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제 18 회 하바노스 축제, 세계적인 스타들 함께 해 
  
-- Chucho Valdés, Estrella Morente 및 Jorge Drexler, Cohiba 브랜드에 대한 
헌정 위해 이번 최종 기념행사에 참석  
-- ‘Cohiba 50 주년’ 위한 단독 특별판 담배 저장상자 첫 번째 상품에 대한 경매 통해 
32 만 유로 상당 모금 
-- 제 15 회 국제 하바노스 소믈리에 경연대회, 쿠바의 Juan Jesús Machín 가 ‘명인 중 
명인’으로 우승 
  
(아바나 2016 년 3 월 5 일 PRNewswire=연합뉴스) 쿠바에서는 다시 한번 하바노 문화를 
기념하는 가장 성대한 세계적인 연례행사를 경험했다. 축제는 Cohiba 브랜드 50 주년을 
기념하고, 새롭게 출시되는 신상품을 특별히 시음해보는 기념 만찬행사를 통해 끝을 
맺었다. 기념만찬에는 1 천 200 명의 참가자들이 참여해 쿠바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Chucho Valdes, 스페인의 플라밍고 가수 Estella Morente 와 우루과이의 싱어송라이터 
Jorge Drexler 가 공연하는 라이브 연주를 즐겼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uk/7779251-international-stars-xviii-
habanos-festival/ 
 
올해의 전통 담배 저장상자 수집품 7 점에 대한 경매는 쿠바 보건체계에 전액 기부 
예정이며, 총 86 만 5천 유로를 달성했다. 이번 경매에서는 특별히 ‘Cohiba 50 주년’을 
기념하는 단독 특별판 담배 보관상자 첫 번째 제품(01/50)에 대한 경매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해당 경매 건은 32 만 유로를 달성했다. 이 담배 저장상자는 진정한 
예술작품이자 독특한 수집품으로, 전통적인 공예와 기술적 디자인과 개발에 있어서의 
진정한 혁신을 제시하고 있다. 
 
저녁 시간에는 제 15 회 하바노스 소믈리에 경연대화를 통해 ‘명인 중 명인’을 선정했다. 
우승자는 쿠바의 Juan Jesús Machín 였다. Luis Manuel García Urrea 
(아랍에미리트연합)와 Pedro Tejeda (쿠바)가 각각 2 위와 3 위를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제 20 회 하바노스 수상식 2015 가 열렸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Valerio 
Cornale 이 수상했다. Dominique Gyselinck 가 사업 분야에서 수상했고, Manuel 
Tuero 은 생산 분야에서 수상했다. 
 
세계 최고 품질의 담배를 기념하는 이번 연간행사는 해당 역사에 있어서 이정표로 
자리잡았다. 60 여 개국에서 온 2 천 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다시 한번 함께 모이며, 
하바노스의 가장 우수하고 세계적인 상품출시를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었다. 
 
http://www.habanos.com 
 
보도자료 문의:   
Habanos, S.A.: Daymi Difurniao (ddifurniao@habanos.cu; Tel.: +53-
72040513, Ext. 565) 
Young & Rubicam Group: Mónica Perpiñá-R. (monica.perpina@yrbrands.com; 
Tel.: +34-620735355) 
 
(사진: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60305/340762 ) 
 
영상: http://www.multivu.com/players/uk/7779251-international-stars-
xviii-habanos-festival/ 
 
출처: HABANOS 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