은 미스터리를 좋아하는 

모험가들을 유혹합니다. 바다 속 자연의 

무궁무진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스노쿨링을 통해 아름다운 자리돔과 

나비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위풍당당한 회색 흰수염 고래와 

브라이드 고래가 수면 가까이에서 하늘로 

물을 뿜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고래 체험은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항해를 원한다면, 

최대 길이 225 피트의 보트가 수용가능한  
250개의 슬립 스페이스를 보유한 엘 센트로 

(El Centro)의 최신 정박지에서 스포츠 

피싱 전세 보트에 올라타십시오. 스포츠 

피싱 전세선은 보통 반나절 또는 한나절 

프로그램으로 제공되며, 스포츠 피싱을 통해 

여러분의 낚시 기술과 줄무늬 새치, 청색 새치, 
마히마히, 도미, 그루퍼, 전갱이와 씨름할 수 

있는 의지를 시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파 프로그램, 요가 클래스, 다양한 맛의 

향연은 여러분을 궁극적인 행복의 상태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체크인 후에는 밖으로 

나가 깨끗하고 상쾌하며 소금기가 있는 공기를 

마시며 올드 타운 구역에서 벨라스코 가든

(Velasco Gardens)까지 산책해 보십시오. 
멕시코 전통 수공예품 가게를 구경하며  

이 지역의 문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웅장한 

카테드랄 드 누에스트라 세뇨라 드 라파스

(Catedral de Nuestra Señora de la Paz)에 

들러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웨일 뮤지엄(Whale Museum), 
자연사 박물과, 인류학 박물관 등을 들러 

고래의 진화, 페루 인디언의 동굴 예술, 토착 

문화 및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즐거운 저녁을 위해 말레콘(Malecón) 

산책로를 따라 이 도시의 나이트 라이프를 

경험해 보십시오. 가장 좋은 위치에서 

코르테스 해가 진홍색 빛으로 물드는 석양을 

감상하고, 나이트 클럽, 레스토랑, 바, 각종 

제품을 판매하는 가게로 가득한 3마일 길이의 

보드워크를 따라 현대적인 볼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말레콘(Malecón) 산책로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관광객들로 넘쳐납니다. 
멋진 경치와 수면을 붉게 물들이는 석양을 

배경으로 길거리 마술사, 음악가의 공연과 

행상들이 파는 수공예품을 구경하는 현지인과 

관광객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카페에서는 동이 틀 무렵 푸짐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며, 카페에서 제공하는 

멕시코 전통식은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덥다면 팔라파 오두막에 

들러 그늘 밑에서 더위를 식히십시오.  
말레콘은 재의 수요일 전 6일간 개최되는  

이 지역 최대 카니발 퍼레이드의 중심지이도 

합니다. 이 기간 중 제공되는 불꽃놀이, 
퍼레이드, 콘서트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가족 또는 그룹 관광객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볼거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파스의 풍부한 자연 유산은 이곳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무인도이자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에스피리투 산토(Espíritu Santo)는  
"북부의 갈라파고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파스
바하칼리포르니아 수르 주의 

주도인 라파스는  

해변, 공원, 예술 전시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해안 지구 말레콘(Malecón) 
산책로가 가장 유명합니다. 

엘 센트로 정박지에는 물가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긴 부두도 있습니다. 
페리가 승객, 자동차, 캠핑카를 싣고 

코르테스 해를 건너 멕시코 본토와 라파스 

사이를 운행하고 있으므로, 라파스는 바하 

칼리포르니아 반도에서 접근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페리 서비스 외에도 육로를 통한 

접근이 가능하며, 헬리콥터를 이용하는 것도 

이곳의 멋진 전경을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옵션입니다. 어비스타 애비에이션(Avispa 
Aviation) 항공에서는 로스카보스 및 근교 

도시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낚시꾼들은 로스카보스 하면 

동이 틀 때까지 즐기는 파티를 연상하지만, 
라파스는 영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곳으로 

관찰력이 뛰어난 여행자라면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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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 유산인 
에스피리투 산토(ESPÍRITU SANTO)는 
"북부의 갈라파고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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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도나 L. 로버트슨(DAWNA L. ROBERTSON)

이  
세상에서 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아드레날린을 치솟게 해줄 

해상 및 육상스포츠에 눈을 

돌려보십시오. 로스카보스에서는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항해 및 제트 스키

로스카보스에서 선셋 크루즈를 타고 석양을 

바라보며 건배하지 않는 것은 부페에 가서 디저트를 

건너뛰는 것과 같습니다. 해가 질 무렵, 랜즈 앤드의 

하늘은 다양한 색으로 물듭니다.
페즈 가토(Pez Gato) 의 65피트 트로피캣

(Tropicat)은 매끄러운 항해에 잔잔한 재즈 음악을  

더해 근사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전채 요리가  

곁들어진 프리미엄 와인과 칵테일을 제공하는 

인터내셔널 바에서 하루를 완벽하게 마무리하십시오. 
칩과 살사가 제공되는 내셔널 바가 있는 파티 

크루즈도 제공합니다. 
페즈 가토의 카보 마르(Cabo Mar)에는 

피에스타 디너 크루즈를 위한 150석이 제공되어 

승객들은 마가리타를 마시고 타코 부페에서 카르네 

아사다, 양념으로 재운 닭고기, 퀘사딜라, 그릴에 

구운 야채, 콩, 밥, 홈메이드 토틸라, 콰카몰리, 칩, 
살사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카보 세일즈(Cabo Sails) 크루즈는 카보 산 

루카스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인 엘 아르코(El Arco), 
연인의 해변(Lover’s Beach), 메다노 해변(Médano 
Beach), 피니스테라 록키 포인트(Finisterra Rocky 
Point) 등을 항해합니다. VIP 승객은 과일, 채소, 
엄선된 멕시칸식 에피타이저가 함께 제공되는 

프리미엄 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스피드와 스릴을 즐기고 싶다면 

제트 스키를 추천합니다. 제트 스키는 해안가의  

망고 데크(Mango Deck)에서 대여가 가능합니다.
 
