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ʻ탐모라’는�삼국시대에�불렸던�제주의�옛�명칭입니다. 

ʻ삼국사기’를�통해�처음�등장했던 ̒ 탐라’
ʻ탐라국’을 ̒ 탐모라국’이라�지칭하는
  사료가�다양하게�발견되면서,
ʻ탐라’의�또�다른�표현이
ʻ탐모라’라는�것을�알게�되었다고�합니다. 

사방이�바다에�둘러�쌓인�작은�섬나라 
ʻ탐모라’에서�지금의 ̒ 제주’까지. 

바당(바다)과�산에서�나는�신선한�먹거리로 
만들어진�다양한�제주�음식들. 

그�다양한�이야기를�이�곳, ̒ 탐모라’에�담았습니다.
 
좋은�음식을�함께�나누며 
몸도�마음도�건강해지는�시간이�되시길�바랍니다. 

모든�메뉴에는�부가가치세 ��%가�포함되어�있습니다.



해풍�찰보리�특전복죽
Abalone porridge with waxy barley

₩ 30,000

쇠고기�차돌박이�우거지탕
Beef stew with beef brisket

₩ 30,000

ﾱ차돌박이: 미국산, 사골: 호주산

전복�성게�미역국
Seaweed soup with abalone and sea urchin

₩ 30,000

ﾱ소고기: 호주산

Tammora Breakfast

6:30 AM - 10 AM



도미�머리탕 (맑은탕�또는�매운탕)
Sea bream head stew(Clear or Spicy)

₩ 28,000

전복�등갈비찜�반상
Braised back ribs with abalone 

₩ 30,000

돈등갈비: 스페인산

양념민물장어�덮밥
Seasoned freshwater eel over rice

₩ 38,000

LA갈비구이�반상
Korean-style grilled beef ribs 

₩ 38,000

소고기: 미국산

갈치조림�반상
Braised Cutlassfish 

₩ 40,000

12 NOON - 2:30 PM

탐모라 점심특선



오늘의�맡김요리�세�가지
Daily three chef's special dishes 

�막
Starter

한식병과와�후식
Korean traditional sweets & daily dessert

�막
Afters

Tammora Dining-A

탐모라 다이닝 A 코스

₩ 80,000

2인 이상 주문 가능 / 1일 전 주문 가능

Available for two or more /Reservations required at least one day in advance.

감태로�감싼�메로구이
Grilled toothfish wrapped in sweet laver

�막
Main dish

흑마늘을�넣은�불고기와�섭산삼
Bulgogi with Black Garlic and fried deodeok root 
with glutinous rice flour

□ 소고기 : 미국산

뿔소라�돌밥과�계절국
Stone pot rice with murex and seasonal soup



2인 이상 주문 가능 / 1일 전 주문 가능

Available for two or more /Reservations required at least one day in advance.

제주�표고버섯�전복�돌밥과�계절국
Stone pot rice with shiitake mushroom and abalone 
& seasonal soup

오늘의�맡김요리�네�가지
Daily four chef's special dishes 

�막
Starter

한식병과와�후식
Korean traditional sweets & daily dessert

�막
Afters

Tammora Dining-B

탐모라�다이닝 B코스

₩ 110,000

표고, 마를�곁들인�특선�전복찜
Braised abalones and shiitake mushrooms & chinese yam

�막
Main dish

탐모라�특제소스의�소갈비구이
Grilled beef ribs with Tammora's special sauce

□ 소고기 : 미국산



2인 이상 주문 가능 / 1일 전 주문 가능

Available for two or more /Reservations required at least one day in advance.

오늘의�맡김요리�네�가지
Daily four chef's special dishes 

�막
Starter

한식병과와�후식
Korean traditional sweets & daily dessert

�막
Afters

Tammora Dining-C

탐모라�다이닝 C코스

₩ 150,000

�막
Main dish

황금향�소스의�청정�금태구이
Blackthroat seaperch with citrus-beni madonna's sauce

□ 금태 : 국내산

적양파와�육전구이
Grilled red onions and meat pancakes

□ 소고기: 미국산

허브향�살치살�스테이크
Herb-scented chuck flap tail steak

□ 한우: 국내산



Beverage
음주류

쇼치쿠바이�타쿠죠
Shochikubai Takujyo

₩ 34,000720ml

720ml쿠보타�센쥬
Kubota Senju

₩ 99,000
₩ 44,000300ml

치요무스비�쥰마이긴죠�고우리키
Chiyomusubi Junmaiginjyo Kowoorik

₩ 90,000720ml

죠키겐�혼죠조�쇼죠
Jokigen Honjojo Shojo

₩ 60,000

₩ 6,000

₩ 15,000

₩ 12,000720ml

Japanese Liquors

Glass Bottle

에이드 -한라봉/ 자몽
Hallabong Ade or Grapefruit

₩ 7,600

콜라, 사이다
Coke or Cider

₩ 6,600

Non-alcoholic Drink

화요 ��
Hwayo 25%

₩ 40,000375ml

화요 ��
Hwayo 41%

₩ 70,000375ml

허벅술
Heobeoksul

₩ 42,000360ml

소주 -한라산 ��/��/ 참이슬
Soju(Halasan, Chamisul)

₩ 8,000360ml

맥주 -카스/테라
Beer(Cass, Terra)

₩ 8,000330ml

Domestic Liquors



원�산�지

맡김요리 / 환영음식�원산지

 쇠고기편채 ￜ쇠고기: 미국산

불고기아란치니 ￜ쇠고기: 미국산

베이컨말이 ￜ베이컨: 외국산(스페인,미국,독일)

쇠고기육전 ￜ쇠고기: 미국산

떡갈비라따뚜이 ￜ한우: 국내산

연어초밥 ￜ연어: 노르웨이산

롤비빔밥 ￜ쇠고기: 미국산

육회 ￜ쇠고기: 호주산

월과채 ￜ쇠고기: 미국산

ﾱ쌀: 국내산    ﾱ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국내산     ﾱ콩: 수입산

ﾱ찹쌀: 국내산　ﾱ두부:외국산(미국,중국,캐나다�등)

농산물

ﾱ돼지고기: 국내산(제주산)

ﾱ오리고기: 중국산

축산물

ﾱ갈치: 국내산                    

ﾱ참치: 원양산                     

ﾱ방어: 국내산(제주산)      

ﾱ도미: 국내산                       

ﾱ장어: 중국산

수산물
ﾱ메로: 원양산         

ﾱ전복, 소라: 국내산

ﾱ오징어젓갈: 국내산

ﾱ명란젓갈: 러시아산 

특정�음식에�대해�알레르기가�있으시면�사전에�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If you are allergic to any ingredients in particular, Please advise one of our staff in advance.  

ﾱ고등어: 노르웨이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