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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의 다이빙 포인트 

제주도 서귀포 범섬
범섬은 수심이 낮은 곳에서부터 깊은 곳까지 다양해서 다이빙 교육장소로 

적합하다. 또한 대형 수지맨드라미산호, 해송, 말미잘군락 등과 그속에 사는 

다금바리, 돌돔, 광어, 가오리, 청황문절 등 다양한 어종들을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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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섬
범섬은 예로부터 호랑이의 형상을 닮았다 해서 범도(凡島)，호도(虎島)라 하였고, 

지금은 ‘범섬’이라 부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해안으로부터 약 1.5㎞ 

지점에 위치한 무인도이다. 또한 범섬은 1374년(공민왕 23년) 반란을 일으킨 제주

도 목호들이 마지막으로 저항하여 최영 장군이 이들을 토벌한 곳으로 유명하다. 

섬의 정상부는 평탄한 평지를 이루고 있으며 정상부 남쪽에 우물이 있다. 전체 모양

은 남북 길이가 580m, 동서 길이가 450m인 긴 타원형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고, 

경사 60~100%의 급경사를 가진 단사면 구조를 이루고 있다. 섬 주변은 주상절리

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동북쪽 절벽에는 콧구멍처럼 생긴 커다란 해식동굴(파도의 

작용으로 절벽에 만들어진 동굴)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해식동굴이 있다. 

범섬은 수심이 낮은 곳에서부터 깊은 곳까지 다양해서 다이빙 교육장소로 적합하

다. 또한 대형 수지맨드라미산호, 해송, 말미잘군락 등과 그속에 사는 다금바리, 돌

돔, 광어, 가오리, 청황문절 등 다양한 어종들을 볼 수가 있다.

범섬은 문섬과 함께 천연기념물 제421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으며, 범섬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서귀포항이나 법환포구 등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 

주상절리, columnar joint , 柱狀節理 
마그마의 냉각과 응고에 따른 부피 수축에 의해 생기는, 다각형
(多角形) 기둥 모양

범섬의 모습 / 사진 김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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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송(천연기념물 제456호)

산호 군체의 전체적인 모습이 육상의 소나무와 흡사하여 바다

의 소나무 즉 해송(海松)이라 부른다. 다른 말로 검정뿔산호라

고도 하며 천연기념물 제456호로 지정되어 있다. 군체는 나뭇

가지 모양으로 가늘게 나뉘어 있고 큰 것은 높이 2∼3m가 된

다. 중심의 골축(骨軸)은 검고 광택이 있으며 그 위에 흰색 또는 

담홍색의 육질부가 덮여 있다. 한국에서는 울릉도에서 제주도까

지 수심 10m 내외 따뜻한 바다의 바닥 근처 바위에 서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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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섬의 다이빙사이트
범섬 다이빙은 주로 범섬의 새끼섬 포인트와 본섬 북서쪽 포인트에서 

이루어진다. 가끔 범섬 콧구멍 포인트를 찾는 다이버들도 있다.

범섬 새끼섬
범섬 새끼섬에는 넓은 파식대가 있어 다이빙 장비를 풀어놓고 세팅하

기에 적당하다. 새끼섬 파식대에서 입수하면 수심 15m 정도가 되며, 

새끼섬의 벽을 따라 서쪽으로 유영하면 절벽에는 연산호와 부채뿔산

호와 해송들이 보인다.

북서쪽 포인트
본섬 북서쪽 포인트는 파식대가 좁아서 다른 포인트에서 파도가 높

아 다이빙을 할 수 없을 때 가끔 이용한다. 파식대에서 입수하면 수심 

15m 정도가 되며, 북서쪽으로 완만하게 깊어진다. 이곳에는 커다란 

바위들이 흩어져 있고, 다양한 색상의 연산호와 말미잘군락이 보이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흰동가리돔과 갯민숭달팽이 등을 볼 수도 있다. 

해식 쌍굴 포인트(일명 : 콧구멍 포인트)
본섬의 동남쪽에 위치한 콧구멍 포인트는 수심은 14m 정도 되며, 범섬 

육상에 있는 주상절리가 그대로 바다속으로 이어져 있다. 25m 수심

에 이르면 모래와 바위가 혼재된 지형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큰 수지

맨드라미 산호가 듬성듬성 보인다. 

범섬

북서쪽 포인트

새끼섬 포인트

해식 쌍굴 포인트

파식대(波蝕台) wave-cut platform  
암석으로 된 해안이 침식작용을 받으면서 해식애 아래에 형성되는 평평한 침식면이다. 

해수면

파식대

해식애

해식 동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