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 Habanos S.A., 홍콩에서 Bolivar Soberano 한정판 선보여 

 

-- Bolivar Soberano 2018년 한정판, 이달 19일과 20일에 Pacific Cigar에 의해 선보여 

-- 브랜드 포트폴리오에 전례 없는 'Duke' vitola de galera 첫 출시 

 

(아바나 2018년 11월 19일 PRNewswire=연합뉴스) Habanos, S.A.가 자사의 아시아태평양 공식 

유통업체 Pacific Cigar를 통해 'Totalmente a Mano con Tripa Larga (완전 수제 롱 필러)' 시가 

10개비로 구성된 Bolivar Soberano를 세계 최초로 선보인다. 부엘타 아바호* 지역에서 수확한 이 

제품의 담뱃잎 조합은 오랫동안 담배를 즐겨온 애호가들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 

 

Bolivar Soberano 제품 발표회는 이달 19일과 20일에 홍콩에서 개최된다. 행사 참가자는 이번에 

출시하는 쿠바산 시가 신제품을 시음하는 특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특권을 갖는다. 

 

Bolivar Soberano(링 게이지 54 x 길이 140mm)는 10개의 시가로 구성된 특별용기에서 선보인다. 

Soberano는 'Duke' vitola de galera을 최초로 출시하는 것으로, 브랜드 포트폴리오에서 전례가 

없는 것이다. 이는 강한 쿠바산 시가로, 시가 애호가들이 브랜드의 균형 잡히고, 향기로운 

조합을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즐길 수 있게 해준다. 

 

Habanos 한정판은 뛰어난 평가를 받으며, 매년 시가 애호가들이 Habanos 한정판의 출시에 많이 

기대한다. 이 한정판은 브랜드의 일반 포트폴리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력이 있으며, 

카파(capa), 트리파(tripa), 카포트(capote)(덮개, 내용물, 고정재) 등 시가의 모든 재료에 대해 

연령 2년을 넘지 않는 담뱃잎을 엄선함으로써 차별화를 도모한다. 

 

한정판으로 출시되는 모든 쿠바산 시가는 쿠바* 피나르델리오* 지역 내 부엘타 아바호*에서 

엄선된 잎으로 제작되고 극소수만 출시된다. 특히, 쿠바산 시가 애호가들의 상당히 까다로운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쿠바 출신 시가전문가에 의해 'Totalmente a Mano con Tripa 

Larga(완전 수제 롱 필러)'로 제작된다. 

 

Bolivar 브랜드는 1902년에 만들어졌다. 브랜드의 명칭은 스페인 통치로부터 남미 대부분을 

해방시켜 역사에 남아있는 19세기 유명인사 중 한 명인 Simon Bolivar의 이름에서 유래됐다. 

이러한 이유와 이름을 붙인 역사적 인물의 특징에 따라 이 쿠바산 시가는 강한 맛의 특성을 

갖는다. Bolivar는 의심할 여지 없이 쿠바산 시가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브랜드 중 하나다. 



 

Pacific Cigar Company Limited(PCC)는 1992년 6월부터 Habano S.A.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독점 유통업체로 지정됐다. 

 

Pacific Cigar Company는 아시아태평양 및 중국 전역에 57개의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해당 지역에 32개점, 중국에 2개점, 캐나다에 2개점, 아시아 협력업체에 의해 운영되는 

21개점으로 구성된다. 

  

* 원산지 명칭 보호(Protected Appellations of Origin) 

 

그래픽 자료: https://eshare.yr.com/fl/2mfhZN8n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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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932011028, press.habanos@yr.com 

 

(사진: https://mma.prnewswire.com/media/786165/Bolivar_Soberano.jpg ) 

 

출처: HABANOS 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