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9회 하바노 축제, Montecristo 브랜드를 주인공으로 막 올려 
 

-- 전설적인 하바노 브랜드 Montecristo, 자사의 최고급 라인 Linea 1935 출시 

-- H. Upmann, Sir Winston vitola와 더불어 자사의 첫 번째 Gran Reserva 공개. 

Quai D'Orsay 브랜드는 새로운 디자인과 두 개의 새로운 vitola 선보일 예정  

-- Grupo Habanos, 2016년 4.45 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 올려 
 

(아바나 2017년 2월 27일 PRNewswire=연합뉴스) 세계 최고의 담배 애호가 사이에서 

가장 큰 국제적 행사인 제 19회 하바노 축제(Habano Festival)가 오늘부터 아바나에서 

열린다. 하바노 축제는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진행되며, 전 세계의 담배 

애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 축제의 주인공은 H. Upmann, Montecristo 및 Quai 

D'Orsay다. 이들 하바노 브랜드는 정식 제품 포트폴리오에 추가된 중요한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Habanos, S.A. 상업 부사장 Leopoldo Cintra Gonzalez와 Habanos, S.A. 개발 

부사장 Javier Terres Ercilla 가 주도한 기자회견에서 올해 주목받는 신제품을 

발표했는데, 그중 하나가 Montecristo의 신제품 Linea 1935다. 
 

올해 주목받는 신제품 중 하나인 H. Upmann Sir Winston Gran Reserva 2011 (47 x 

178 mm)의 경우, 5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신중하게 숙성시킨 필러, 바인더 및 래퍼 

잎만을 사용했다. 이 제품은 H. Upmann이 출시한 첫 번째 Gran Reserva 로, 번호를 

매긴 5,000상자만 판매하는 독특하고 독점적인 라인이다. 저녁에 진행된 올해 하바노 

축제의 환영 행사는 H. Upmann Sir Winston Gran Reserva 2011에 헌정됐다.  
 

제 19회 하바노 축제에서는 Quai D'Orsay 브랜드의 새로운 디자인도 공개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추가된 두 개의 vitola인 No 50(50x110mm)과 No 

54(54x135mm)도 포함된다. Quai D'Orsay가 새로운 브랜드 디자인을 도입한 이유는 

Habanos, S.A. 국제 유통망을 통해 2017년 전 세계에 판매할 매력적인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다. 또한, Romeo y Julieta 브랜드도 자사의 새로운 

vitola인 Petit Royales (47x95mm)를 선보일 예정이다.  
 

2016년 Grupo Habanos 의 발전 
 

기자회견에서도 언급했지만, 세계적으로 27개 하바노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상업화하며 

Totalmente a Mano를 만든 Grupo Habanos는 2016년에 4.45 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으며, 일정 환율에서 전년 대비 5% 성장률을 기록했다.  
 

*(Denomination of Origin Protected, 원산지 명칭 보호) 
 

문의처 
 

Cristina Andreu 

press.habanosfestival2017@yr.com  

 

Alberto Jimenez 

press.habanosfestival2017@yr.com  

 

Izaskun Martinez (전화: +53-521-243-89) 또는 Cristina Andreu (전화: +34-
609-46-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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