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XX 하바노스 축제, Cohiba Robustos Reserva Cosecha 2014에 헌정된 저녁 

환영행사로 막 올릴 예정 
 

-- Cohiba, 새로운 Reserva Robustos Cosecha 2014 출시 

-- Grupo Habanos 의 매출액은 고정환율로 전년 대비 12%의 성장을 보이며, 2017년에 

5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아바나 2018년 2월 26일 PRNewswire=연합뉴스) 하바노스 축제는 하바나에서 세계 

최고의 담배 애호가들과 함께 20주년을 기념하며 오늘 그 막을 올린다. 이번 축제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되며, 하바노스 브랜드의 신제품도 즐길 수 있다.  
 

기자 회견에서는 Habanos, SA 판매 담당 부사장인 Leopoldo Cintra Gonzalez와 개발 

담당 부사장인 Jose Maria Lopez Inchaurbe 가 Cohiba 의 Robustos Reserva 

Cosecha 2014(링 게이지 50mm x 길이 124mm)를 특징으로 하는 주요 제품 출시를 

발표했다.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잎(필러와 바인더)은 3 년간의 장기간의 숙성 과정을 거쳤다. 

이 새로운 세리에는 Cohiba의 독점을 상징하는 단 5,000개의 번호로 양각한 박스와 함께 

한정된 수량으로 생산됐다. 이번 출시는 오늘 밤 Playa의 Salon de Protocolo El 

Laguito에서 막을 올리는 축제의 저녁 환영행사의 스타가 될 것이다. 

 

또한, Partagas Linea Maduro는 해당 브랜드의 정규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비톨라 

마두로 No 1(링 게이지 52mm x 길이 130mm)과 함께 편입되는 두 개의 새로운 비톨라인, 

마두로 래퍼, Maduro No 2(링 게이지 55mm x 길이 120mm)와 Maduro No 3(링 게이지 

50mm x 길이 145mm)도 출시한다. 
 

Hoyo de Monterrey의 새로운 vitola Le Hoyo Rio Seco (링 게이지 56mm x 길이 

140mm)는 Serie Le Hoyo와 함께 헤비 링 게이지 시가의 범위를 넓혔다. 또한, 

Vegueros 브랜드의 새로운 헤비 링 게이지인 vitola Centrofinos (링 게이지 50mm x 

길이 130mm)도 현재 포트폴리오에 편입된다. 

 

Habanos, S.A 및 Zenith 간의 협업 결과인 Pilot Type 20 시계도 제공된다. 
 

2017년 Grupo Habanos 

2017년 Habanos 27 브랜드의 독점적인 세계 마케팅을 담당하는 Grupo Habanos는 전년 

대비 고정환율로 12% 성장한 5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다. 
 

페스티벌 프로그램은 Vuelta Abajo* 소재 농장 및 공장, 상업박람회, 국제세미나, 시음 

및 페어링, 국제 Habanosommelier Contest, 처음으로 개최되는 Habanos World 

Challenge의 방문을 포함한 활동을 유지한다. 하바노스의 특별 시음회는 Torres 

Brandy가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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