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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즈멜섬은 멕시코 유카탄반도의 동부 연안, 카리브해의 플라야 델 카르

멘(Playa del Carmen) 맞은 편, 그리고 유카탄 채널(Yucatán Channel)

과 가까운 카리브해에 있는 섬이다. 이 섬의 주요 도시는 산미구엘(San 

Miguel de Cozumel)이다.

이 섬은 칸쿤에서 남쪽으로 82km(51마일), 육지에서 19km(12마일) 떨어

진 유카탄반도의 동쪽을 따라 카리브해에 위치해 있다. 섬의 길이는 약 

48km이고, 너비는 16km이다. 총면적은 477.961㎢이며, 멕시코에서 세 번

째로 큰 섬이다. 

섬은 많은 고유한 동물 종을 가진 맹그로브 숲으로 덮여 있다. 코즈멜섬

은 석회암을 기반으로 하는 평평한 섬으로 카르스트 지형을 형성한다. 

섬의 가장 높은 지역은 해발 15m 미만이다. 이 섬에도 세노테(Cenotes)

가 있다. 세노테는 수천 년 동안 부드러운 석회암 토양을 통과하는 물에 

의해 형성된 심층수로 채워진 싱크 홀이다. 

코즈멜섬은 열대 몬순기후에 밀접하여 열대 사바나 기후를 가지고 있다. 

건기는 2월에서 4월까지 짧지만, 이때도 강수량은 평균 45mm에 달한다. 

우기는 길어서 나머지 대부분의 달을 포함하며, 9월과 10월은 강수량이 

평균 240mm로 가장 습한 달이다. 

- 멕시코 관광청 http://www.visitmexico.com/en

- 코즈멜 관광청 http://www.cozumel.travel/en

코즈멜섬(Cozumel Island) 가는 방법
① 인천에서 미국 아틀란타까지 가서 다시 코즈멜국제공항까지 간다.

②  만약 유카탄반도에서 세노테 다이빙을 한다면 플라야 델 카르멘 항구

에서 페리를 타고 40분 정도 이동하거나, 칸쿤국제공항에서 코즈멜국

제공항까지 항공편으로 가면 된다. 

Cozumel Island 1

인천공항

12시간 

13시간 30분

2시간 27분

2시간 49분

경비행기
1시간 40분

13시간 

4시 46분

Los Angeles
Dallas

Houston

Cancun

Belize City

멕시코

미국

  
시차  멕시코시티 : -14시간 차

 (예, 멕시코시티가 오후 11시이면 서울은 오전 9시이다.)

 소코로섬 : -15시간 차

통화  멕시코 페소

 (MXN, 1 멕시코페소 = 약 60원, 1US$ = 약 18멕시코페소)

팁문화 식당에서 계산서 금액의 10% 정도가 일반적이다.

비자 관광객은 무사증 체류기간 90일이 가능하다.

기후  멕시코는 고지대의 날씨로 건조성기후, 열대성기후, 온대성

기후를 나타낸다. 건기는 11월부터 5월까지이고, 우기는 5월

부터 9월까지로 비가 많이 내린다.

전기 220/230/240V, 콘센트 3구

 100/110/120V, 콘센트 2구

멕시코 여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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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브해에 위치한 코즈멜섬에는 그레이트 마야 리프(The Great Maya 

Reef)가 자리한다. 북반구에서 가장 넓은 산호초 군집이며, 전 세계에서

는 두 번째로 크다. 물속 시야가 40m 이상으로 맑아 바다거북, 돌고래, 

고래상어 등 다양한 해양생물들을 볼 수 있다. 

1959년에 쿠스토(Cousteau)와 칼립소(Calypso) 승무원이 코즈멜

(Cozumel) 산호초를 발견했을 때 경탄을 했다. 거대한 우뚝 솟은 산호

초와 씨팬과 스펀지의 울창한 숲으로 Palancar의 월을 따라 드리프트 

다이빙을 하면서 보는 풍광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산호초는 섬의 자연 지형에 의해 열린 바다로부터 보호된다. 섬의 서

쪽 해안에 위치한 Cozumel 산호초 지대는 1996년 7월부터 Cozumel 

Reefs National Marine Park에 의해 보존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공원 

경계 내에서 해양생물을 만지거나 채집하지 못하게 했다. 

