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Newswire] 제21회 하바노스 축제, 설립 500주년 맞은 아바나 기려

-- 하바노, 전통과 독점성의 상징이며, 그 역사는 이름이 유래된 '아바나'와 항상 매우 밀접한
관계 유지

(아바나 2019년 2월 20일 PRNewswire=연합뉴스) 올해 아바나가 설립 500주년을 맞이했다.
아바나에서 이름을 딴 하바노(Habano)의 역사는 아바나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하바노의
역사는 쿠바의 수도 아바나 전역으로 확장됐으며, 그 발자취는 아바나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500151-xxi-habanos-festival-tribute-to-havana/

담배 박물관(Museo del Tabaco)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기관이다. 방문객은 이곳에서 바람직한
하바노 애연가들이 즐기는 의식과 관련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아바나에서 하바노를 대변하는
또 다른 요소는 San Cristobal de La Habana 브랜드다. 이 브랜드의 비톨라 Prado는 아바나의
대표적인 거리에서 이름을 따왔다. Paseo del Prado에는 유명한 건물이 모여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1838년에 설립된 Gran Teatro de La Habana와 1929년에 건설된 아바나 국회
의사당이다. 아바나 국회 의사당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여섯 개 궁전 중 하나로 여겨진다.

하바노와 관련된 또 다른 상징물로는 대표적인 담배 공장이 있다. 이 공장에서는 쿠바의 시가
롤러들(cigar roller)이 가장 전통적인 Totalmente a Mano con Tripa Larga(롱 필러를 이용한 100%
수작업) 방식으로 하바노를 만든다. Real Fabrica de Tabacos Partagas는 아바나에서 가장 인기
많은 담배 공장 중 하나다. Fabrica de Tabaco Torcido El Laguito는 방문객 사이에서 가장
독점적이고 드러나지 않는 공장 중 하나로 유명하다. 마지막으로 Real Fabrica de Tabaco Torcido
La Corona는 쿠바에서 가장 독특하고 두드러진 건물 중 하나로 유명하다.

올해 하바노스 축제는 아바나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아바나 설립 500주년 및 아바나와 하바노
간의 관계에 대한 마스터 강의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강의는 아바나의 역사가인 Dr. Eusebio
Leal Spengler가 맡았다. 또한, 올해 축제에서는 아바나 설립 500주년을 기념해서 특별 독점
제작된 San Cristobal de La Habana 1519 (링 게이지 57 x 길이 170mm)의 담배 상자 50개도 선보일
예정이다.

Habanos, S.A.는 아바나는 물론 올해 20주년을 맞은 San Cristobal de La Habana 브랜드를
기념하는 저녁 환영 행사를 열면서, 아바나의 500년 역사를 기렸다.

(사진: https://mma.prnewswire.com/media/823883/HABANOS.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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