고래 보기 체험 
페즈 카토와 카보 세일즈에서도 로스카보스 지역의 

다른 업체들처럼 겨울철 프로그램으로 고래 보기 

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에서 3월까지 수 

백마리의 혹등 고래, 긴 흰수염 고래, 귀신 고래가 

추운 북극에서 따뜻한 태평양 및 코르테스 해로 

이동합니다.
  
스노쿨링 및 다이빙 
전설적인 해저 탐험가인 자크 코스토(Jacques 
Cousteau)가 코르테스 해를 "세계의 수족관"
이라고 칭한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800여 종의 

생물로 가득한 항해 보물 창고와 같은 코르테스 해는 

따뜻한 수온으로 인해 7월 중순부터 11월까지는 

특히 많은 수중생물이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피스 플리트(Pisces Fleet) 전세 고급 요트는 

다양한 수중생물을 볼 수 있는 바다로 다이버들을 

유혹합니다. 
바자 아웃백(Baja Outback), 카보 익스피디션

(Cabo Expeditions) 등에서는 31 평방 미터에 

달하는 자연 그대로의 바다를 탐험하고 싶어하는 

모험가를 위한 투어를 제공합니다. 고래 상어 

수영은 11월부터 4월까지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자연 애호가들에게 47,000 파운드가 넘는 

부드럽고 거대한 생명체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이킹  
바하칼리포르니아 수르의 오지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보람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하이킹으로, 일상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에라 드라 라구나 산맥을 따라 협곡을 지나며 

수 천년 전 토착민들이 걸었던 그 길을 여러분도 

걷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코스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수영장으로, 폭포가 떨어지는 이곳에서 

다이빙하고 수영하면서 땀을 식히고 하이킹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프 로드 
와일드 캐넌(Wild Canyon)에서 ATV 및 UTV를  

통해 진정한 오프 로드를 맛볼 수 있으며 오션 뷰,  
개울, 해변, 협곡, 산을 배경으로 달리게 될 

것입니다. 
오프 로드 중에 세계에서 가장 긴 목재 보행자 

및 ATV 용 출렁 다리인 로스카보스 캐넌 브릿지

(Los Cabos Canyon Bridge)를 만나게 됩니다. 
1,083 피트 높이의 이 다리의 가장 낮은 부분은 

지면에서 164 피트 높이에 있습니다. 두께 2인치의 
No. 5 스웨덴산 강철 케이블이 지지대 역할을 하는 

로스카보스 캐넌 브릿지는 한 번에 50대의 ATV  
또는 3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지상 교통과 로스카보스의 다양한 활동을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테라마르(Terramar)의  

레저 관광 부문인 바하 아웃백(Baja Outback)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인 트랜스카보

(Transcabo)는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 육상 이동 및 

맞춤형 경험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레저 활동의 천국인 이곳의 매력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짚라인 및 번지점프

와일드 캐넌(Wild Canyon)을 통해 여러분은 

유네스코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보카 드 시에라 

(Boca de Sierra) 국립공원에서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할 

최대 2,673 피트 높이의 8가지 시설 중 공원 내 

몬스터 짚라인은 자연 그대로의 암벽등반 벽, 
크레이지 래더, 출렁 다리 및 라펠링 등을 갖추고 

있어 짜릿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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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대부분 바위와 사막으로 

이루어진 이곳은 불모지가 

아닙니다. 로스카보스에 

서식하는 수많은 동식물은 

하이킹, 자전거 타기, 카약 

타기 등의 스포츠 활동을 

더욱 흥미진진한 모험으로 

만들어 줍니다.

와일드 

스피릿
놓칠 수 없는 일생일대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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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라 무뇨즈(SARAH MUÑOZ)

삼
대가 함께 휴가를 

가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가족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여행이 될 수  

 있을까요? 휴가 

장소만 제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가족 

여행을 계획하는 일이 생각보다 쉬워질 

것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휴가, 골프 

여행, 신혼여행객들의 인기 장소인 

로스카보스는 발빠르게 움직여 이제 

그 범위를 가족 여행객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족 

여행객들이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 버추오소 럭스 리포트(Virtuoso 

Luxe Report)에서는 지난 6년간 그리고 

현재 상류층의 최고의 여행 트렌드로 

여러 세대의 가족 구성원이 함께하는 

여행을 꼽고 있으며 가족 여행을 위한  

최적의 장소 중 하나로 멕시코를 선정 

했습니다. 여행객들이 가장 큰 매력을 

느끼는 부분은 아마 여행을 즐겁게 

만들어 주는 최신식의 숙박 시설에 

있을 것입니다. 로스카보스 전역의 

호텔과 리조트는 두 가지 전략을 통해 

여러 세대로 구성된 가족 여행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전략이란 

훌륭한 편의시설을 갖춘 업데이트된 

숙박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이정표가 되는 일, 기념일, 생일 또는  

"그냥" 휴가를 통해 아이들, 부모, 조부모  

또는 여러 가족들 간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으며 새로운 가족의 전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세대로 구성된 가족 그룹]은  

