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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 아나, 캘리포니아) – 잠바® 주스, 큐도바 멕시칸 이츠®, OC 피자는 이제 
존웨인 공항에서 음식과 음료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각 옵션과 함께 터미널은 
색다른 맛과 선택의 기회를 안겨드립니다. 여행객들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메뉴 
가운데는 맛있게 블랜딩한 과일 스무디, 향긋한 멕시코풍 음식과 오븐에 구운 
신선한 피자가 있습니다. 

"존웨인 공항은 맛으로 뭉쳐진 세 곳의 새로운 파트너가 토마스 F. 라일리 
터미널에 입점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샬린 레이놀즈 공항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음식과 음료를 확대하는 것은 손님들에게 탁월한 기회를 
안겨드리기 위한 저희들의 끊임없는 헌신의 한 부분으로써 이뤄지는 것입니다." 

거의 30년 동안, 잠바®는 맛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친절한 직원이 서비스하는 
"훨드"로 유명한 향미를 만들었습니다. 메뉴에 따라 식물 종류를 기본으로 하는 
스무디와, 신선하고 맛있는 과일 토핑이 담긴 식기, 단백질 함양 음식, 그리고 즉석 
스낵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알아보고 싶거나 원격 주문을 한 다음 
터미널에서 찾아가려면 https://www.ocair.com/jamba-juice/ 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향취 음식으로 이끄는 큐도바 멕시칸 이츠®는 대담한 풍미와 현장에서 
직접 만든 맛있는 앙트레로 이뤄진 메뉴를 갖추고 있습니다. 고품질 재료를 
사용하여 타코, 부리토, 볼, 퀘사디아, 나초, 샐러드를 포함한 다양한 앙트레를 
만듭니다. 더 알아보고 싶거나 주문을 하시려면: https://www.ocair.com/qdoba/. 

존웨인 공항의 OC 피자를 지나서 여행하는 손님들은 지역에서 사랑받는 음식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신선한 지역 재료를 사용한 음식을 드시면서 
즐거움을 만끽할 것입니다. 메뉴에는 신선한 맞춤형 씬 크러스트 피자, 파스타, 
샐러드 등이 포함됩니다. 더 알아보고 싶거나 온라인 메뉴를 찬찬히 살펴보시려면 
이곳에 방문하세요: https://www.ocair.com/oc-pizza/. 

식당 옵션의 전체 목록과 존웨인 공항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이곳에 
방문하세요: www.ocair.com. 

-###- 

존웨인 공항(SNA)은 오렌지카운티가 소유하며, 운영 회사는 일반 기금 세입이 
전혀 없이 자립적으로 운영합니다. 본 항공사는 연간 1천만 명 이상의 승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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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히며,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30곳 이상의 직항편 행선지와 연결됩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www.ocair.com. facebook.com/johnwayneairport 
에서 좋아요, 혹은 Twitter @johnwayneair 와 Instagram @johnwayneair에서 
팔로우 부탁합니다. 

존웨인 공항의 보도자료를 자동으로 받고 싶다면  www.ocair.com 에 
방문하여 구독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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