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EMIL 
RESTAURANT

12:00 ~ 15:00
Last order 14:30

 해밀이란...

 “ 비가 온 뒤 맑게 갠 하늘 ” 이라는 뜻의 순 우리말 
 
제주의 향미가 가득한 특색 있는 메뉴와 
자연의 풍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 입니다.



NOTICE

“청정 제주 1등급 유정란”
해밀 레스토랑에서는 청정 제주의 깨끗한 공기와 물을 먹으며 자란 
제주 애월읍 소재의 ‘제주 웰빙 영농조합법인’ 1등급 유정란만을 사용합니다.
 



※ 상기 이미지는 실제 메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10% V.A.T included in price. 10%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국내산 쌀, 배추김치 (배추: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만 사용합니다.

           NEW MENU

15,000눈꽃 치즈우동

Udon with Grana Padano

이탈리아 그라나 파다노 치즈와 제주 1등급 유정란 노른자가 만나 향긋한 풍미를 가미한 치즈우동.

일본 ‘쯔유’를 베이스로 하여 맛과 풍미를 더한 해밀 레스토랑 별미 우동. 

눈꽃 치즈우동 맛있게 먹는 법!

Step 1. 뜨거울때, 노른자와 치즈를 마구 비벼준다.(고소함과 풍미 UP↑ )

Step 2. 기호에 따라, 통후추를 추가 주문하여, 향과 풍미를 더해준다.

WINE

NEW

해밀 레스토랑 신메뉴

BEST

CHEF’S TIP



※ 상기 이미지는 실제 메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10% V.A.T included in price. 10%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국내산 쌀, 배추김치 (배추: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만 사용합니다.

        Signature Menu

17,000제주 한치라면

(한치:국내산)
Korean Instant noodle with fried Jeju cuttlefish

제주 게우(전복내장) 육수의 깊은 맛에 제주 한치를 곁들인 제주 *바당의 맛!

탱글탱글한 식감을 좋아한다면 숙회, 겉바속촉을 좋아한다면 튀김을 드셔보세요!

*바당 : ‘바다’의 제주 사투리

맵기선택가능 - 기본적으로 살짝 얼큰함

제주 한치 라면 맛있게 먹는 법!

Step 1. 한치숙회 혹은 한치튀김을 선택합니다.
Step 2. 탱글탱글한 숙회는 고추소스와 곁들여서 드셔보시고,

           겉바속촉 튀김은 따로 건져서 바삭하게, 혹은 고추소스와 곁들여서 한입!

WINE

BEST

    산뜻한 봄 입맛을 되찾아 줄 해밀 레스토랑 추천 메뉴

CHEF’S TIP



※ 상기 이미지는 실제 메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10% V.A.T included in price. 10%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국내산 쌀, 배추김치 (배추: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만 사용합니다.

        Signature Menu

15,000제주 흑돼지 라면

(돼지고기/사골 : 국내산)
Korean Instant noodle with Jeju black pork

장시간 사골을 우려낸 깊고 진한 국물의 *배지근한 맛을 원한다면 강력 추천!

*배지근 : ‘묵직하고 감칠맛 난다’ 는 제주 사투리

제주 흑돼지 라면 맛있게 먹는 법!

Step 1. 주문전, 기호에 맞게 맵기를 선택한다.(기본적으로 살짝 얼큰함)
Step 2. 다진마늘을 추가 주문하여 더 담백하게 드셔보세요.

WINE

HOT

    산뜻한 봄 입맛을 되찾아 줄 해밀 레스토랑 추천 메뉴

CHEF’S TIP



※ 상기 이미지는 실제 메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10% V.A.T included in price. 10%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국내산 쌀, 배추김치 (배추: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만 사용합니다.

                                 NEW Menu

15,000제주 흑돼지 탕수라면

(돼지고기/사골 : 국내산)
Korean Instant noodle with Deep fried Jeju black pork

HIT Menu  흑돼지라면 육수 베이스에 최상급 제주 흑돼지 등심의 탕수육을 곁들인 이색라면

맵기선택가능 - 기본적으로 살짝 얼큰함

WINE

NEW

    산뜻한 봄 입맛을 되찾아 줄 해밀 레스토랑 추천 메뉴

제주 흑돼지 탕수라면 맛있게 먹는 법!

Step 1. 흑돼지 탕수육을 고추소스와 곁들여서 탕수육과 한 입!

Step 2. 국물에 푸욱~!! 적셔서 두입!

CHEF’S TIP



    

※ 상기 이미지는 실제 메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10% V.A.T included in price. 10%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국내산 쌀, 배추김치 (배추: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만 사용합니다.

19,000

흑돼지 돈까스 카레덮밥

(돼지고기:제주산)

(돼지고기:제주산)

pork cutlet with curry on the bowl

진한 카레와 담백한 흑돼지 돈까스가 더해진 카레덮밥

pork cutlet

제주 흑돼지의 등심을 튀겨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일식 돈까스

17,000

흑돼지 돈까스

추 천

해밀 레스토랑 쉐프의 2色 커틀렛 & 우동메뉴

Chef's Recommendation

* 해밀레스토랑 커틀렛은 최상급 제주 흑돼지의 등심,가브리살을 사용하며, 건강하고 신선한 흑돼지의
 
  미오글로빈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조리 시 선홍빛이 가운데 있더라도, 익지 않은게 아니오니 걱정없이 드셔도 됩니다. 

13,000

유부 우동 SET정식

Fried Tofu Udon with fried tofu rice balls

맑고 담백한 국물의 유부 우동세트
새로운 유부초밥 1pcs 선택 가능 ( 하와이안 / 게살 / 제주 독새기 中 택 1)
* 독새기 : 계란의 제주방언   

NEW



        
Side Menu

Fried tofu rice balls

SET 10,000 / 1PCS 3,000

4色 유부초밥

새코롬 돌코롬 한 맛이 일품인 네가지 스타일의 유부초밥.

    하와이안 스팸  - 파인애플 & 스팸  
    게 살               - 게살 & 마요
    치즈 닭갈비     - 치즈 & 닭갈비
    제주 독새기     -  계란 & 스위트소스

New

    

          

※ 상기 이미지는 실제 메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10% V.A.T included in price. 10%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국내산 쌀, 배추김치 (배추: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만 사용합니다.

RICES

Kimchi stew with Jeju Black pork and tofu

18,000

흑돼지 김치찌개

3개월 이상 직접 숙성시킨 김치와 제주 흑돼지를 넣어 끓인 
깊고 진한 맛의 김치찌개
※계란프라이는 반숙으로 제공됩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직원에게 말씀해주세요.

(돼지고기:제주산)

(닭고기: 브라질산)



 

 

BEER

SOJU

8,000
소주

Soju

7,000

12,000

카스 330ml

Cass

타이거 640ml

Tiger

DRINK

3,000

7,000

5,000

수제 청귤에이드

Handmade green tangerine ade

에이드 (오미자/레몬/청포도)

Ade (Schisandra / Lemon)

콜라, 사이다

Coke, Cider

COFFEE

6,000

7,000

레귤러 또는 아메리칸 커피

Regular or American Coffee

아이스 커피

Iced coffee

10% V.A.T included in price. 10%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Berver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