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ll prices include a 10% VAT. 
모든 가격에는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For guests with food allergies or specific dietary requirements, please ask to speak to a manager.
음식 알레르기 또는 특별한 식이 조절식이 필요한 고객은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Consuming raw or undercooked eggs or meat may increase your risk of foodborne illness. 
*날것 또는 덜 익힌 계란이나 고기를 섭취하면 식중독의 위험이 증가 할 수 있습니다.

DAVINCI MENU



APPETIZER & SOUP

Krw 25.0

Krw 19.0

Burrata cheese salad
Burrata cheese, sundried tomato, basil pesto

브라타 치즈와 선드라이드 토마토

Grilled romaine lettuce salad
Romaine lettuce, Ricotta cheese, paprika dressing

그릴드한 로메인과 리코타 치즈

APPETIZER

Krw 15.0

Krw 19.0

Krw 12.0

Black tru�e rice soup
Rice, chorizo, black tru�e

쵸리조 소시지를 곁들인 송로버섯 라이스 수프

Cioppino
Spicy seafood tomato soup, crapmeat, mussel, shrimp, scallop

매콤한 씨푸드 해산물 수프

Daily soup  오늘의 수프

SOUP



PIZZA

Krw 25.0

Krw 25.0

Krw 22.0

Korean beef tenderloin pizza
Beef tenderloin, rocket gorgonzola cheese

한우 안심 피자

Quartetto formagio
Mozzarella, boursin, smoke cheese, gorgonzola

콰트로 치즈 피자 

Margherita
Mozzarella , basil, tomato, parmesan

마르게리타

PIZZA  8 INCH



PASTA

Krw 30.0

Krw 27.0

Krw 30.0

Krw 25.0

Krw 25.0

Korean beef spinach cream pasta
Korean beef tenderloin, spinach, mascarpone, tagliatelle

한우 안심 시금치 파스타

Basil genoverse pasta
Basil pesto, sundried tomato, tagliatelle

바질 페스토와 선드라이 딸리이텔레

Black tru�e pasta
Black tru�e, linguine

블랙 트러플 파스타 

Crab meat tomato pasta
Crab meat, spaghettini

홍게살 토마토 스파게티

Veggi oil pasta
Onion, mushroom garlic, black olive

베지테리안 오일 파스타

PASTA



MEAT

Krw 89.0

Krw 69.0

Krw 69.0

Krw 69.0

Korean beef tenderloin steak
Beef tenderloin, maldon salt, whole grain mustard, red wine café sauce

한우 안심 스테이크 200g

Costelette di agnello
Lamb chop, yogurt mint sauce, whole grain mustard

호주산 양갈비 스테이크 4ea

Lamb osso bucco milanese
Lamb shank, natural sauce, jardini vegetable, polenta

레드와인에 브레이징한 밀란스타일 램 오소부코 

Bisteca di manzo
Black angus ribeye, maldon salt, whole grain mustard, red wine café sauce

블랙앵거스 립아이 스테이크 300g (쇠고기:미국산)

MEAT
Served with seasonal veg. & potato



SEAFOOD

Krw 79.0

Krw 59.0

Seafood platter
Lobster tail, scallop, abalone, prawn

씨푸드 플래터

Grilled salmon & halibut
Salmon. halibut,teriyaki wasabi cream sauce

연어와 광어구이 듀오

SEAFOOD
Served with grilled vegetables



COURSE  MENU

Krw  130.0 / 150.0

Grilled cheese & mushroom caponata
그릴 치즈, 버섯 카포나타

Asparagus & artichokes with crisp procuitto
구운 프로슈토, 아스파라거스, 아티초크 크림수프

Caesar salad with red pepper dressing
시저 샐러드, 레드 페퍼 드레싱

Poached salmon with creamed wasabi sauce 
연어찜 와사비 크림 소스

OR

Steamed lobster with orange butter sauce
랍스터 찜 오렌지 버터 소스 (+20,000)

Mango sherbet
망고 셔벳

Hanwoo tenderloin steak
국내산 한우 안심 스테이크

*Served with grilled vegetable, mashed sweet potato, whole grain mustard, maldon salt, co�ee Red wine Sauce 

*구운 야채, 고구마 매쉬, 홀 그레인 머스타드, 말돈 소금, 레드 와인소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Davinci special dessert
다빈치 스페셜 디저트

Co�ee or tea
커피 또는 티

Giorno Di Primavera
COURSE MEN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