120㎢ 이상의 면적을 자랑하는 코즈멜 해양공원에는 바위 해변과 모래 

해변, 맹그로브(mangroves), 야자 숲과 같은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300종의 물고기 종과 100종 이상의 산호가 있으며, 유명한 Splendid 

Toadfish와 같은 섬 고유종이 있다. Cozumel의 Loggerhead, Hawksbill 

및 Green 바다거북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은 개체 수를 크게 증가시켰다. 

다이빙 방법

호텔에서 숙박하면서 다이빙센터에서 보트를 타고 데이트립으로 다이빙을 

한다. 호텔은 저렴한 곳에서부터 럭셔리한 리조트까지 다양하게 있다.

일반 호텔

• Casa del Mar Cozumel Hotel&Dive Resort

 http://www.casadelmarcozumel.com/

Cozumel Island의 다이빙 환경2

다이빙센터

고급 리조트

• 코즈멜 펠리스 리조트(Cozumel Palace Resort)

 https://www.palaceresorts.com/cozumelpalac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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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zumel섬에는 아름다운 산호초, 동굴 및 또는 바다생물이 풍부한 곳이다. 

소형 다이빙보트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다이버가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 갈 수 있다. 

배에 타서 원하는 사이트를 다이버가 결정할 수 있다. 

Cozumel섬의 다이빙사이트3

Baracuda

San Juan Reef

Los Atolones

Puinta Morena

Chen Rio 

El Mirador

Playa Bosh

El Islote

Ferry pier

Punta Langosta pier

International pier

Puerta Maya pier

Villa Blanca Wall
Paradise Reef

Las Palmas

Chankanaab
Tormentos

Yucab

Tunich Wall

San Francisco Wall
Santa Rosa Wall

Paso del Cedral
Dalila

La Francesa
Palancar Gardens

Palancar Horseshoe

Palancar Caves
Columbia Reef

Punta Sur

Chun Chacaab

Maracaibo

Cozumel

마블스팅레이 이글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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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스샤크 무리

그레이엔젤피쉬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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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 Sanopus splendidus

영명 : The Splendid toadfish 

한국명  : 두꺼비고기류 

주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볼 수 있는데, 대부분 따뜻한 바다에서 발견되나 

때로는 담수에서도 발견된다. 넓고 육중한 몸집에, 머리가 납작하고, 큰 입

에는 강한 이빨이 있는데 최대 30㎝쯤 자라며 비늘은 없거나 작다. 대부분

은 꿀꿀거리거나 개굴거리는 소리를 낸다. 두꺼비고기류는 육식성이며 건

드리면 때때로 물기도 한다. 

FELIPE XICOTANCATL C-53 Wreck

이배는 원래 1944년 미국 템파(Tampa)의 Wilson Marine Shipworks에서 

건조되었는데 미해군 소해정으로 투입되었다. 배의 크기는 길이 56.3m, 

폭 10.1m, 높이 12m, 무게 1,000톤이다. 1962년에 멕시코 해군에 판매되

어 Admiral Class인 건보트로 변환하여 FELIPE XICOTANCATL C-53으

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1962년부터 1999년까지 멕시코만과 멕시코 카리브

해에서 응급구조 임무와 불법무기 및 마약에 대한 순찰을 하는데 사용하

였다. 1999년에 55년간의 활동을 마친 C-53은 퇴역한 후에 Cozumel 수

중공원에 기증되었다. 수중공원은 기증된 C-53을 1999년 찬케나 공원

(Chankanaab Park)의 해안가 수심 25m 지점에 침몰시켰다.

Barracuda Reef 다이빙 레벨 상급자

조류는 외해로 흐르는 강한 지역으로 경험이 많은 다이버들만이 가능하

다. 이러한 강한 조류 때문에 드리프트 다이빙으로 리프샤크와 이글레이와 

같은 대형 원양어류를 볼 수 있는 곳이다.

San Juan Reef 다이빙 레벨 : 상급자

조류는 외양으로 흐르는 강한 지역으로 경험이 많은 다이버들만이 가능하

다. 이곳은 드리프트 다이빙을 할 수 있고 산호가 아름답고, 큰 배럴 스펀

지가 많다.

