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창 너머 펼쳐지는 아름다운 한강 전경과 편안한 분위기, 최고의 셰프들이 선사하는 모던 이탈리안 퀴진을 만나보세요.
신선한 제철 재료와 다양한 시즈닝이 최고의 맛을 연출하며, 와인 전문가가 엄선한 와인이 풍성한 다이닝을 선사합니다.

DEL VINO uses domestically raised chicken, halibut (flatfish), jacopever (rockfish), sea bream, mackerel,
rice and Bahrain blue crab, squid(product of China), and octopus(product of Thailand) to serve our guests.
A mix of beef bone(product of Korea) and beef leg bone(product of Australia) is used for meat broth to
make the sauce.
DEL VINO에서는 국내산 닭,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도미, 고등어, 쌀과 바레인산 꽃게, 중국산 오징어,
태국산 낙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스류에 사용되는 육수는 국내산 한우 소고기 잡뼈와
호주산 사골을 혼합 사용합니다.

If you are allergic to any ingredients in particular or wish to make a special order, please advise
one of our staff in advance.
특정 음식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거나 특별히 원하시는 메뉴가 있으면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LUCE

65,000

ANTIPASTO
Chef special salad with shrimps, tomatoes and parmesan cheese

신선한 야채와 새우살을 곁들인 쉐프 스페셜 샐러드

ZUPPA
Chef’s special soup of the day

셰프 추천 수프

PRIMO PIATTO
Grilled ‘U.S’ beef tenderloin with grilled vegetable

최상급 미국산 안심 구이와 그릴야채 [소고기 _ 미국산]
or
Grilled Norwegian salmon and scallop with mushroom cream sauce

버섯크림 소스를 곁들인 노르웨이산 연어와 관자구이
or
Spaghetti with mozzarella cheese and cube beef in spicy Pomodoro sauce

매콤한 토마토 소스와 미국산 안심, 모짜렐라 치즈를
곁들인 스파게티[소고기 _ 미국산]

DOLCE
Walkerhill patissier recommended cake

워커힐 스페셜 케익
or
A traditional Italian tiramisu

티라미수
Coffee or tea

커피 또는 차

✽‘Hanwoo’ tenderloin will be available for an addition 25,000won
25,000원 추가 시 ‘국내산 한우 안심’ 으로 변경 가능 합니다.
✽Your Order is available on Monday through Saturday from 12:00 to 15:00.
12:00 ~ 15:00까지 주문 가능합니다.(월요일 ~ 토요일)

SOLE

81,000

ANTIPASTO
Assorted Italian cheese Salad with avocado and asparagus

지중해 스타일의 건강식 치즈 샐러드

ZUPPA
Chef’s special soup of the day

셰프 추천 수프

PRIMO PIATTO
Spaghetti with shrimps and radicchio in bisque sauce

비스크 소스로 맛을 낸 새우살과 라디치오를 곁들인 스파게티

SECONDO PIATTO
Grilled ‘U.S ’ beef tenderloin with scallop

최상급 미국산 안심 구이와 관자 [소고기 _ 미국산]

DOLCE
Walkerhill patissier recommended cake

워커힐 스페셜 케익
or
A traditional Italian tiramisu

티라미수
Coffee or tea

커피 또는 차

✽‘Hanwoo’ tenderloin will be available for an addition 25,000won
25,000원 추가 시 ‘국내산 한우 안심’ 으로 변경 가능 합니다.
✽Your Order is available on Monday through Saturday from 12:00 to 15:00.
12:00 ~ 15:00까지 주문 가능합니다.(월요일 ~ 토요일)

TR IP E L L A
DYNA M IC T R I P L E PARADE

TRIPELLA

150,000

ANTIPASTO
Mediterranean-style Hanwoo salad with black truffle

블랙 트러플을 곁들인 지중해 스타일 한우 샐러드
[소고기 _ 국내산 한우]

PASTA
Spaghetti with abalone, garlic, and zucchini in white wine sauce

전복과 애호박으로 맛을 낸 스파게티

PRIMO PIATTO
Pan seared foie-gras with port wine sauce and asparagus

포트와인 소스와 아스파라거스를 곁들인 푸아그라
[오리 _ 프랑스산]

SECONDO PIATTO
“Sous vide” U.S. prime beef sirloin steak and grilled scallop with caviar

수비드로 조리된 최상급 등심과 캐비어를 곁들인 관자구이
[소고기 _ 미국산]

DOLCE
Espresso opera cake & Kahlua sauce

에스프레소 오페라 케이크와 칼루아 소스
Homemade gelato

홈메이드 젤라토
Coffee or tea

커피 또는 차
✽‘Hanwoo’ tenderloin will be available for an addition 25,000won
25,000원 추가 시 ‘국내산 한우 안심’ 으로 변경 가능 합니다.
✽유료멤버십 10% 할인 가능
✽유료 멤버십 쿠폰 사용불가 & 워커힐 리워즈 적립불가

