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틀해녀”는 1979년에 지어진 오래된 집을 호스트 가족이 손수 6개월에 걸쳐

리모델링하여 지금의 귀여운 방들과 이쁜 정원을 가진 집으로 변신하였습니다.

또한“리틀해녀”캐릭터는 만 9살된 저희 딸을 모델로 만들었어요.

태어나서, 베이징, 상하이, 서울 등의 대도시에서 자란 저희 아이는

환경 오염에 비염과 기관지염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 곳 제주도로

이주한 다음 너무 좋아한답니다.  저희 가족은 빠른 속도와 , 경쟁 그리고

환경문제를 떠나 제주도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자 하였고 이 곳에서 느리게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답니다. “리틀해녀” 저희 딸아이는 해녀 할머니와 함께 매주

수영과 물질 배우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이 곳에서 잠시 힐링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청결함이 첫번째라 매번 세시간씩

청소를 해요. 게스트를 빡빡히 많이 받기 보다는

작은 미니까페와 정원 등을 통해 여유를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 집

공간을 다소 비경제적(?)으로 만들었어요. 제주의 바다, 산 그리고 이야기들을

담아가시고 제주의 소중한 유산인 해녀의 정신도 한 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을은 해녀들이 살았고 아직도 사는 곳이며, 용담해안도로

바닷가에서 물질을 하는 해녀를 보실 수 있어요

해녀는“가족,“독립심”그리고“희망을 간직한 인내”라는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From Host Miya

Little Haenyeo Story



1. House door password   대문비번 : 체크인 후 알려드립니다.

2. Address 주소 :  제주시 용마로3길 10-7 (10-7, Yongmaro-3gil, Jeju-si)

3. Wifi :  Miyas garden, Password   비번 – 10041004 

4. Parking 주차 : Free parking just in fornt of the house  집앞 무료 주차

5. Non Smoking at home，Fine 100,000KRW.  실내금연, 벌금 10만원

6. Keep silent in the garden after 10PM.  10시 이후 정원에서 정숙 유지

7. Turn off the lights, heater & airconditioner when you leave the house  외출시 전등,에어컨과 난방의 전원을 꺼주세요.

8. Please download kakaomap, not using a navigation in Rent a car 

렌터카 내 네비게이션은 제주도에서 잘 맞지 않습니다. 카카오 네비게이션을 이용하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9. Don’t put a toilet paper too much into a toilet bowl but into a trash bin.Otherwise toilet bowl may be clogged. 

If clogged, self unclog a Toilet with a tool next to the toilet bowl

변기에 휴지를 많이 버리지 마시고 휴지통에 버려주세요. 변기가 막히면 변기 뚫는 도구를 이용하여 Self 뚫기 해 주세요.

10. Please self wash dishes  사용한 접시와 컵은 셀프 설거지

11. Follow Separate trashes  쓰레기 분기수거 규칙 따르기

12. Once You or your kid made a scratch or damage in this house, Please let host know immediately 

집안의 어느 부분 또는 물품에 스크래치 나 파손, 고장, 손상시 즉시 호스트에게 알려주세요

House Rule&Info



벽화

• Shin, Seung Hun

Graduated from Jeju national university, Fine arts

Graduated from Tokyo 東洋美術学校, Formative arts

2004 Award a grand prize of “Jeju island art exhibition”

2012 Exhibition “ Three Excellent Yong artists of Jeju”

2012 Exhibition “Korean Yong artists exhibition”

2013 Exhibition “Shin, Seung Hun personal exhibition”

2016 Exhibition “Shin, Seung Hun 4th personal exhibition”

2017 Exhibition  at “Gidang art museum”

벽화는 제주의 미술 작가 신승훈님께서 그려주셨어요. 신승훈 작가님은 현재 제주를 주제로 신비스러우면서도 동화 같은 느낌의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민박내 별채.해녀 까페

1. 해녀관련 책을 보고 해녀문화를 알아본다

2. 아날로그 스피커를 이용하여 본인의 휴대폰으로 음악 감상을 한다

3. CD 플레이어로 추억의 노래를 들어본다.

3. 차한잔, 커피한잔 여유

4. 정원을 바라보며 사색하기

5. 오래된 기타를 연주해 본다.

