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 Habanos S.A.의 Hoyo de Monterrey Escogidos, 바르샤바에서 세계 첫  

론칭 

-- Hoyo de Monterrey Escogidos, Fifth Avenue Products Trading, G.M.B.H.에 의해 9월 26일 

바르샤바에서 소개 

  

-- Hoyo de Monterrey Habanos 브랜드의 Escogidos 비톨라, 국제 네트워크 갖춘 La Casa del 

Habano 프랜차이즈 통해 독점 판매 

 

(아바나, 쿠바 2018년 9월 24일 PRNewswire=연합뉴스) Habanos, S.A.의 독일, 오스트리아 및 

폴란드 공식 유통업체인 Fifth Avenue Products Trading GmbH가 Hoyo de Monterrey Escogidos을 

세계적으로 첫선을 보인다. 10가지 ‘Totalmente a Mano con Tripa Larga(완전 수제 롱 필러)’ 

시가는 쿠바* 피나르델리오* 부엘타 아바호* 지역 중심부에 자리한 산 후안 이 마르티네스* 

구역에서 심혈을 기울여 선별된 담뱃잎(래퍼, 필러 및 바인더)으로 만들어진다. 

 

멀티미디어 뉴스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409351-habanos-

launches-in-warsaw/ 

 

Hoyo de Monterrey Escogidos는 이달 26일에 바르샤바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 발표행사는 

Fifth Avenue Products Trading GmbH가 조직했으며, ‘Hemos sido escogidos(우리는 선택 받은 

사람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현장에 참석한 게스트들은 해당 시가를 피워볼 수 있는 

특권과 함께, 다른 몇 가지 예측 불허의 깜짝 행사를 즐길 기회를 얻게 된다. 

 

Hoyo de Monterrey Escogidos(링 게이지 49 x 길이 180mm)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갖춘 La Casa del 

Habano 프랜차이즈 매장을 통해 독점 판매된다. 이들 시가는 이때를 위해 특별히 ‘선택’되어 

비톨라(vitola)의 이름에 헌정됐다. 또한, 이는 ‘Escogida(선별)’이라고 칭하는 담배 생산 절차의 

농산 및 제조 단계를 뜻하기도 한다. 이 제품은 심혈을 기울인 한정 생산 및 개발 과정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 

 

La Casa del Habano는 프랜차이즈 전문 매장의 국제적 네트워크로, 25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다. 

첫 상점은 1990년 멕시코 칸쿤에서 국제적으로 운영됐다. 

 

La Casa del Habano는 시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프리미엄 담배 부티크다. 좋은 흡연의 미학을 

즐기는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담배를 구매하고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최고의 서비스와 개인화된 



고객서비스로 유명하다. La Casa del Habano는 현재 65개국에 140개 이상의 럭셔리 상점군을 

이루고 있다. 

 

Hoyo de Monterrey 브랜드는 부엘타 아바호* 지역 중심부에 자리한 산 후안 이 마르티네스* 

구역의 동일 명칭 농장에서 탄생했다. 최고의 명성을 지닌 Vegas de Primera 중 하나인 Hoyo de 

Monterrey 농장이 입구에 새겨진 유명한 문구(“Hoyo de Monterrey, Jose Gener. 1860”)와 함께 

그곳에 자리 잡고 있다. Hoyo de Monterrey 시가 브랜드의 모든 비톨라는 ‘Totalmente a Mano 

con Tripa Larga(완전 수제 롱 필러)’로 제작되며, 최고급 시가 애호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들여 작업하는 쿠바의 전문 torcedor(시가를 마는 사람)의 손에서 탄생한다. 

 

Fifth Avenue Products Trading, GmbH는 독일, 오스트리아 및 폴란드에서 Habanos, S.A.의 공식 

유통업체다. 

 

* 원산지 명칭 보호(Protected Appellation of Origin) 

 

그래픽 자료: https://eshare.yr.com/fl/btxL1RbYec 

 

Habanos, S.A. 추가 정보:  

http://www.habanos.com 

https://www.instagram.com/habanos_oficial/ 

https://twitter.com/Habanos_Oficial 

https://www.youtube.com/channel/UCstGLy96wdZG7eCM4855_DA 

 

문의처: Carla Llado, 전화:+34932011028, press.habanos@yr.com 

 

(사진: https://mma.prnewswire.com/media/748113/Hoyo_de_Monterrey_Escogidos.jpg ) 

 

영상: https://www.multivu.com/players/uk/8409351-habanos-launches-in-warsaw/ 

 



출처: HABANOS 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