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 Habanos S.A., 불가리아에서 San Cristobal De La Habana Prado 선봬 

 

-- 4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Kaliman Caribe Ltd. 통해 San Cristobal de la Habana Prado 쇼케이스 

진행 

-- 뉴 비톨라, La Casa del Habano 및 Habanos Specialists 통해 독점 제공 

 

(아바나 2018년 10월 2일 PRNewswire=연합뉴스) Habanos, S.A.가 불가리아 및 기타 지역의 독점 

유통업체 Kaliman Caribe Ltd.를 통해 San Cristobal de la Habana 브랜드 뉴 Prado 비톨라(링 

게이지 50 x 길이 127mm)를 세계 첫선을 보인다. 아바나의 가장 유명한 거리인 ‘Paseo del 

Prado’에서 그 명칭을 따온 이 비톨라는 브랜드의 클래식한 10개 들이 레귤러 박스에 담겨 

제공된다. 

 

멀티미디어 뉴스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416151-habanos-presents-cristobal-habana-prado/ 

 

San Cristobal de la Habana Prado의 공개는 이달 4일에 불가리아 소피아의 아름답고 유서 깊은 

Boyana Presidence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그날 저녁 세계 최고의 시가 애호가들은 

이 새로운 Habano를 시험해볼 수 있으며, 오감을 자극하는 다른 경험도 즐길 수 있다. 여러 

프리미엄 브랜드의 식품, 유명 예술가들이 등장하는 음악과 춤이 곁들어진 즐거운 쇼 등이 

마련된다. 

 

뉴 비톨라는 쿠바의 풍부한 건축 역사를 지니고 있어,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상징적인 거리 

Paseo del Prado의 이름을 걸고 있다. 

 

Prado 비톨라는 쿠바의 전문 시가 말이가 부엘타 아바호* 최고의 담배 농장에서 수확한 필러 및 

바인더 잎으로 만드는 ‘Totalmente a Mano con Tripa Larga(완전 수제 롱 필러)’ 비톨라로 유명한 

San Cristobal de la Habana 포트폴리오에 속한다. 이 Habano는 소프트-미디움 향이 특징이다. 

 

San Cristobal de la Habana 브랜드는 네 가지 비톨라로 1999년 처음 판매를 시작했다. 

16~19세기에 스페인 군대가 요충지를 방어하기 위해 공격 예상 지점에 건축한 도시의 요새인 El 

Morro, La Fuerza, La Punta 및 El Principe에서 그 명칭을 따왔다. 

 



이번에 선보이는 제품은 La Casa del Habano 및 Habanos Specialists 매장에서 독점 판매된다. 이 

훌륭한 Habano의 우아한 반짝거리는 밴드에는 이러한 세부사항이 새겨져 있다. 

 

La Casa del Habano는 Habano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국제 네트워크다. 높은 안목을 

갖춘 애연가들이 유명 시가로 둘러싸인 이곳을 찾는다. 이곳은 Habano 단독 부티크로서, 

소비자의 선호 제품과 관련해 조언하며, 개인화된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반면, Habanos Specialists 매장은 Habanos, S.A. 유통업체와는 다른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구별되는 소매업체로, Habano 문화 및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한다. 

 

Kaliman Caribe는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불가리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루마니아, 세르비아 및 슬로베니아 대상의 Habanos 독점 유통업체다. 

10곳의 Casas del Habano 및 2곳의 Cohiba Atmosphere 라운지가 이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 원산지 명칭 보호(Protected Appellations of Origin) 

 

그래픽 자료: https://eshare.yr.com/fl/sq7EMxAN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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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34-932-011-028, press.habanos@yr.com 

 

(사진: https://mma.prnewswire.com/media/752367/San_Cristobal_De_La_Habana_Prado.jpg ) 

 

출처: HABANOS 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