6. 호스트 가족의 작은 소품들을 감상한다.

7. 돌담 등 조명 전원을 연결하여 밤 빛 풍경을 느껴본다.



리틀해녀 오시는 길

경유지1:바당회국수
경유지2:킹콩부대찌게
주연수퍼쪽 골목 정자 주차



1) 해안도로까지 직진



2) 해안도로 끝에서 우회전



3) 킹콩부대찌게끼고 우회전



5) 주연수퍼골목으로 우회전



6) 주연수퍼 옆 정자에 주차



7) 또는 주연수퍼 옆 대로가 공영주차장에 주차



8) 정자 바라보고 왼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리틀 해녀 도착~!



번호키 열고 비번 누르면
끝~! 번호키는 체크인 할 때
호스트가 알려줍니다~

호스트가 직접 체크인 도와드리
고, 숙소 설명 드리니 도착 한시
간 전에 문자/카톡 주세요~^^



주변 약도

중화요리

낭만노가리
& 치킨

돈해야
흑돼지

미야즈클
로젯한복
촬영

CU편의점

진영마트
수퍼마켓

바당회국수

문세끼
고기국수

청해야
횟집

기념품숍



주변 약도

★★★ 돈해야 흑돼지

흑돼지+해산물 예술
돌솥비빔밥
냉면,김찌찌게 등
*사장님께 리틀해녀에서 왔다고 하면 잘해줌

10:00~21:00 라스트 오더



주변 약도

★★ 진영마트

슈퍼마켓, 고류, 냉동생선, 과일, 
야채, 생활 잡화
08:00~23:00



주변 약도

★★★ 낭만노가리

호텔 주방장 출신.프라이드치킨, 맥주, 노가리
배달은 불가.
*사장님께 리틀해녀에서 왔다고 하면 잘해줌
16:00~23:00



주변 약도

★★ 준이반점

11:00~19:30



주변 약도

★★★ 청해야 횟집
용두암해안도로에서 횟집으로 최고

• 사장님께 리틀해녀 소개로 왔다고 하면
잘 해줌
11:00~23:00



주변 약도

★★★ 호또 모또
일본 주방장 출신 제주도 어머니의 일본식
돈가스, 새우장 정식, 계절회, 물회 예술
벤쯔로드 소개 제주도 숨겨진 맛집
호스트 최애 맛집

11:00~21:00



주변 약도

★★★ 바당회국수
• 회국수, 해물탕, 게우밥, 갈치조림
• 아침식사 가능한 집
• 08:00~22:00



주변 약도
★★★ 수협어시장내 유진수산

차로 6분거리, 건입동 수협어시장 내
싱싱한 회 떠주는 집. Take out. 각 종 회,
뿔소라, 전복, 멍게, 해삼 등 친절하고 싼 집
동문시장내 가게는 별로라 여기 단골입니다.

*리틀해녀에서 왔다고 하면 잘 해줌
둘째주 화요일 빼곤 일요일도 영업
7:00~21:00



주변 약도

★★써니 꼬마김밥

테이크 아웃 꼬마김밥



주변 약도한복입고 용두암, 용연계곡 사진 촬영 서비스

• 전통한복 : 성인 3만원, 10세이하 1.5만원

• 생활한복 : 성인 1.5만원

• 용두암, 용연계곡까지 무료 가이드 및

• 무료 스냅 사진 촬영

• 에어비앤비에서 예약 가능



주변 약도



주변 약도

★★★ 미야즈 클로젯

한복대여, 전문 사진촬영 서비스
전통한복, 생활한복, 해녀한복
미야가 직접 운영
어린이 한복 (*사전예약필수)
10:00~17:00



Welc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