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 Habanos S.A., Romeo y Julieta Tacos 2018 Limited Edition 첫 공개 

 

-- Club Pasion Habanos, 이달 8일 스페인 수도에서 Romeo y Julieta Tacos 2018 Limited Edition 공개 

-- Romeo y Julieta Tacos 2018 Limited Edition, 세심한 생산과 개발 과정을 통해 이달 10일 스페인 

시장에 출시 예정 

  

(아바나, 쿠바 2018년 9월 6일 PRNewswire=연합뉴스) 스페인 공식 유통업체 Tabacalera, 

Habanos, S.A.가 Romeo y Julieta Tacos 2018 Limited Edition을 세계적으로 첫선을 보인다. Romeo 

y Julieta Tacos 2018 Limited Edition은 1970년대 전신(Tacos Imperiales, 링 게이지 49 x 길이 

168mm)에서 부활했으며, 25개들이 상자로 판매되는 비톨라(vitola)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395151-habanos-launches-romeo-y-julieta-tacos/ 

 

8일, Club Pasion Habanos는 전설적인 Habanos 브랜드에서 영감을 받고 “열정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마드리드에서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 Romeo y Julieta 

Tacos 2018 Limited Edition이 발표될 예정이다. 회원들은 이 Habano를 피워볼 수 있는 특권을 

얻고, 다른 Romeo y Julieta Habanos를 비롯해 여러 고급 브랜드의 미식가 제품, 음악 및 

신중하게 만든 칵테일 디너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다른 놀라운 일도 즐길 수 있다.  

 

Romeo y Julieta Tacos 2018 Limited Edition의 모든 Habano는 모두 ‘Totalmente a Mano con Tripa 

Larga’(롱 필러를 이용한 100% 수작업)로 만들며, 이 시가에 들어간 담뱃잎은 세계 최고의 담배 

재배지인 쿠바* 피나 델 리오 주* Vuelta Abajo* 지역에서 선별됐다. 이 시가의 꼼꼼한 한정판매 

생산과 개발 과정은 쿠바의 전문 torcedores(시가 롤러)에 의해 진행됐다. 이들은 가장 까다로운 

Habanos 마니아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매년 시가 애호가들은 Habanos Limited Edition을 높이 평가하고 또 기다린다. Habanos Limited 

Edition의 특징은 브랜드의 정규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지 않는 비톨라로 만든다는 것이다. 

Habanos Limited Edition은 숙성 기간이 2년도 되지 않는 특별히 선별된 담뱃잎(래퍼, 필러, 

바인더)로 구분된다.  

 

‘Habanos’라는 용어는 19세기 말부터 세계 최고급 시가를 지칭하는 데 사용됐다. 쿠바산 

담배는 이미 18세기부터 세계 최고로 여겨졌지만 말이다. Habanos는 국제적으로 원산지 명칭 



보호(Protected Appellation of Origin, P.A.O.)를 인정받으며, Habanos P.A.O. 규제위원회의 

감독으로, 쿠바 담배 산업이 정한 품질 기준에 따라 쿠바에서 Totalmente a Mano(100% 

수작업)으로 만들며, 전통적으로 Habanos 이름이 붙는 3g 이상의 시가를 지칭한다.  

 

Romeo y Julieta는 1875년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Habanos 브랜드다. 

오늘날 Romeo y Julieta는 높은 명성을 누리고 있으며, Habanos 브랜드에서 가장 광범위한 

비톨라를 제공한다. 물론 이 비톨라는 모두 Totalmente a Mano con Tripa Larga(롱 필러를 이용한 

100% 수작업)으로 만든다. Romeo y Julieta는 1875년 출시 이후 가장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 

Habanos 시가 중 하나가 됐으며, 특히 우수한 향과의 조화로운 블렌드를 음미할 줄 하는 

이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원산지 명칭 보호(Protected Appellation of Origin) 

 

그래픽 자료: https://eshare.yr.com/fl/Aft1nWgun1 

 

Carla Llado, 전화: +34-669-54-69, press.habanos@yr.com 

 

(사진: https://mma.prnewswire.com/media/739570/Romeo_y_Julieta_Tacos_2018.jpg ) 

 

영상: https://www.multivu.com/players/uk/8395151-habanos-launches-romeo-y-julieta-tacos/ 

 

출처: HABANOS 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