BRUN E L LO

170,000

ANTIPASTO
A TRIO OF SPECIAL ANTIPASTO
Caviar cake, Burrata cheese caprese and Polpette a siciliana

3종류의 스페셜 애피타이저 [돼지고기 _ 이태리산]

PASTA
Gragnano-style paccheri pasta with truffle pesto, mushroom, and pancetta

트러플과 판체타를 곁들인 그라냐노 지방의 파케리 파스타
[돼지고기 _ 이태리산]

PRIMO PIATTO
Grilled mero with seafood and squid ink broth

그릴한 지중해 스타일의 메로구이와 트러플향의 블랙잉크 소스

SECONDO PIATTO
Grilled prime Hanwoo tenderloin with abalone

최상급 한우 안심과 완도산 전복구이 [소고기 _ 국내산 한우]
or
Grilled Australian rack of lamb with abalone

호주산 양갈비와 완도산 전복구이 [양고기 _ 호주산]

DOLCE
Raspberry milk chantilly cream cake & Raspberry honey sauce

라즈베리 밀크 샹티이 크림 케익과 라즈베리 허니 소스
Coffee or tea

커피 또는 차

MONTEPULCIANO

300,000

ANTIPASTO
Beluga caviar with condiments

벨루가 캐비아

SECONDO ANTIPASTO
Mediterranean-style seafood salad with Italian dressing

지중해식 해산물 샐러드와 이탈리안 드레싱

PRIMO PIATTO
Pan seared foie-gras with caramelized balsamic vinegar and asparagus

발사믹 소스를 곁들인 푸아그라 [오리 _ 프랑스산]

PASTA
Spaghetti with abalone & zucchini in white wine sauce

전복과 애호박으로 맛을 낸 화이트 와인 소스 스파게티

SECONDO PIATTO
Surf and turf
Grilled prime Hanwoo tenderloin with live Maine lobster

최상급 한우 안심과 바닷가재구이 [소고기 _ 국내산 한우]

DOLCE
Chocolat grand cru bavaroise cream & Almond cake

쇼콜라 그랑그루 바바로와즈 크림과 아몬드 케익
Coffee or tea

커피 또는 차

A N T I PASTO
Mediterranean style healthy Hanwoo salad with black truffle
블랙 트러플을 곁들인 지중해 스타일 한우 비프 샐러드 [소고기 _ 국내산 한우]

32,000

A TRIO OF SPECIAL ANTIPASTO
Caviar cake, Burrata cheese caprese and Polpette a Siciliana
3종류의 스페셜 애피타이저 [돼지고기 _ 이태리산]

29,000

Caprese salad with burrata cheese, white anchovy, pancetta and pesto dressing
부라타 치즈, 화이트 앤초비와 판체타를 곁들인 카프레제 [돼지고기 _ 이태리산]

29,000

“DEL VINO” SPECIAL  ITALIAN STYLE CHEF SALAD
Avocado, olive, tomato, mozzarella cheese, prosciutto
델비노 스페셜 이탈리안 샐러드 [돼지고기 _ 이태리산]

30,000

Pan seared foie-gras with caramelized balsamic vinegar and asparagus
발사믹 비네그레트 소스를 곁들인 푸아그라 [오리 _ 프랑스산]

39,000

Grilled octopus with boiled potato and olives
감자와 올리브를 곁들인 피문어 구이

32,000

BELUGA CAVIAR 30G
Premium beluga caviar with condiments & melba toast
최상급 벨루가 캐비아

market price
시가

Caesar salad with shrimp, romaine, pancetta and parmesan cheese
새우살을 곁들인 시져 샐러드 [돼지고기 _ 이태리산]

27,000

Mediterranean-style seafood salad with Italian dressing
지중해식 해산물 샐러드와 이탈리안 드레싱

33,000

Signature dish

Z U P PA
Lobster bisque
비스크 크림 수프

24,000

Chef’s soup of the day
셰프 추천 수프

21,000

Cioppino (seafood stew with saffron and tomato)
샤프런과 토마토를 넣은 해산물 수프

25,000

PASTA a n d R I S OT TO
Homemade lasagna with tomato and vegetable in Bolonese sauce
볼로냐 지방의 스페셜 라자냐 [소고기 _ 호주산]

39,000

Spaghetti with pescatore in pomodoro sauce
해산물 토마토 소스 스파게티

37,000

Spaghetti with scallop and rucola pesto in crema sauce
관자와 루꼴라를 넣은 페스토 크림소스 스파게티

39,000

Spaghetti with abalone & zucchini in white wine sauce
전복과 애호박으로 맛을 낸 화이트 와인 소스 스파게티

45,000

Spaghetti with mackerel and leek in spicy E.X olive oil sauce
매콤한 올리브 오일 소스에 대파의 향을 더한 고등어 파스타

39,000

Linguine with live lobster, cherry tomato, and arugula in spicy tomato sauce
라이브 랍스터를 곁들인 매콤한 링귀니 파스타