Villa Blanca 다이빙 레벨 : 중급자

거대한 스펀지, 고르고니언이 많은 슬로프로 된 월 지역으로 잭피쉬와 엔

젤피쉬의 거대한 무리가 상주한다. 경험이 많은 다이버는 비치다이빙을 할 

수 있지만 초보자는 보트 다이빙을 권장한다.  

Paradise 다이빙 레벨 : 초급자

이곳은 해안에서 약 180m 떨어져 있으며 비치다이빙을 할 수도 있다. 게, 

바닷가재 및 여러 종류의 열대어를 볼 수 있다. 이곳 해저의 틈새를 잘 살

펴보면 코즈멜섬에서만 볼 수 있는 두꺼비고기(Splendid Toad Fish)를 볼 

수 있다.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야간다이빙 장소이다.

Las Palmas Wall 다이빙 레벨 초급자

이곳은 뱃피쉬, 해마 및 화려한 두꺼비고기 등을 볼 수 있다. 야간 다이빙

으로도 적당하다.

Tormentos reef 다이빙 레벨 : 중급자

대체로 조류가 센 지역으로 모래 언덕에는 항상 온순한 큰 곰치를 볼 

수 있다. 다이브마스터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다. 프렌치 그런트(French 

Grunts)와 스내퍼(Snapper)의 대형 무리가 있는 멋진 터널과 오버행이 있

다. 인근에 FELIPE XICOTANCATL C-53 Wreck이 있다. 아틀란티스 잠

수함을 볼 수 있는 곳이다.

C-53 Wreck

아틀란티스 잠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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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LIPE XICOTANCATL C-53 Wr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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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kanaab 다이빙 레벨 : 초급자

이곳은 Parque Chankanaab의 바로 남쪽 약 320m 앞바다에 있다. 산호

의 형태와 해양생물은 Paradise와 비슷하지만 물고기가 다소 적은 편이

다. 야간 다이빙을 하기에 좋은 장소이다.

Yucab 다이빙 레벨 : 초급자

이곳에는 조류가 대개 빠르게 흐른다. 산호와 스펀지들이 조밀하게 서식

한다. 이곳에는 항상 바라쿠다를 항상 볼 수 있으며 드럼피쉬(Drum fish)

를 볼 수 있다.

Paso Del Cedral 다이빙 레벨 : 중급자

아쿠아리움과 같은 곳으로 생명과 칼라가 넘치는 평평한 월이다. 월 위에 

떠서 유영하는 많은 스내퍼와 그런트(Grunts) 등과 같은 어류들을 볼 수

도 있다.

Punta Dalila 다이빙 레벨 : 중급자

일반적으로 약한 조류와 함께 다양한 종류의 산호와 스펀지가 산재해 있

다. 천사고기, 스쿼럴피쉬 및 그런트(Grunts) 무리 등을 볼 수 있다. 바닥

에는 게와 녹색 곰치가 있다. 

La Francesa 다이빙 레벨 : 초급자

조류의 세기는 보통이다. 큰 모래 지역에서 튀어 나온 작은 리프 머리로 

이루어져 있다. 블랙 그루퍼(Black Grouper)와 함께 여기저기에 바다거

북이 있다. 산호초에 있는 구멍에서 Cozumel Splendid Toadfish를 볼 수 

있다. 또한 랍스터와 게가 숨어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SANTA ROSA - Depth 50 -130 ft. 다이빙 레벨 : 중급자

코즈멜섬에서 가장 인기있는 드롭오프 지역이다. 월은 15m에서 시작하여 

곧바로 깊은 곳으로 떨어진다. 이글레이와 바다거북 등을 볼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강한 조류가 있으며, 멍게류, 거대한 스폰지, 돌이 많은 산호

초와 인상적인 동굴과 터널의 거대한 돌출부가 있다. 

