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 제20회 하바노스 축제, Partagas에 헌정한 갈라 이브닝 행사로 폐막 

 

-- 저녁 행사에서 Partagas 신제품 Linea Maduro 발표 

-- 전통적인 담배 상자 경매로 1,485,000유로의 수익금 올려 

-- 제20회 하바노스 축제, Orishas의 저녁 공연으로 마무리 

-- 아카데미 남우 주연상 후보 배우 Demian Bichir, 귀빈으로 참석 

 

(아바나 2018년 5월 3일 PRNewswire=연합뉴스) 제20회 하바노스 축제가 갈라 이브닝 행사로 

막을 내렸다. 20주년을 기념하는 매우 특별한 올해 축제에는 70개가 넘는 국가에서 세계 최고의 

담배 애호가들이 참석했다. Maduro 래퍼가 특징인 두 개의 새 비톨라를 결합한 Partagas의 

신제품 Linea Maduro도 발표됐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284751-habanos-festival-closure-gala-evening/ 

 

참가자들은 신제품 Maduro No 2 (55mm x 120mm)와 Maduro No 3 (50mm x 145mm) 비톨라, 

그리고 2015년 La Casa del Habano와 Habanos Specialists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으며 이번 신규 

라인을 만든 정규 포트폴리오에 들어간 Maduro No 1 (52mm x 130mm)을 체험했다. 이들 제품의 

maduro 래퍼는 아주 오랜 발효 기간의 결과물로서, Partagas의 전통적이고 강렬한 맛에 따른 

완전 강화된 블렌드를 드높인다. 이들 제품은 쿠바* 피나르 델 리오* 지방에서 생산되고 특별히 

선별된 담뱃잎으로 100% 수작업 롱 필러(Long Filler)로 만든 Totalmente a Mano con Tripa 

Larga를 원료로 한다.  

 

갈라 이브닝 행사에서는 Elain Morales, Yaser Manzano, Carlos Varela and Edesio Alejandro, Laritza 

Bacallao, Waldo Mendoza and Irene Rodriguez 및 Habana Compas 등 여러 예술가의 공연이 

펼쳐졌다.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쿠바 그룹 Orishas는 그만의 틀림없는 리듬과 음악성으로 

참가자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하바노스 축제는 전통 담배 상자 경매로 마무리됐다. 총 7개의 담배 상자가 경매에 나왔으며, 

수익금 1,485,000유로는 쿠바 보건 제도에 기부됐다. 



 

2017 하바노스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커뮤니케이션 부문: Franchesco Minetti 

- 비즈니스 부문: 오스트리아에서 하바노 담배 시장을 발전시킨 Ercan Hazar 

- 생산 부문: Virginio Morales 

 

영국의 Darius Namdar는 제17회 국제 하바노소플리에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결승 

진출자들은 실질적인 하바노 자르기 및 불붙이기 테스트와 여러 음료를 이용한 묘사적인 시음 

및 짝맞추기 과제를 수행했다.  

 

제1회 하바노스 월드 챌린지에서 우승을 차지한 마니아는 키프로스 출신의 Alexis Tsielepis와 

Raffi Der Gara Betian이다. 

 

특별하게 열린 제20회 하바노스 축제에는 70개국 이상에서 2,200명 이상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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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https://mma.prnewswire.com/media/649436/HABANOS_Orishas.jpg ) 

 

영상: https://www.multivu.com/players/uk/8284751-habanos-festival-closure-gala-evening/ 

 

출처: HABANOS 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