59,000

Gragnano-style paccheri pasta with truffle pesto, mushroom, and pancetta
트러플과 판체타를 곁들인 그라냐노 지방의 파케리 파스타 [돼지고기 _ 이태리산]

45,000

Penne Arrabbiata serviced with mozzarella cheese and Hanwoo
한우 안심, 모짜렐라 치즈를 곁들인 매콤한 펜네 아라비아타 [소고기 _ 국내산 한우]

43,000

Spaghetti carbonara with bacon and pecorino cheese
까르보나라 [돼지고기 _ 미국산]

34,000

Risotto with squid ink, shrimp, scallop and calamari “NERO SAUCE”
해산물로 맛을 낸 오징어 먹물 리조또

42,000

Signature dish

✽If you want your pasta cooked ‘al dente’, please let us know in advance.
파스타 조리 시 ‘알덴테’를 원하시면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PESCE
Mediterranean style tomato broth with seabass, scallop, shrimp
지중해식 올리브 오일 소스와 신선한 토마토, 해산물을 곁들인 농어 요리

69,000

GRILLED SEAFOOD PLATTER
Abalone, fish of the day, octopus, king prawn and scallop
해산물 모둠구이

78,000

GRILLED SEAFOOD PLATTER + LIVE LOBSTER LINGUINE + GRILLED VEGETABLE
Abalone, fish of the day, octopus, scallop and Live lobster
라이브 랍스터 파스타와 해산물 모둠 구이

125,000

Maine live lobster
라이브 랍스터 그릴

160,000

Signature dish

CARNI
Grilled Hanwoo tenderloin
최상급 한우 안심 구이 [소고기 _ 국내산 한우]

95,000

Grilled Australian lamb of rack (4rack)
호주산 양갈비구이 [양고기 _ 호주산]

90,000

Grilled U.S. prime L-bone steak
최상급 미국산 뼈등심구이 [소고기 _ 미국산]

89,000

Italian chicken Sorrento marinated with mushroom, tomato sauce
이탈리안 치킨 소렌토 [닭고기 _ 국내산]

59,000

Pepper steak with asparagus
페퍼 스테이크 [소고기 _ 국내산 한우]

99,000

Surf N turf Grilled Hanwoo tenderloin & grilled Maine live lobster
최상급 한우 안심 구이와 라이브 랍스터 그릴 [소고기 _ 국내산 한우]

125,000

Surf N turf Grilled Australian lamb of rack & grilled Maine live lobster
호주산 양갈비 구이와 라이브 랍스터 그릴 [양고기 _ 호주산]

127,000

“BISTECCA FIORENTINA” prime T-bone steak
최상급 티본 스테이크 [소고기 _ 미국산]

135,000

Veal osso buco with tagliatelle l pasta
송아지 오소부코와 따글리아텔레 파스타 [소고기 _ 호주산]
Dry Aged Hanwoo rib eye steak (300g)
건조 숙성 한우 등심 스테이크 [소고기 _ 국내산 한우]

73,000

230,000

✽ Having precisely reserved in a dedicated aging room, the very best qualities and cuts of Hanwoo
allow you to experience an indelible flavor of dry-aged beef.
부드러운 육질에 소고기 특유의 풍미가 살아있는 Dry Aged Beef!
엄선된 최상급의 국내산 한우를 전용 숙성고에서 숙성시켜 스테이크의 깊은 향과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Condiment service
피노누아 레드 와인 소스 Pinot noir red wine sauce
버섯 크림 소스 Creamy mushroom sauce
페퍼콘 소스 Peppercorn sauce
포메리 머스타드 크림 소스 Creamy pommery mustard sauce

Signature dish

✽ All steaks will be served with your choice of sauce.
스테이크 메뉴에는 취향에 따라 소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CONTORNO
Truffle scented french fried potato
트러플향의 감자 튀김

15,000

Sautéed mixed vegetable
구운 야채 모듬

15,000

Seasonal vegetable salad with Italian dressing
이탈리안 드레싱을 곁들인 신선한 야채 샐러드

15,000

Grilled asparagus with truffle pesto
트러플 페스토를 곁들인 그릴 아스파라거스 구이

15,000

DOLCE
Vanilla choux, macaron , mini petit four
바닐라 슈크림, 마카롱, 미니 페티포

17,000

A traditional Italian tiramisu
티라미수

16,000

Raspberry milk chantilly cream cake& raspberry honey sauce
라즈베리 밀크 샹티이 크림 케익과 라즈베리 허니 소스

17,000

Chocolat grand cru crème bavaroise & Almond cake
쇼콜라 그랑 크뤼 바바루아 크림과 아몬드 케익

17,000

Sweety lime fromage tart & Yogurt chocolate crumble
스위티 라임 프로마주 타르트와 요거트 초콜릿 크럼블

17,000

Homemade gelato (choose 2 out of 3 flavors)
(Milk, Mango, Chocolate)
수제 젤라토

19,000

Assorted cheese platter
치즈 모둠

45,000

Seasonal fresh fruits
계절과일

45,000

Signature di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