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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식 & 브롯차이트(간단한 식사) 
소고기 콜드 로스트 서양 고추냉이, 피클, 버터, 빵 곁들임       

훈제 연어 서양 고추냉이크림에 독일식 감자 팬케이크 곁들임    

바우언 프레스햄 식초, 오일, 양파에 넣고 빵 곁들임     

뮌헨식 소시지 샐러드 레겐스부르거 소시지, 자색양파, 빵 곁들임    

“자우어 텔러“ 레겐스부르거 소시지 샐러드, 흑백 프레스햄, 로마두어 크림치즈, 식초와 

오일에 절인 자색양파, 빵 

남 티롤 베이컨 서양 고추냉이, 버터, 빵 곁들임   

 

아우구스티너– 비어슈투벤 브롯차이트       

소고기 콜드 로스트, 간 소시지(레버 부어스트), 에어 드라이 훈제 소시지, 니더바이언 

온훈법 훈제 소시지, 미트로프, 에멘탈러 지츠, 켈러 카스 수제 치즈에 토마토, 피클, 삶은 

달걀로 장식, 버터, 빵, 브레첼 

 
 

치즈 
안덱스 로마두어 식초와 오일에 절여 새큼함, 자색양파와 빵 

켈러 카스 까망베르와 후레쉬 치즈 조합, 자색양파, 빵, 브레첼 

모둠 치즈 바이에른과 포어아를베르크 특산물 치즈, 버터와 빵 
 

가든 샐러드 

모둠 샐러드 제철 채소로 준비       

“셰프 샐러드“ 잎사귀 채소에 치즈, 슬라이스 햄, 삶은 달걀, 크로통 

티롤 산악 샐러드 다채로운 잎사귀 채소에 티롤 베이컨 볶음, 잘게 썬 빵, 양송이버섯, 파마산 

치즈, 발사믹 드레싱 

“칠면조 샐러드“ 다채로운 잎사귀 채소에 발사믹 드레싱, 옥수수 콘, 호박씨 오일, 구운 

칠면조 슈니첼 
 

브레드 슬라이스   브레첼    사이드  

글루텐 프리 브레드(준비 시간 10 분)         

 

수프 요리 
타펠슈피츠 레버 크뇌델과 서양 부추 곁들인 소고기 수프      

바이에른 감자 수프 대파 슬라이스, 베이컨, 양파  
 

신선 소시지 
오리지널 뮌헨 바이스 부어스트 Wallner   1 개  

비엔나소시지 Wallner     2 개  

갓 구운 레버 케제  – 차게 서빙 가능- 정육점 Kaupp  

뉘른베르크 구운 소시지 팔츠 자우어크라우트             6 개 

뉘른베르크 구운 소시지 팔츠 자우어크라우트             9 개 

모둠 소시지 종류별 모든 소시지, 허브와 구운 감자 

 

신선 생선 
연어 필렛 허브 버터로 구움, 찐 감자와 그날의 채소 

대구 필렛 구이 요리, 감자 오이 샐러드와 레물라드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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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메뉴는 매일 신선하게 조리합니다 

마울타쉐(독일식 만두) 자우어크라우트, 베이컨-양파 조림    

어린 돼지고기 구이 목살, 감자 크뇌델과 레드 캐비지   

½ 바싹 구운 슈바이네학세 감자 크뇌델, 베이컨 양배추 샐러드  

¼ 오리고기 감자 크뇌델, 레드 캐비지    

바싹 구운 새끼돼지 감자 크뇌델, 베이컨 양배추 샐러드  
 

인기 메뉴 
¼ 오리고기와 새끼돼지 구이 1 조각 감자 크뇌델, 레드 캐비지  

½  오리고기 그릴 구이, 감자 크뇌델, 레드 캐비지    

 

아우구스티너 특선 메뉴        

새끼돼지 최고급 부위, 학세, 오리고기, 소시지에 자우어크라우트, 감자 크뇌델, 그날의 채소 

 

그릴 및 구이 

페퍼 슈니첼 돼지고기, 매콤한 후추소스로 구움, 수제 버터 슈페츨레(면)   

뮌헨 슈니첼 겨자 고추냉이 크러스트와 감자 샐러드   

코르동 블뢰 돼지고기, 감자튀김      

황소요리(엉덩이살 슬라이스 구이) 매콤한 후추소스에 감자 구이 

양파와 고기 로스트  등심, 찐감자     

비엔나 슈니첼 송아지 등심으로 조리, 차게 조리한 크랜베리와 감자 구이 

 

“아그네스 베르나우어“ 요리 송아지 등심 스테이크 2 쪽,    

수제 버터 슈페츨레(면), 크림 양송이버섯, 양파구이 
 

채식 요리 

오븐 감자구이 후레쉬 치즈와 샐러드 장식     

훈제 연어 슬라이스 추가 가능       

알고이 치즈 슈페츨레 양파구이와 샐러드     

통보리 리소토 파마산 치즈, 뿌리채소, 멜티드 토마토 

 

모둠 버섯요리 허브크림소스, 수제 젬멜 크뇌델 

 
 

디저트 

다양한 아이스크림 생크림 추가        

바이에른 바닐라 크림 산딸기와 생크림, 유리병에 서빙    

포도주 절임 과일(각종 산딸기)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생크림   

갓 구운 독일식 호빵 허니 크러스트, 따뜻한 바닐라 소스   

사과파이 계피, 설탕, 바닐라 아이스크림     

갓 구운 애플 슈투루델 바닐라 소스와 생크림   

카이저슈마른 아몬드, 건포도, 크랜베리, 사과무스 

  
원하시면, 일반 빵 대신 글루텐 프리 빵으로 드립니다 

Unsere Bierspezialitäten 
- 글루텐 프리   - 락토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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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구스티너 포도주 오크통 저장    0.5 l  

