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제 18회 하바노스 축제, 시가 롤러 위한 헌사 올려 
 

-- 상징적인 인물들인 시가 롤러, 하바노 생산 가능케 한 장본인인 쿠바 공장 전문가들로, 

스포트라이트 받아 

-- Cohiba 공장 El Laguito, 방문객들 입장 안내 

-- 쿠바의 정체성 상징하는 하바노스와 아바나 클럽 럼 만나 
 

(아바나 2016년 3월 3일 PRNewswire=연합뉴스) 제 18회 하바노스 축제의 절반이 

지났다. 올해 하바노스 축제는 방문객들을 잇는 공통 분모로 하바노를 소개하며 우호적이고 

독점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uk/7775251-XVIII-habanos-tribute-to-cigar-

rollers/ 

 

El Laguito의 Protocol Hall에서 시가 롤러들에게 헌사를 바치는 저녁 행사가 열렸다. 

시가 롤러는 노련한 손으로 하바노를 만들고 마는 생산 공정의 완성을 책임지는 유명한 

인물들이다. 이날 저녁 행사는 특별한 디테일과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참가자들은 

‘Trinidad Topes 2016 한정판’, 새로 나온 ‘H. Upmann Magnum 54’, ‘Cuaba 20 

Aniversario 특별판’ 등과 같은 올해의 주요 신제품 중 일부를 체험해보기도 했다. 

Cuaba 20 Aniversario 는 수제 담배 저장 상자를 상품 추첨에 내놓기도 했다.  
 

제 18회 하바노스 축제 참가자들은 오늘 상징적인 El Laguito 공장으로 견학을 갈 수 

있다. 이 공장은 Cohiba 브랜드 본사가 들어서기 전까지 전설적인 ‘Escuela de 

Torcedoras’(시가 롤러 학교)였다. 이 공장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 축제 

참가자들이 이 신고전주의풍 공장에서 하바노스 제조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던 마지막 

시기는 10년 전이었다.  

 

제 18회 하바노스 축제는 또한 Pinar del Río*의 Vuelta Abajo* 농장 견학 같은 여러 

가지 전통적이고 교육적인 행사들도 준비했다. Vuelta Abajo는 세계 최상급의 담배를 

재배하는 탁월한 지역이다.  

 

그뿐만 아니라 2일(수요일)에는 하바노스가 아바나 클럽 럼과 동맹을 맺기도 했다. 쿠바를 

대표하는 두 상품이 독점적으로 결합한 이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선별된 두 가지 아바나 

클럽 럼(Havana Club Unión - Cohiba Atmosphere 와 Havana Club Tributo 

Collection 2016)과 두 가지 고전적인 Cohiba vitolas (Cohiba Siglo VI 와 

Cohiba Genios)를 함께 즐기는 기쁨을 맞봤다.  

 

추가 정보: http://www.habanos.com 
 

보도자료 문의:   
Habanos, S.A.: 

Daymi Difurniao (ddifurniao@habanos.cu; Tel.: 5372040513, Ext. 565) 

Young & Rubicam Group: 

Mónica Perpiñá-R. (monica.perpina@yrbrands.com; Tel.: +34 620735355) 

 

(사진: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60301/339112 ) 
 

영상: http://www.multivu.com/players/uk/7775251-XVIII-habanos-tribute-to-
cigar-rollers/ 

 

출처: HABANOS 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