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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스카보스 최고의 일몰을 볼 수 있는 핫플레이스
선셋 모나리자 레스토랑 Sunset da Mona Lisa
로스카보스에서 최고의 일몰 명소로 손꼽히는 핫플레이스.
미슐랭 3스타급 이탤리언 레스토랑으로 최고급 스타일의
코스 요리를 선보인다. 테이블마다 웨이터 1인이 담당해
섬세하고 사려 깊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테이스팅 코스
메뉴는 안티페스토에서 시작해 파스타, 메인 디시, 디저트로
풍성하게 구성된다. 전 메뉴는 맛도 훌륭하지만 예술 작품
같은 비주얼. 이탈리아 치즈의 왕으로 불리는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를 듬뿍 넣은 파스타는 생치즈 본연의 맛이
느껴져 씹을수록 진한 풍미가 감돈다. 입에서 살살 녹는 연어
요리도 베스트. 곁들이는 브로콜리 퓌레에 무얼 넣었는지
된장 같은 맛을 내 담백한 마무리를 책임진다. 테킬라를 넣은
초콜릿에 불을 지피는 디저트도 흥미롭다. 칵테일 쇼나 푸드

멕시코 로스카보스의
럭셔리 셀렉션 3
1. 스테이케이션족을 위한 호텔 놀이터
엘 간소 호텔

El Ganzo

쇼를 방불케 해 오래토록 기억될 식사 시간을 만든다.
주소 Carretera Transpeninsular Kilometro 6.5, Cabo Bello Plaza del Rey 7
y 8, 23455 Cabo San Lucas, B.C.S 전화 +52-624-145-8160
운영시간 매일 16:30~22:00 홈페이지 www.sunsetmonalisa.com(예약 문의)

바하칼리포르니아수르
주 최남단에 자리한

호텔 외관에서부터 풍기는 아티스틱한 기운. 건물 안팎으로

로스카보스(Los Cabos)는

컨템퍼러리 아트 작품 같은 벽화가 가득하다. NBA 농구

붉은 태양, 청파랑 바다,

선수 출신 데스몬드 메이슨(Desmond Mason), 시카고

황금빛 사막, 푸른 선인장이

컵스 출신 선수 등 엘 간소에서 영감을 받은 스타들의

어우러진 비밀스러운

작품이 대다수. 객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TV에서 라이브

휴양지. 럭셔리한

음악을 연주하는 뮤지션의 영상이 흘러나온다. 엘 간소의

파라다이스에서 꿈꾸던

예술성이 엿보이는 부분으로, 그간 ‘엘 간소 세션’을

힐링을 만끽할 수 있다.

운영하며 수많은 뮤지션에게 녹음실을 제공해왔다. 드럼
세트와 레코딩 장비를 완비한 지하 스튜디오에선 데미언
라이스, 레이철 야마가타 등 세계적인 뮤지션을 비롯해

3. 바다 옆 사막을 횡단하는 캐멀 투어 Camel Tour

인디밴드나 재능 있는 싱어송라이터들이 곡 작업을 했다.

바다로 둘러싸인 로스카보스에서 사막을 횡단하는 건

흥미로운 건 이들이 선보이는 라이브 공연. 한 달에 한 번,

또 다른 모험. 바하칼리포니아의 아름다운 풍광 속으로

이곳에 머무는 뮤지션들이 루프톱 라운지에서 핫한 밤을

성큼성큼 나아갈 수 있다. 가이드의 안내로 시작되는 캐멀

선물한다. 호텔을 놀이터로 즐기는 스테이케이션족에겐

투어는 사막을 통과해 야생의 자연을 관찰하는 트럭 투어로

카바나(Cavana)의 유무에 따라 호텔의 등급이 결정되는

이어진다. 20분간 낙타를 타고 해변을 누빌 땐 꿈을 꾸는

법. 푸른 바다를 품은 엘 간소의 카바나에선 인피니티 풀,

듯한 기분마저 든다. 이때 점프를 시도하는 혹등고래도 볼 수

랩풀(lap pool), 레스토랑, 라운지 바 등을 한 번에 즐길 수

있으니 바다 쪽으로 시선을 고정하자. 멕시코의 전통 음식을

있다. 사전 예약으로 진행되는 요가 클래스, 자쿠지가 포함된

맛보는 식사가 제공되며, 테킬라와 메스칼에 대해서도

스파 시설도 나만의 여유를 부리기에 최고. 호텔에서 시간을

자세히 배울 수 있다.

보내는 것만으로 파라다이스를 경험할 수 있다. 때마다 공연

Cabo Dolphins & Cabo Adventures 주소 Blvd. Paseo de la
Marina(esquina Malecon) Lote 7-A
Cabo San Lucas Cabo Dolphins 주소 Paseo Malecón San José #512
Hotel Zone San José del Cabo
전화 +52-(322)-226-8413
가격 성인 109달러, 어린이 79달러
홈페이지 www.cabo-adventures.com/tours/outback-and-camel-safari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홈페이지도 눈여겨볼 것. 깜짝 놀랄
월드 베스트급 공연들이 기다리고 있다.
주소 Tiburon s/n Fracc. La Playita Puerto Los Cabos, Baja California Sur
전화 + 52-624-104-9000 홈페이지 www.elganz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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