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주년 축전, 올해 하바노 축제의 중반 알려 
 

-- 성공적인 20주년으로 70개국 이상에서 온 하바노 애호가를 한자리에 모으는 축제에서 

헌정의 밤 맞이해 

-- Jorge Drexler, Tom Jones, Chucho Valdes 및 Naomi Campbell과 같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인물 초청 

-- Habanos, S.A., 축제 20주년 한정판으로 ‘Romeo y Julieta Grand Churchills’ 

출시  
 

(아바나 2018년 2월 28일 PRNewswire=연합뉴스) 하바노 축제의 20주년을 기념하며, 

축제의 중반을 알리는 저녁 만찬 행사로 그 역사와 성공에 찬사를 보낸다. 
 

Teatro Marti와 Gran Teatro de la Habana 가 이번 행사를 주최했다. 
 

참가자들은 축제의 한정판이자, 450개의 한정판 휴미더(담배 상자) 시리즈를 위한 

독특하고 독점적인 비올라인 Romeo y Julieta Grand Churchills(링 게이지 56mm x 

길이 190mm)와 Hoyo de Monterrey 애호가에게 매우 호평을 받은 Le Hoyo Rio Seco 

형태의 Hoyo de Monterrey Le Hoyo Rio Seco(링 게이지 56mm x 길이 140mm)를 

즐겼다. 
 

멀티미디어 뉴스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283251-celebration-20-anniversary-

habano-festival/  

 

저녁 만찬은 Edesio Alejandro, Carlos Acosta, Litz Alfonso 및 Alain Perez의 

공연 중 음악, 무용 및 예술로 축제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계획됐다. Gran Teatro de 

la Habana는 Descemer Bueno의 공연과 함께 구성된 칵테일 디너를 개최했다. 
 

20개 에디션 중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관련 인물 및 문화회원(Jorge Drexler, Tom 

Jones Chucho Valdes, Naomi Campbell, Joseph Fiennes, Jim Belushi 및 Ara 

Malikian)의 참여로 하바노스 문화를 축하하기 위해 아바나를 방문했다. 올해 갈라 

이브닝에서는 Orishas가 노래를 부를 예정이다. 

 

오늘, 참가자들은 가장 인정받는 두 개의 하바노스인 Partagas Serie D No 4 및 Romeo 

y Julieta Short Churchills와 Torres Brandies 의 특별공연을 즐겼다. 
 

이번 축제에서는 국제 하바노스 소믈리에(Habanosommelier) 경연 대회를 조명한다. 2월 

26일 예비 단계를 진행한 후, 3월 2일에 영국의 Darius Namdar와 쿠바의 Mabel 

Duran이 최종 경연을 놓고 경합할 예정이다. 
 

제 1회 Habanos World Challenge 는 전 세계의 하바노 애호가의 지식과 기술을 

평가한다. 결승에 진출한 두 팀은 키프로스의 Raffi Der Garapetian 과 Alexis 

Tselepis, 쿠바의 Mayli Mostaza와 Daylin Lopez 이다. 
 

갈라 이브닝은 Partagas 와 새로운 Linea Maduro에 헌정된 3월 2일에 개최된다. 저녁 

만찬에는 Habanos 시상식 및 Humidor Auction 행사도 포함된다. 

 

Carla Llado 

press.habanos@y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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