함께하는 여행을 통해 하나의 

그룹으로서 행동하고 싶어합니다,”라고  

하시엔다 엔칸타다 리조트 앤드 

레지던스(Hacienda Encantada Resort 
& Residences)의 세일즈 마케팅 

디렉터인 가브리엘 이바라(Gabriel 
Ibarra)는 말합니다. 

가족 전체가 리조트에서 즐길 수 있는 

활동에는 쿠킹 클래스에서 해변에서 

말 타기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며, 

컨시어지에서는 일몰 크루즈 및 관광과 

쇼핑을 결합한 시티 투어 등 원하는 대로 

구성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하시엔다 엔칸타다(Hacienda 

Encantada)는 럭셔리 스위트와 

프라이빗 빌라 외에도 8개의 더블 유닛  

콘도와 신규 스위트, 피트니스 센터, 
스파 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쓰리 

베드룸 빌라로 유명한 더 하시엔다 

엔칸타다 레지던스는 편안한 휴가를 

원하는 가족들에게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손님이 프라이빗하고 편안한 경험을 

원하는 경우, 레지던스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최대 10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각 객실에는 자쿠지, 야외 샤워시설, 
선 데크가 있는 프라이빗 풀이 

제공됩니다.”
로스카보스에서의 휴가를 통해 가족  

모두가 다양하고 즐거운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솔라즈 로스  

카보스(Solaz Los Cabos)는 모든 

부대 시설과 고급 리조트의 혜택을 

즐길 수 있는 공동 소유 휴가 시설 

복합단지입니다. 스파, 헬스장과 

프리미엄 이탈리안 레스토랑 라 데리바

(La Deriva)가 각 층에 자리하고 있으며 

테라스로 나가면 환상적인 바다 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키즈 클럽에서는 교육받은 직원들의 

감독하에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하얏트 지바(Hyatt Ziva)의 올 

인클루시브(all-inclusive)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여행을 손쉽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7개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24시간 룸서비스,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모든 연령층을 

위한 주야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가족 여행이 단지 아이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디자이너 스위트와 
29,000 평방 피트 풀 서비스 스파를 

자랑하는 성인 전용 올 인클루시브 

르 블랑 스파 리조트 로스 카보스에서 

친척, 부모님, 친구들과 럭셔리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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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함
여러 개의 룸이 구비된 럭셔리 

빌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원앤드온리 팔미야

(One&Only Palmilla)는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 여행이 여행 트렌드가 

되기 이전부터 가족 전체가 

숙박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최고의

가족 휴양지
가족과 함께 하는 소중한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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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할 경우 

보통 요금은 $50~$60 입니다. 빨강 및 노랑 

밴은 산호세 델 카보에서 운행하며, 파랑 및 

초록 밴은 카보 산 루카스에서 운행합니다.  
24시간 운행하며 가까운 곳에서 택시를 잡을 

수 있습니다. 현지인처럼 지내보고 싶다면 

버스를 이용하십시오. 버스는 정기적으로 도시 

간을 운행하며 환율에 따라 요금은 $2~$3 정도 

됩니다. 더 코리더(The Corridor)를 따라 줄지어 

있는 주요 호텔들을 경유하는데 약 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항공 여행 세부 정보: 멕시코에 입국하려면, 
유효한 여권이 필요합니다. 모든 외국인 

관광객은 입국심사대와 세관을 통과해야 

합니다. 입국심사를 통과하면, 짐을 찾아 

세관으로 가야 하며 세관에 가서 신호등처럼 

생긴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불빛이 빨강색으로 

변하면, 여러분의 짐이 검사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입국심사대와 세관을 통과한 

후에는 여러분의 관심을 끌려는 휴가 시설 공동 

소유(임대) 영업 직원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호텔에서 픽업 차량이 준비된 경우가 

아니라면, 노랑색 및 하얀색 미니 셔틀이 좋은 

옵션이 될 것입니다. 셔틀은 택시보다 비용이 

저렴하지만 죄석을 다 채운 후에야 출발하기 

때문에 몇 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택시 및 기타 운송수단은 공항 건물 밖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산 호세 델 카보 북쪽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로스카보스 국제공항(SJD)에서는 매주 400편의  
국내선, 국제선 및 전용기를 운행합니다. 현재 

로스카보스로 운항하는 항공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어멕시코(Aeroméxico), 에어 

캐나다(Air Canada), 에어트란셋(AirTransat), 
알라스카 에어라인(Alaska Airlines), 아메리칸 
에어라인(American Airlines), 델타(Delta), 
프론티어(Frontier), 인터젯(Interjet), 스피릿 
에어라인(Spirit Airlines),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Southwest Airlines), 선컨드리 

에어라인(Sun Country Airlines), 선윙

(Sunwing), 유나이티드 에어라인(United 
Airlines), 버진 아메리카(Virgin America), 
비바에어로버스(VivaAerobús), 볼라리스

(Volaris), 웨스트젯(WestJet).
로스카보스 직항 및 연결편은 다음과 

같은 미국 도시에서 제공합니다. 아틀란타, 
샬럿, 시카고, 달라스/포트 워스, 덴버, 
디트로이트, 휴스턴, 캔자스시티, 미니애폴리스, 
뉴어크, 피닉스, 솔트레이크시티 및 시애틀. 
캘리포니아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오렌지카운테,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산호세에서 항공편 

및 연결편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캘거리, 
에드먼턴, 킬로나, 토론토, 밴쿠버, 위니펙에서 

항공편이 있습니다. 
 

