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 제 19 회 하바노 축제, 음악, 화려함 및 가장 독점적인 

Montecristo 제품으로 막 내려 

 

-- 이날 행사에서 Linea 1935 공개 - Ara Malikian, 갈라 이브닝에서 화려한 

기교의 음악 선보여 

-- 전통적인 담배 보관 상자 경매에서 총 1.265.000유로의 수익금 올려 

 

(아바나 2017년 3월 4일 PRNewswire=연합뉴스) 하바노 담배 문화에서 가장 

큰 국제 행사가 막을 내렸다. 갈라 이브닝은 이에 걸맞은 마무리를 

해줬었고, 신제품 Linea 1935 공개로 이어졌다. Linea 1935은 Montecristo 

브랜드에서 최고급 제품이다. 갈라에 참석한 귀빈들은 Maltes (53x153mm), 

Dumas (49x130mm), Montecristo 80 Aniversario 모양의 Leyenda (55x165mmm) 

등 독특한 Linea 1935의 세 가지 vitola를 경험했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056751-montecristo-star-habano-f

estival/ 

 

이 새로운 라인의 하바노는 Vuelta Abajo* (Pinar del Rio*)의 푸른 

평원에서 생산된 정교한 필러, 바인더 및 래퍼 잎을 선별하고, 이를 

Totalmente a mano con Tripa Larga (롱 필러를 이용한 100% 수작업)로 

만들었다. Linea 1935 는 Montecristo 브랜드 역사상 처음으로 최대 강도의 

맛을 블렌드했다.  

 

이날 저녁 행사는 라틴 그래미 수상자 Haila, David Torrens 및 쿠바에서 

가장 국제적인 무용단 중 하나인 Ballet de Litz Alfonso의 공연도 선보였다. 



바이올리니스트 Ara Malikian 은 자신의 앙상블과 함께 이날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전통적인 담배 보관 상자 경매로 제 19 회 하바노 축제가 막을 내렸다. 

Bolivar 브랜드의 섬세한 가습 담배 보관 상자가 경매에 올라왔으며, 총 

7점을 판매한 수익금이 1,265,000유로에 달했다. 이 수익금은 쿠바의 보건 

시스템에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2016 Habano Awards 시상식도 열렸다. Cigar Aficionado 매거진의 기자이자 

프리랜서 작가인 Gordon Mott 가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상을 받았고, 

Edward Sahakian 이 비즈니스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그리고 Josefa Acosta 

Ramos는 제품 부문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제 16 회 국제 Habanosommelier 대회에서는 Felipe Rojas 대표로 참가한 

Puro Tabaco(칠레)가 만장일치로 우승자로 선정됐다. Slavomir Marek 

Bielicki(영국)와 Krystian Hordejuk(아랍에미리트)은 각각 2 위와 3 위를 

차지했다.  

 

세계 최고의 담배를 기리는 연례행사인 하바노 축제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 올해 제 19 회 하바노 축제에는 50 개가 넘는 국가에서 2,000 명 

이상이 참여했다.  

 

Izaskun Martinez (전화: +53-521-243-89) 또는 Cristina Andreu (전화: 

+34-609-46-44-05). 

 

(사진: http://mma.prnewswire.com/media/474720/Montecristo.jpg ) 



 

영상: 

https://www.multivu.com/players/uk/8056751-montecristo-star-habano-f

estival/ 

 

출처: HABANOS 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