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eet ending 달콤한 디저트
kahala macadamia brownie sundae 카할라 마카다미아 넛 브라우니 아이스크림 12
vanilla ice cream, warm chocolate sauce, candied macadamia nuts, maraschino cherry

바닐라 아이스크림 | 따듯한 초콜릿 소스 | 설탕에 조린 마카다미아 넛 | 버찌

kona coffee cheesecake 코나 커피 치즈케이크 12
salted caramel, hazelnut streusel, macadamia nut ice cream

소금 카라멜 | 헤이즐넛 소보로 | 마카다미아 넛 아이스크림

island decadence 아일랜드 데카덴스 12
passion fruit mousse, chocolate flourless cake, white chocolate guava glaze, coconut tuille
NF

패션 후르츠 무스 | 밀가루가 없는 초콜릿 케이크 | 화이트 초콜릿 구아바 소스 | 코코넛 불리

tahitian crème brulee 타히티 크림 브륄레 12
caramelized pomegranate molasses, coconut shortbread cookie, seasonal berries
NF

설탕에 졸인 석류 | 코코넛 쇼트브레드 쿠키 | 계절 베리류 과일

sweet bread pudding 달콤한 브레드 푸딩 12
caramel sauce, macadamia nut ice cream

카라멜 소스| 마카다미아 넛 아이스크림

hawaiian sorbet 하와이안 샤베트 10
mango, guava, lilikoi (passion fruit), coconut
GF, NF, DF

망고 | 구아바 | 리리코이(패션 후르츠) | 코코넛

ice cream 아이스크림 10
vanilla, chocolate, coffee, macadamia nut

바닐라|초콜릿|커피|마카다미아 넛

Coffee 커피
signature kahala kona blend 시그니처 카할라 코나

skim or homogenized milk 3

블렌드 4.5

breve 탈지우유 6.5

espresso 에스프레소 5.5

espresso with half and half
에스프레소와 반반으로

café macchiato 카페 마끼아토 5.5

café mocha 카페모카 6.5

shot of espresso marked with a dollop of froth
에스프레소 샷과 소량의 거품

cappuccino 카푸치노 6.5

espresso, milk, chocolate
에스프레소, 우유, 초콜릿

café kahala 카페카할라 6.5

espresso, milk, froth
에스프레소, 우유, 거품

espresso, milk, chocolate, caramel, whipped cream
에스프레소, 우유, 초콜릿, 카라멜, 휘핑크림

café latte 카페라떼 6.5

iced thai coffee 아이스 타이커피 7

espresso with milk
에스프레소와 우유

espresso, milk and sweetened condensed milk
에스프레소, 우유, 연유

hot chocolate 핫 초콜릿 5.5

fine harney & sons teas 티 종류
japanese sencha 일본 녹차 6

earl grey 얼그레이 6

a japanese green tea hand-picked in spring
봄에 엄선한 일본 녹차

a blend of black teas with oil of bergamot
홍차와 베르가못 오일의 혼합

darjeeling 다즐링(인도 홍차)6

mint verbena 민트티 6

a blend of first flush and autumnal teas from the
himalayan highlands of Darjeeling
히말라야 고지의 다즐링에서 온 가을 차

a caffeine free herbal with mint leaves from Oregon
카페인이 없는 허브와 오리건주에서 온 민트 잎

chamomile 카모마일 6
a strong, fresh body with the scent of green apples
강하고 상큼한 향의 풋사과

decaffeinated ceylon 카페인이 없는 실론티 6
a decaffeinated black tea from Ceylon 실론에서 온
카페인이 없는 홍차

english breakfast 잉글리시 블렉퍼스트(홍차 종류)6
full-bodied loose leaf blend, strong color and aroma
맛이 풍부한 루스리프 블렌드, 강한 색과 향

dessert cocktails 디저트 칵테일
cocotini 코코티니 12

nutty Hawaiian 견과맛이 나는 하와이안 드링크 12

vodka, malibu rum, coconut syrup, pineapple juice
보드카, 말리부 럼, 코코넛 시럽, 파인애플 주스

macadamia nut liqueur, vanilla cognac,
coconut cream
마카다미아 넛 리큐어, 바닐라 코냑, 코코넛 크림

chococotini 초코코티니 12
vodka, malibu rum, coconut cream, godiva dark
chocolate liqueur
보드카, 말리부 럼, 코코넛 크림, 고디바 다크 초콜릿 리큐어

chocolatini 초코라티니 12
vodka, godiva dark and white, sugar cocoa rim
보드카, 고디바 다크&화이트, 설탕 코코아 테두리

espressotini 에스프레소티니 12
godiva dark chocolate liqueur, vanilla vodka,
espresso, cream
고디바 다크 초콜릿 리큐어, 바닐라 보드카, 에스프레소, 크림

nocello 헤이즐넛 맛의 드링크 12
frangelico, baileys, ice
프란젤리코(헤이즐넛 향),베일리스(아이리쉬 위스키),얼음

coffee drinks with liquor 커피를 베이스로 한 술
keoki coffee 케오키 커피 12
coffee, kahlua, brandy, dark crème de cacao
커피,깔루아,브랜디, 다크 크렘 드 카카오

coffee, amaretto, baileys, godiva white liqueur
커피, 아마레또(아몬드 향), 베일리스(아이리쉬 위스키),
고디바 화이트 리큐어

grand affair 그랜드 어페어 12

perfect night 퍼펙트 나잇 12
coffee, frangelico, baileys, amaretto
커피, 프란젤리코(헤이즐넛 향), 베일리스(아이리쉬 위스키),

coffee, grand marnier, kahlua, baileys
커피, 그랜드 마르니에(꼬냑 베이스), 깔루아, 베일리스

아마레또(아몬드 향)

(아이리쉬 위스키)

hawaiian coffee 하와이안 커피 11

chip shot 칩 샷 12

coffee, macadamia nut liqueur
커피, 마카다미아 넛 리큐어

coffee, tuaca, baileys
커피, 투아카(브랜디 베이스), 베일리스(아이리쉬 위스키)

Desire 디자이얼 12
full minty 풀 민티 11
coffee, peppermint schnapps, chocolate syrup, cream
커피, 페퍼민트 진, 초콜릿 시럽, 크림

please refrain from feeding the birds.
service charge of 18% will be added to checks for parties of 6 guests or more.
a $2 surcharge will be added to all split dishes.
새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을 삼가해 주십시오.
6 인 이상의 단체 고객분들에게는 18%의 봉사료가 계산서에 추가되어 집니다.

각각의 접시마다 $2 의 추가요금이 발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