규모가 작고 비행편수가 적은 카보 산 루카스 

국제공항(CSL)에서는 대부분 전용기 관련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항공사 전화 번호 
에어멕시코(Aeroméxico)  (624) 146-5098 
에어 캐나다(Air Canada)  (800) 296-3408 
에어트란셋(AirTransat)  (866) 255-4871 
알라스카 에어라인(Alaska Airlines)  (800) 252-7522 
아메리칸 에어라인(American Airlines)  (800) 433-7300 
델타(Delta)  (800) 221-1212 
프론티어(Frontier)  (800) 432-1359
인터젯(Interjet)  (866) 285-9525 
스피릿 에어라인(Spirit Airlines)  (855) 882-0464
선컨드리 에어라인(Sun Country Airlines)  (800) 359-6786 
선윙(Sunwing)  (800) 668-4224 
유나이티드 에어라인(United Airlines)  (800) 864-8331 
버진 아메리카(Virgin America)  (877) 359-8474 
비바에어로버스(VivaAerobús)  (888) 935-9848 
볼라리스(Volaris)  (55) 1102-8000 
웨스트젯(WestJet)  (888) 937-8538

영사관
(미국) U.S. Consular Agency
Carr. Transpeninsular, Km. 27.5 
The Shoppes at Palmilla, Local B221 
San José del Cabo
전화: (624) 143-3566 
이메일: ConAgencyLosCabos 
@state.gov 
(캐나다) Consular Agency of Canada 
Carr. Transpeninsular, Km. 0.5 
Plaza San Lucas, Local 82
Col. El Tezal, Cabo San Lucas 
전화: (624) 142-4333 • (800) 706-2900 
이메일: lcabo@international.gc.ca

중요한 전화 번호:  
응급 
911
연방 고속도로 순찰대(Federal Highway Patrol) 
(624) 122-5735 • (624) 125-3584
카보 산 루카스 소방서(Cabo San Lucas Fire 
Department) 
(624) 143-3577
산호세 델 카보 소방서(San José del Cabo 
Fire Department) 
(624) 142-2466 
육군 병원(Military Hospital) (624) 122-3488 
적십자(Red Cross) (624) 143-3300 
공항(Airport) (624) 122-1486

의료 지원 
아메리메드(AmeriMed) (624) 105-8500
블루 넷(Blue Net) (624) 104-3911
H+ 병원(Hospital H+) (624) 104-9300

위치: 바하칼리포르니아 수르 끝에 위치한 

로스카보스는 북회귀선 바로 남쪽에 위치하며 

샌디에이고 남쪽으로 1,000 마일 위치에 

있습니다. 로스카보스는 실제로 카보 산 루카스

(Cabo San Lucas)와 산호세 델 카보(San José 
del Cabo)를 지칭합니다.

인구: 약 288,000명의 인구가 로스카보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후: 로스카보스는 아열대 기후 

사막지대입니다. 여름 최고 기온은 90° F이며 

산발적인 소나기가 내립니다. 겨울 최저 기온은 

60° F이며 낮 최고 기온은 약 80° F입니다.

시간대: 로스카보스는 태평양 시간 보다  

한 시간 느린 산악 시간입니다.

언어: 스페인어가 멕시코 공식 언어이지만 

로스카보스 전역에 영어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전기: 120 볼트/60 헤르츠 전기 콘센트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은행 및 통화: 통화 공식 단위는 멕시코 

페소(MXN) 이지만, 미 달러(USD)가 널리 

통용됩니다. 주요 멕시코 국립 은행 모두 

로스카보스에 지점이 있으며 영업 시간은  

보통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주요 지역 ATM에서 미국 은행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ATM에서는 멕시코 

페소와 미 달러 모두 제공하지만 거래 

수수료가 높을 수 있습니다. 공항, 호텔,  
은행 등에서 달러를 페소로 환전할 수 있지만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전화를 걸 경우 

(동일한 지역 코드 내에서), 044 + 전화번호를 

누르십시오. 
로스카보스 외 멕시코 내 다른 지역으로 

전화를 걸 경우 01 + 지역 코드 + 전화번호를 

누르십시오.

공휴일: 멕시코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으며, 
은행과 정부기관은 문을 닫습니다.  
공휴일을 고려하여 여행을 계획하십시오.

