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세계 최고 담배 선보인 주요 연례 행사 하바노스 축제, 올해도 아바나에서 
열려 
 
-- Cohiba 브랜드, 올해 50 주년 기념해 올해 축제에서 가장 큰 활약 기대 
-- Hoyo de Monterrey, Cuaba 및 H. Upmann 와 같은 브랜드들의 올해 최근 출시작 
소개 예정 
-- 올해 하바노스 축제에 50 개국 이상에서 1 천 500 명 이상 참가 예상 
 
(아바나 2016 년 2 월 11 일 PRNewswire=연합뉴스 이달 29 일부터 다음 달 4 일까지 
아바나에서 제 18 회 하바노스 축제가 열린다. 이 축제에서는 올해 출시될 가장 중요한 
신제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올해는 가장 독점적인 하바노스 브랜드인 Cohiba 가 설립 
50 주년을 맞이해 특별한 역할을 수행한다. Hoyo de Monterrey 브랜드도 Reserva 
Cosecha 2012 로 상당한 존재감을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립 20 주년을 맞은 Cuaba 
브랜드는 La Casa del Habano 의 독점 특별판을 출시하고, H. Upmann 브랜드는 정규 
라인에 특별판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uk/7757451-havanna-annual-event-tobacco-
the-habano/ 
 
제 18 회 Habanos 축제 관람객들은 5 일 간 세계 최고의 담배에 특화된 모든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축제는 이달 29 일 무역박람회로 시작되며, 이를 통해 50 개국 
이상에서 1 천 500 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Old Tobacco and Wood 
Warehouse 에서 열리는 환영 만찬에서는 Hoyo de Monterrey Reserva Reserva 2012 
발표회가 있을 예정이다.  
 
하바노스와 독점적인 식품이 전시되는 국제 세미나에서는 하바노스와 Havana Club 럼주 
간의 동맹, Habanosommelier 국제 대회 및 가장 긴 담뱃재 대회 등이 열릴 예정이다.  
 
그 외 특별 행사로는 Vuelta Abajo* (Pinar del Río) 농장과 Cohiba 브랜드의 
탄생지인 El Laguito 공장 견학 및 Habanos Cigar Roller 찬사의 밤 등이 있다.  
 
갈라 이브닝 행사로 막을 내리는 축제의 마지막 날에는 50 주년을 맞은 Cohiba 브랜드를 
기리고, 하바노스 상 시상식과 전통적인 Humidor 경매가 열릴 예정이다. 이 경매에서는 
주요 개발 상품이 판매되고, 수익금 전액은 쿠바 보건 시스템에 기부된다.  
 
*(P.A.O) 원산지 보호명칭 
 
CONTENIDO ADICIONAL.-  
 
Corporación Habanos, S.A. 소개 
Corporación Habanos, S.A.는 쿠바 내 및 전 세계의 ‘고급’ 시가 상업화에서 세계적인 
선도기업이다. 회사는 5 개 대륙 150 개국 이상에서 독점 공급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http://www.habanos.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Habanos, S.A.는 27 개의 고급 브랜드를 상업화하고 있으며, 모든 제품은 완전 
수작업으로 생산된다. 원산지 보호명칭의 적용을 받으며, 여기에는 Cohiba, 
Montecristo, Romeo y Julieta, Partagás, Hoyo de Monterrey and H. Upmann 
등 많은 브랜드가 포함된다. Habanos 는 200년 이상 동안 수작업으로 생산된 독특한 
제품으로, 세계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추가 정보: http://www.habanos.com 
 



보도자료 문의: 
Habanos, S.A.:  
Daymi Difurniao 
ddifurniao@habanos.cu 
0053-720-40513 ext. 565 
 
(사진: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60210/331698 ) 
 
출처: HABANOS 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