  1 l  

아우구스티너 바이스비어  0.5 l  

 

쾨니히 루드비히 바이스비어 다크  0.5 l  

쾨니히 루드비히 바이스비어 라이트  0.5 l  

쾨니히 루드비히 바이스비어 무알코올  0.5 l  

 

아우구스티너 필스  0.33 l  

아우구스티너 다크 오크통 저장  0.5 l  

 

클라우스탈러 무알코올  0.5 l  

 

라들러  0.5 l  

  1 l  

루센(맥주+ 레모네이드)            1 l  

 

무알코올 음료 

코카콜라- 코카콜라 라이트  0.2 l  

  0.4 l  

환타  0.2 l  

  0.4 l  

레모네이드  0.5 l  

콜라 믹스  0.5 l  

애플 숄레  0.5 l  

구스베리 숄레  0.4 l  

아델홀체너 유기능 라바바 숄레  0.5 l  

사과주스  0.4 l  

오렌지, 구스베리 주스  0.4 l  

 

슈웹스 비터 레몬  0.2 l  

슈웹스 토닉 워터  0.2 l  

슈웹스 진저에일  0.2 l  

  

아델홀체너 탄산수/무탄산수  0.25 l  

아델홀체너 탄산수/무탄산수  0.75 l  

물  0.5 l  

 



                                                                                                                                                

가격은 영문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 식전주 

아페롤 스프리츠  0.2 l  

 

롱 드링크  

바카르디 콜라– 캄파리 오렌지– 진토닉– 보드카 레몬                  

 

문의하시면 상세 와인 메뉴판을 즉시 가져다드립니다. 

 

오픈 와인 0.2l 

화이트 

샤도네  라인가우 리즐링 Q.b.A. 

드라이, 엘리건트 드라이, 신맛 

프라텔리 엔드리치, 트렌티노 로버트 바일, 굿즈리즐링 
 

레드 

카베르네 소비뇽  세르파일로 로소 토스카나  

드라이, 소프트  진함, 후레쉬 

프라텔리 엔드리치, 트렌티노 세르파이아 마레마 토스카나 

  

   와인숄레  

   레드                    0.5  l  

                      0.2 l         

   화이트                 0.5 l        

                             0.2 l          

와인병 
 

-화이트- 

그뤼너 벨트리너 프라우엔그룬트                                           0.75 l  

크렘슈탈 DAC – 요셉 도크너 

흰색 구스베리와 자몽 향,  

감미롭고 깊은 허브 아로마. 

 

리바너 하우스 클로스터베르그                                              0.75 l  

빈굿 몰리토- 모젤 

플라워, 푸루티, 엘리건트, 섬세한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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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가우 리즐링 Q.b.A. 0.75 l  

로버트 바일- 라인가우 

드라이, 푸루티 

 

루가나 DOC 0.75 l  

불가리니 롬바르데이 

대표 와인, 섬세, 푸루티, 살구와 복숭아 향미. 

드라이, 진하고 구조감, 섬세한 산미 

  

-레드- 

그룬트슈톡 로트바인 쿠베 0.75 l  

강함, 소프트, 부드러운 체리향 

바인굿 슈테판 루츠- 라인헤센 
 

블라우어 츠바이겔트 0.75 l  

드라이, 소프트, 진한 풍미 

바인굿 하네스 리- 부어겐란트 
 

멜로 상 시몬느 DOC       0.75 l 

드라이, 진한 풍미, 하모니  

섹트와 샴페인 
 

라 지오이사 프로세코 0.2 l  
 

프로세코 상 시몬느 0.75 l  

비노 프리찬테 
 

퓌어스트 폰 메테르니히 0.75 l  

드라이  
 

하우스 샴페인은 프랑스 샴페인 지역 작은 주조장에서 만듭니다. 

와인 공급자 비노텍 사비처 추천 

크레망 드 리무 쿠베 1531 브루트 0.75 l  

크레망 드 리무 쿠베 1531 핑크 브루트 0.75 l  

모리체 브루트 샴페인 0.75 l  

모리체 브루트 로제 샴페인 0.75 l  

베브 클리오, 브루트 0.75 l  

모엣& 샨돈, 브루트 0.75 l  

증류주 2 cl 

남 티롤 양조장 피르허(PIRCHER) 공급 

빌리암스비어네 40% acl.   누스 슈납스  

과일주 38% acl.                        누스 리큐어        

  

파너 빌리암스(꿀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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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네 브랑카  그라파  

보드카 모스코브스카야  클로스터브루더  2 cl  

라마조티  클로스터브루더  5 cl  

예거마이스터  그라즐 엔치안  

빌리부즈(WilliWuzzz, 빌리암스+ 배 주스+ 배 조각)   

 

양조장 란텐하머 암 슐리어제(Lantenhammer am Schliersee)에서 고품질 양주 공급 

마릴렌브란트      2 cl 

슐레엔가이스트      2 cl 

빌리암스비어넨브란트- 여과하지 않음   2 cl   

하젤누스       2 cl   

 

따뜻한 음료 

달마이어 커피 잔  

달마이어 커피 머그  

달마이어 커피, 디카페인 잔  

에스프레소 “달마이어 팔라조”  잔  

더블 에스프레소 잔  

에스프레소 마키아토   

카푸치노 잔  

카푸치노, 우유 거품 포함 머그  

라테 마키아토 유리잔  

핫초쿄 머그  

홍차 또는 허브차 머그  

글루바인– 겨울에 뜨겁게 마시는 와인 머그  
요리와 음료 성분은 안내 표지판을 참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