1월 1일  새해 
2월 5일  헌법의 날

2월 24일  멕시코 국기의 날

3월 21일  베니토 후아레스 탄신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푸에블라(Puebla) 기념일 

 (친코 데 마요)
9월 16일 독립기념일

10월 12일  인종의 날(콜럼버스 데이)
11월 2일  망자의 날 

11월 19일   멕시코 혁명 기념일

12월 12일  과탈루페 성모축일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로스카보스 관광진흥쳥:
담당: 로드리고 에스폰다(Rodrigo Esponda), 
매니징 디렉터 
전화: (624) 143-4342
이메일: info@visitloscabos.org
홈페이지: VisitLosCabos.travel
수신자부담 전화: (800) 746-2226
트위터: @LosCabosTourism 
페이스북: Los Cabos Tourism 
인스타그램: @LosCabosTourism
유투브: youtube.com/loscabostourism
소셜미디어에서 #LosCabos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십시오.

바하칼리포르니아 수르:  
바하칼리포르니아 수르에 대한 정보는 전화 
(612) 124-0100 또는 VisitBajaSur.travel을 

방문해 주십시오.

공항 렌터카 
알라모(Alamo)  (624) 146-1900 
에이비스(Avis)  (624) 146-0046 
버젯(Budget)  (800) 002-8343 
달러(Dollar)  (624) 146-5012 
E-Z 카 렌탈(E-Z Car Rental)  (800) 216-7700 
폭스 렌터카(Fox Rent A Car)  (800) 225-4369 
허츠(Hertz)   (800) 405-7000 
내셔널(National)   (877) 222-9058 
페이리스(Payless)   (624) 105-8411
텐 카 렌탈(TEN Car Rental) (624) 172-2402 
쓰리프티(Thrifty)   (624) 146-5030 

은행 환율이 가장 좋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레스토랑과 호텔에서 신용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 카드를 

사용하면 해당 금액은 해당일 환율의 페소로 

표시됩니다.

환율: 현재, 1 멕시코 페소가 .050 미 달러와 

같습니다. 환율은 주기적으로 변경됩니다.  
여행 직전 및 도착했을 때의 환율을 

확인하십시오.

통신: 대부분의 주요 무선 통신사에서는 

문자, 전화, 데이터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패키지 상품을 판매합니다. 여행 전에 

현재 이용 중인 통신사에 멕시코 로밍 가격과, 
국제 패키지 옵션 및 기타 여행 관련 서비스에 

대해 확인하십시오. 
로스카보스 전역에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며, 많은 가게, 대부분의 호텔 및 

리조트에서 Wi-Fi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그러므로 스카이프, 페이스타임, 
왓츠앱 및 Wi-Fi를 사용하는 기타 앱을 통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비용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미국 휴대전화로 미국으로 전화를 걸 경우  
00 + 1 + 지역 코드 + 전화번호를 누르십시오. 
일반전화로 지역 내로 전화를 걸 경우 전화번호 
7자리 숫자만 누르십시오. 

로스카보스

정보
알면 좋은 유용한 여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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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 출발지

버스 정류장

성당 

센트로 데 살루드

소방서 

출입국 관리 사무소 
IMSS 병원 

주 광장

아함브로 플라자 

보니타 플라자

코판 플라자

노티카 플라자

해사 감독관 사무실 

우체국

푸에르토 파라이소 몰 

적십자

미 영사관

The Resort at
Pedregal

Hacienda Beach Club & Residences

The Ridge Luxury Villas
at Playa Grande

Grand Solmar Land’s End

Tesoro Los Cabos

Breathless Cabo San Lucas
Resort & Spa

Grand Solmar Rancho San Lucas

Casa Dorada

Grand Solmar The 
Residences at 
Rancho San Lucas

카보 산 루카스

N

숙박업체 이름 등급 객실 수 위치

바히아 호텔 앤 비치 클럽(Bahía Hotel & Beach Club) 86 카보 산 루카스

바르첼로 그란 파로 로스 카보스(Barceló Gran Faro Los Cabos) 3 다이아몬드 350 산호세 델 카보

브레스리스 카보 산 루카스 리조트 앤드 스파(Breathless Cabo San Lucas Resort & Spa) 4 다이아몬드 169 카보 산 루카스

카보 아줄 리조트(Cabo Azul Resort) 4 다이아몬드 326 산호세 델 카보 

카셰이 비치 카보/카보 빌라스 비치 리조트 앤드 스파(Cachet Beach Cabo/Cabo Villas Beach Resort & Spa) 105 카보 산 루카스 

카사 델 마르 골프 리조트 앤드 스파(Casa del Mar Golf Resort & Spa) 4 다이아몬드 70 더 코리더 

카사 도라다 로스 카보스 리조트 앤드 스파(Casa Dorada Los Cabos Resort & Spa) 4 다이아몬드 148 카보 산 루카스

카사 나탈리아(Casa Natalia) 3 다이아몬드 18 산호세 델 카보

칠레노 베이 리조트 앤드 레지던스(Chileno Bay Resort & Residences) 92 더 코리더

클럽 카스카다스 데 바자(Club Cascadas De Baja) 113 카보 산 루카스

코스타 팔마스 이스트 케이프, 포시즌스 리조트(Costa Palmas East Cape, A Four Seasons Resort) 145 이스트 케이프

드림즈 로스 카보스 스위트 골프 리조트 앤드 스파(Dreams Los Cabos Suites Golf Resort & Spa) 4 다이아몬드 308 더 코리더 

엔칸토 인 앤드 스위트 부티크 호텔 앤드 스파(Encanto Inn & Suites Boutique Hotel & Spa) 3 다이아몬드 27 산호세 델 카보