Palancar Gardens (Shallows) 

- Depth 60-125 ft. 다이빙 레벨 : 초급자

이곳은 약 5km에 걸쳐 펼쳐진 이 거대한 리프는 약 1.6km 깊이까지 내려

가는 경사진 월을 가지고 있다. 이곳은 다양한 생물을 한 번에 볼 수 있

다. 이곳에는 여러 번 다이빙을 해도 좋다. 산호는 매우 다채로우며 퍼플

과 오렌지색의 스펀지가 산재해 있다. 다채로운 리프피쉬가 있고 바위 틈

새에는 줄무늬가 있는 깨끗한 새우가 있다.

학명 : Equetus punctatus

영명: Spotted drumfish, Spotted ribbonfish 

드럼피쉬(spotted drum fish)는 버뮤다, 바하마, 멕시코만 및 카리브해를 

포함하여 남 플로리다에서 브라질에 이르는 서양 대서양의 열대 해역에 널

리 퍼져 있다. 하루 종일 작은 동굴의 입구 또는 3~30m 수심에서 자주 

관찰된다. 반복적 패턴으로 헤엄친다. 낮에는 피신처에 있다가 주로 야행

성으로 밤에 작은 갑각류와 다모류 웜 등의 먹이를 먹는다.

드럼피쉬(spotted drum fish)

드럼피쉬 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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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ancar Horseshoe 다이빙 레벨 : 중급자

Palanca Horseshoe는 말발굽 모양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좁고 깊

은 협곡이 있는 지역으로 딥 다이빙을 한다.

Palancar Caves 다이빙 레벨 : 중급자

깊은 월, 터널, 동굴로 인해 코즈멜에서 가장 인기있는 딥다이빙이 진행된다. 

조류는 보통 온화하며 해양생물은 풍부하다. 바다거북, 상어 및 이글레이 등은 

쉽게 볼 수 있다.

Palancar Bricks 다이빙 레벨 : 중급자

Cozumel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호초 지역으로 바다거북, 상어, 이글레이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San Francisco Reef/Wall 다이빙 레벨 : 중급자

올드 샌프란시스코 해변의 남쪽 끝에서 시작된다. 이 반 마일의 리프는 약 60

야드의 모래로 구분된 세 개의 섹션으로 나뉜다. 이것은 가장 얕은 월다이빙 

중 하나이며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 이곳에는 큰 그루퍼와 녹색 곰치를 볼 수 

있다.

Columbia Shallows/Deep 다이빙 레벨 : 중급자

이곳은 Columbia Shallows와 Columbia Deep으로 나뉜다. Columbia Deep는 

이름그대로 코즈멜섬에서 딥 다이빙을 하는 곳이다. 이곳은 가장 멋진 광경과 

감각을 지닌 최고급 다이빙 지역이다. 동굴, 터널 및 동굴로 가득한 일련의 거

대한 산호 피나클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피나클이 서로 멀

리 떨어져 있어 이러한 거대한 구조물 주위를 비행하거나 활공하는 독특한 느

낌을 경험할 수 있다. 바다거북, 이글레이, 바라쿠다 및 다양한 상어와 같은 거

대한 해양생물을 자주 볼 수 있다.

Punta Sur 다이빙 레벨 : 중급자

거대한 동굴과 놀라운 지형으로 산호초 안쪽에서 30m 지점에서부터 시작하

여 심연이 내려다보이는 월의 40m 지점에 좁은 어두운 터널이 있다. 이곳에서 

이글레이와 상어 등을 볼 수 있다. 

Chun Chacaab 다이빙 레벨 : 중급자

코즈멜섬에서 리프를 찾기가 가장 어려운 곳이다. 다이빙에는 선장과 다이브

마스터의 능력 그리고 기상 조건 등이 맞아야 찾을 수 있다. 이 지역에는 완만

한 경사로 내려가는 탁 트인 곳에 스펀지산호와 씨팬이 있다.

Maracaibo 다이빙 레벨 : 중급자

이곳은 마라카이보(Maracaibo) 또는 라이트하우스 리프(Lighthouse Reef)라   

불리며, 코즈멜섬의 최남단에 있는 다이빙 장소중 하나이며 그 위치 때문에 조

류가 세고 및 일부 파도가 높다. 이곳은 해머헤드샤크(Hammer-head Shark) 

또는 이글레이(Eagle Ray)의 무리를 볼 수 있는 깊은 월다이빙을 한다. 

전기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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