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 곧 열리는 하바노스 축제; 올해는 최대의 최상급 담배 축제가 될 전망 
 

-- 하바노스에 관한 지식과 향유를 중심으로 하며, 다양한 활동 진행하는 포괄적인 축제 

프로그램을 일주일간 전개 

-- 50개국 이상에서 담배 애호가들이 참여할 전망  
 

(아바나 2017년 2월 6일 PRNewswire=연합뉴스) 아바나가 제 19회 하바노스 

축제(Habanos Festival)를 준비 중이다. 제 19회 하바노스 축제는 이달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열리며, 올해 가장 큰 새로운 개발 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별 제품을 

비롯해 일반 포트폴리오 제품과 관련한 신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축제 참가자들은 축제 

기간 내내 독점적으로 신제품에 관한 정보를 얻고, 직접 테스트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 Upmann 브랜드는 자사의 첫 번째 Gran Reserva Cosecha 2011 발표로 

눈길을 끌 전망이다. Montecristo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완전히 새로운 제품 라인을 

자사 포트폴리오에 추가 중이다. Quai D'Orsay 브랜드도 제 19 회 하바노스 축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바노스 축제는 세계 최고의 담배 재배지로 여겨지는 피나르 델 리오* 주의 Vuelta 

Abajo* 농장과 올해 가장 많은 제품 출시가 예상되는 La Corona와 H. Upmann 공장을 

견학할 기회도 제공한다. 그 외 하이라이트로는 사흘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들이 

출연하는 최상의 저녁 라이브 공연과 쿠바 최고의 요리 등이 있다.  
 

27일의 무역 박람회, 그리고 특별한 저녁 환영식을 시작으로 하바노스 축제가 막을 

올린다. 3월 1일 수요일에는 국제 세미나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하바노스 전문가들이 

마스터 클래스와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하바노스 축제를 대표하는 또 다른 주요 활동은 

전통적인 국제 Habanosommelier 대회다.  
 

1일 저녁에는 프랑스 이름이 들어간 하바노스 브랜드 Quai D'Orsay 를 위한 Quai 

D'Orsay Evening 행사가 El Laguito 리셉션 홀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하바노스 

축제를 위한 유망한 새로운 무대의 시작을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 

 

3일에 열리는 저녁 갈라 행사는 제 19회 하바노스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Montecristo 및 Montecristo 브랜드 중 최고급 시리즈 발표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화려한 가수 출연진이 예정된 이 행사는 다양한 놀라움을 선사할 전망이다. 이 행사는 

2016 하바노스 상과 전통적인 담배 상자 경매로 막을 내리고, 수익금은 쿠바 공공 보건 

시스템에 전달된다.  
 

*(D.O.P.) Protected Denominations of Origin - 원산지 명칭 보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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