에스페란자, 오베르즈 리조트(Esperanza, An Auberge Resort) 5 다이아몬드 59 더 코리더 

그랜드 피에스타 아메리카나 로스카보스 올 인클루시브 골프 앤드 스파(Grand Fiesta Americana Los Cabos All Inclusive Golf & Spa) 4 다이아몬드 527 더 코리더 

그랜드 솔마르 엣 란초 산 루카스 리조트 골프 앤드 스파(Grand Solmar at Rancho San Lucas Resort Golf & Spa) 70 카보 산 루카스

그랜드 솔마르 랜즈 앤드 리조트 앤드 스파(Grand Solmar Land’s End Resort & Spa) 4 다이아몬드 246 카보 산 루카스

그랜드 솔마르 더 레지던스 엣 란초 산 루카스(Grand Solmar The Residences at Rancho San Lucas) 19 카보 산 루카스

그랜드 벨라스 로스카보스(Grand Velas Los Cabos) 5 다이아몬드 304 더 코리더

과이쿠라 부티크 호텔 클럽 앤드 스파(Guaycura Boutique Hotel Beach Club & Spa) 14 토도스 산토스

하시엔다 비치 클럽 앤드 레지던스(Hacienda Beach Club & Residences) 109 카보 산 루카스

하시엔다 델 마르(Hacienda del Mar) 4 다이아몬드 272 더 코리더 

하시엔다 엔칸타다 리조트 앤드 스파(Hacienda Encantada Resort & Spa) 4 다이아몬드 222 더 코리더

햄튼 인 앤드 스위트 바이 힐튼 로스카보스(Hamptom Inn & Suites By Hilton Los Cabos) 95 더 코리더

힐튼 로스카보스 비치 앤드 골프(Hilton Los Cabos Beach & Golf Resort) 4 다이아몬드 375 더 코리더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카보 산 루카스(Holiday Inn Express Cabo San Lucas) 3 다이아몬드 95 카보 산 루카스

홀리데이 인 리조트 로스 카보스(Holiday Inn Express Cabo San Lucas) 3 다이아몬드 392 산호세 델 카보

호텔 리우 팔레스 카보 산 루카스(Hotel Riu Palace Cabo San Lucas) 3 다이아몬드 692 카보 산 루카스

호텔 리우 산타페(Hotel Riu Santa Fe) 3 다이아몬드 902 카보 산 루카스

호텔 앤드 스위스 라스 팔마스(Hotel & Suites Las Palmas) 50 산호세 델 카보

호텔 캘리포니아(Hotel California) 11 토도스 산토스

호텔 엘 간조(Hotel El Ganzo) 70 산호세 델 카보

하얏트 플레이스 산호세 델 카보(Hyatt Place San José del Cabo) 157 산호세 델 카보

하얏트 지바 로스카보스(Hyatt Ziva Los Cabos) 4 다이아몬드 591 산호세 델 카보

JW 매리어트 로스카보스 비치 리조트 앤드 스파(JW Marriott Los Cabos Beach Resort & Spa) 299 산호세 델 카보

크리스탈 그랜드 로스카보스(Krystal Grand Los Cabos) 454 산호세 델 카보

라스 벤타나스 알 파라이소(Las Ventanas al Paraíso) 5 다이아몬드 83 더 코리더 

르 블랑 스파 리조트 로스 카보스(Le Blanc Spa Resort Los Cabos) 373 더 코리더

로스카보스 골프 리조트(Los Cabos Golf Resort) 74 카보 산 루카스

마르 데 코르테즈(Mar de Cortez) 87 카보 산 루카스

마르 아덴트로(Mar Adentro) 205 산호세 델 카보

마리나 피에스타 리조트 앤드 스파(Marina Fiesta Resort & Spa) 3 다이아몬드 155 카보 산 루카스

마르퀴스 로스카보스(Marquis Los Cabos) 4 다이아몬드 235 더 코리더 

ME 카보 바이 멜리야(ME Cabo by Meliã) 4 다이아몬드 162 카보 산 루카스

몬테크리스토 에스테이트 바이 푸에블로 보니토(Montecristo Estates by Pueblo Bonito) 132 카보 산 루카스

원앤드온리 팔미야(One&Only Palmilla) 5 다이아몬드 174 더 코리더 

파라디서스 로스카보스(Paradisus Los Cabos) 350 더 코리더 

플라야 그란데 리조트 앤드 그랜드 스파(Playa Grande Resort & Grand Spa) 4 다이아몬드 260 카보 산 루카스

포사다 리얼 로스카보스(Posada Real Los Cabos) 152 산호세 델 카보

푸에블로 보니토 로스카보스 리조트(Pueblo Bonito Los Cabos Resort) 148 카보 산 루카스

푸에블로 보니토 퍼시피카 골프 앤드 스파 리조트(Pueblo Bonito Pacífica Golf & Spa Resort) 4 다이아몬드 201 카보 산 루카스

푸에블로 보니토 로제 리조트 앤드 스파(Pueblo Bonito Rosé Resort & Spa) 260 카보 산 루카스

푸에블로 보니토 선셋 비치 골프 앤드 스파 리조트(Pueblo Bonito Sunset Beach Golf & Spa Resort ) 4 다이아몬드 755 카보 산 루카스

친타 델 솔 바이 솔마르(Quinta del Sol by Solmar) 72 카보 산 루카스

로열 데카메론 로스카보스(Royal Decameron Los Cabos) 153 산호세 델 카보

로열 솔라리스 로스카보스(Royal Solaris Los Cabos) 3 다이아몬드 390 산호세 델 카보

산도스 피니스테라 로스카보스(Sandos Finisterra Los Cabos) 272 카보 산 루카스

산타 마리아 호텔 앤드 스위트(Santa María Hotel & Suites) 48 산호세 델 카보

시크릿 푸에르토 로스카보스(Secrets Puerto Los Cabos) 4 다이아몬드 500 산호세 델 카보

셰라톤 그랜드 로스카보스 하시엔다 델 마르(Sheraton Grand Los Cabos Hacienda del Mar) 4 다이아몬드 270 더 코리더 

시레나 델 마르 웰크 리조트 카보(Sirena del Mar Welk Resort Cabo) 106 카보 산 루카스

솔라즈, 럭셔리 컬렉션 리조트(Solaz, a Luxury Collection Resort) 5 다이아몬드 128 더 코리더

솔라즈 로스카보스(Solaz Los Cabos) 5 다이아몬드 147 더 코리더

솔마르 리조트(Solmar Resort) 2 다이아몬드 100 카보 산 루카스

테소로 로스카보스(Tesoro Los Cabos) 286 카보 산 루카스

더 케이프, 탐슨 호텔(The Cape, A Thompson Hotel) 161 카보 산 루카스

더 그랜드 마얀 로스카보스(The Grand Mayan Los Cabos) 4 다이아몬드 165 산호세 델 카보

더 레지던스 엣 하시엔다 엔칸타다(The Residences at Hacienda Encantada) 4 다이아몬드 27 더 코리더

리조트 엣 페드레갈(The Resort at Pedregal) 5 다이아몬드 113 카보 산 루카스

더 릿지 엣 플라야 그란데 럭셔리 빌라(The Ridge at Playa Grande Luxury Villas) 4 다이아몬드 98 카보 산 루카스

트로피카나 인(Tropicana Inn) 44 산호세 델 카보

빌라 델 아르코 비치 리조트 앤드 스파(Villa del Arco Beach Resort & Spa) 223 카보 산 루카스

빌라 델 팔마 비치 리조트 앤드 스파(Villa del Palmar Beach Resort & Spa) 465 카보 산 루카스

빌라 라 에스탄시아 비치 리조트 앤드 스파(Villa La Estancia Beach Resort & Spa) 3 다이아몬드 300 카보 산 루카스

더 웨스틴 리조트 앤드 스파 로스카보스(The Westin Resort & Spa Los Cabos) 223 더 코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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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피에스타 아메리카나 그랜드 로스카보스 골프 앤드 스파 리조트(Fiesta Americana Grand Los Cabos 

Golf & Spa Resort)

38. 라이브 아쿠아 리조트 앤드 레지던스 클럽(Live Aqua Resort & Residence Club)

39. 칠레노 베이 리조트 앤드 레지던스(Chileno Bay Resort & Residences)

40. 몽타주 로스카보스(Montage Los Cabos)

41. 그랜드 벨라스 로스카보스(Grand Velas Los Cabos)

42. 르 블랑 스파 리조트(Le Blanc Spa Resort)

43. 솔라즈 로스카보스(Solaz Los Cabos)

44. 솔라즈, 럭셔리 컬렉션 리조트(Solaz, a Luxury Collection Resort)

45. 빌라 라 발렌시아(Villa La Valencia)

46. 드림즈 로스 카보스 스위트 골프 리조트 앤드 스파(Dreams Los Cabos Suites Golf Resort & Spa)

47. 카사 델 마르 골프 리조트 앤드 스파(Casa del Mar Golf Resort & Spa)

48. 라스 벤타나스 알 파라이소(Las Ventanas al Paraíso), 로즈우즈 리조트(A Rosewood Resort)

49. 파라디서스 로스카보스(Paradisus Los Cabos) 

50. 힐튼 로스카보스 비치 앤드 골프(Hilton Los Cabos Beach & Golf Resort)

51. 마르퀴스 로스카보스 올 인클루시브 리조트 앤드 스파(Marquis Los Cabos All Inclusive Resort & Spa)

52. 햄튼 인 앤드 스위트 바이 힐튼 로스카보스(Hampton Inn & Suites by Hilton Los Cabos)

53. 더 웨스틴 리조트 앤드 스파 로스카보스(The Westin Resort & Spa Los Cabos)

54. 원앤드온리 팔미야(One&Only Palmilla)

55. 크리스탈 그랜드 로스카보스(Krystal Grand Los Cabos)

56. 호텔 앤드 스위스 라스 팔마스(Hotel & Suites Las Palmas)

57. 하얏트 팰리스 로스카보스(Hyatt Place Los Cabos)

58. 로열 데카메론 로스카보스(Royal Decameron Los Cabos) 

59. 하얏트 지바 로스카보스(Hyatt Ziva Los Cabos) 

60. 포사다 리얼 로스카보스(Posada Real Los Cabos)

61. 마르 아덴트로(Mar Adentro)

62. 바르첼로 그란 파로 로스 카보스(Barceló Gran Faro Los Cabos)

63. 카사 나탈리아(Casa Natalia)

64. 엘 엔칸토 인(El Encanto Inn)

65. 트로피카나 인(Tropicana Inn)

66. 로열 솔라리스 리조트(Royal Solaris Resort)

67. 카보 아줄 리조트(Cabo Azul Resort)

68. 더 그랜드 마얀 로스카보스(The Grand Mayan Los Cabos)

69. 홀리데이 인 리조트 로스 카보스(Holiday Inn Express Cabo San Lucas)

70. 호텔 엘 간조(Hotel El Ganzo)

71. 시크릿 푸에르토 로스카보스(Secrets Puerto Los Cabos)

72. JW 매리어트 로스카보스 비치 리조트 앤드 스파(JW Marriott Los Cabos Beach Resort & Spa) 

73. 자둔, 리츠칼튼 리저브(Zadún, A Ritz-Carlton Re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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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José del Cabo

 1. 푸에블로 보니토 퍼시피카 골프 앤드 스파 리조트(Pueblo Bonito Pacífica Golf & Spa Resort) 

 2. 몬테크리스토 에스테이트 럭셔리 빌라(Montecristo Estates Luxury Villas)

 3. 푸에블로 보니토 선셋 비치 골프 앤드 스파 리조트(Pueblo Bonito Sunset Beach Golf & Spa Resort ) 

 4. 리조트 엣 페드레갈(The Resort at Pedregal)

 5. 노부 호텔 로스카보스(Nobu Hotel Los Cabos)

 6. 하드 록 로스카보스(Hard Rock Los Cabos)

 7. 산도스 피니스테라 로스카보스(Sandos Finisterra Los Cabos) 

 8. 테소로 로스카보스(Tesoro Los Cabos)

 9. 플라야 그란데 리조트 앤드 그랜드 스파(Playa Grande Resort & Grand Spa)

10. 더 릿지 엣 플라야 그란데 럭셔리 빌라(The Ridge at Playa Grande Luxury Villas)

11. 솔마르 리조트(Solmar Resort)

12. 그랜드 솔마르 랜즈 앤드 리조트 앤드 스파(Grand Solmar Land’s End Resort & Spa)

13. 그랜드 솔마르 엣 란초 산 루카스 리조트 골프 앤드 스파(Grand Solmar at Rancho San 

Lucas Resort Golf & Spa)

14. 하시엔다 비치 클럽 앤드 레지던스(Hacienda Beach Club & Residences)

15. 브레스리스 카보 산 루카스 리조트 앤드 스파(Breathless Cabo San Lucas Resort & Spa)

16. 마리나 피에스타 리조트 앤드 스파(Marina Fiesta Resort & Spa)

17. 카사 도라다 로스 카보스 리조트 앤드 스파(Casa Dorada Los Cabos Resort & Spa)

18. 바히아 호텔 앤드 비치 하우스(Bahía Hotel & Beach House)

19. 친타 델 솔 바이 솔마르(Quinta del Sol by Solmar)

20. 카보 빌라스 비치 리조트 앤드 스파(Cabo Villas Beach Resort & Spa) |  

카셰이 로스카보스(Cachet Los Cabos)

21. 리우 산타페(리우 Santa Fé)

22. ME 카보(ME Cabo) 

23. 푸에블로 보니토 로스카보스 리조트(Pueblo Bonito Los Cabos Resort)

24. 푸에블로 보니토 로제 리조트 앤드 스파(Pueblo Bonito Rosé Resort & Spa)

25. 클럽 카스카다스 데 바자(Club Cascadas De Baja)

26. 로스카보스 골프 리조트(Los Cabos Golf Resort) 

27. 빌라 델 아르코 비치 리조트 앤드 스파(Villa del Arco Beach Resort & Spa)

28. 빌라 라 에스탄시아 비치 리조트 앤드 스파(Villa La Estancia Beach Resort & Spa)

29. 빌라 델 팔마 비치 리조트 앤드 스파(Villa del Palmar Beach Resort & Spa) 

30. 더 케이프, 탐슨 호텔(The Cape, A Thompson Hotel)

31.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카보 산 루카스(Holiday Inn Express Cabo San Lucas)

32. RIU 팔레스 카보 산 루카스(RIU Palace Cabo San Lucas)

33. 시레나 델 마르 웰크 리조트 카보(Sirena del Mar Welk Resort Cabo)

34. 에스페란자, 오베르즈 리조트(Esperanza, An Auberge Resort)

35. 하시엔다 엔칸타다 리조트 앤드 스파(Hacienda Encantada Resort & Spa)

36. 셰라톤 그랜드 하시엔다 델 마르(Sheraton Grand Hacienda del Mar)

로스카보스

N

스쿠버 다이빙

수영

서핑 

낚시

주유소

ATM

미 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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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시온 데 누에스트라 세뇨라 델 필라(Misión de Nuestra Señora del Pilar)
3 푼타 로보스(Punta Lobos)
4
5

칼레 모레로스(Calle Morelos)
칼레 후아레즈(Calle Juárez)

6 뮤제오 드 라 카사 드 라 쿨트라(Museo de la Casa de la Cultura) 
7 티에트로 마르케스 레온(Teatro Márquez León)
8 호텔 과이쿠라(Hotel Guaycura)
9 호텔 캘리포니아(Hotel California)

5

9

N토도스 산토스(TODOS SANTOS)

스쿠버 다이빙

수영

서핑 

낚시

주유소

ATM

미 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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