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 제21회 하바노스 축제 개막 

 

-- 탄생 500주년 기념하는 아바나, 제21회 하바노스 축제 개최 

-- 의심의 여지 없는 확실한 두 스타 브랜드: Trinidad 브랜드 및 San Cristobal de La Habana 브랜드 

-- Hoyo de Monterrey, 자사의 대표적인 Double Coronas 비톨라로 만든 자사의 첫 Gran Reserva 

Cosecha 2013 선보여 

 

(아바나 2019년 2월 11일 PRNewswire=연합뉴스) 500주년을 기념하는 쿠바의 수도 아바나가 

올해도 제21회 하바노스 축제를 개최할 만반의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담배인 

하바노를 주제로 하는 세계 최대의 행사인 하바노스 축제는 이달 18~22일에 열린다. 세계 

곳곳에서 이 독특한 제품의 애호가들이 이 축제에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 축제에서는 San 

Cristobal de La Habana, Hoyo de Monterrey 및 Trinidad 브랜드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493751-the-xxi-habanos-festival-kicks-off/ 

 

60개국 이상에서 오는 참가자들은 하바노스 문화의 몇몇 측면을 탐색할 수 있는 활동으로 

가득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즐기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는 피나르 델 리오(Pinar del 

Rio)* 지역의 Vuelta Abajo* 농장 투어를 비롯해 올해 최대의 출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견학도 

포함된다. 기타 주요 사항으로는 사흘간 세계 유명 아티스트가 선보이는 최상의 라이브 음악 

공연, 쿠바 최고의 요리, 하바노스 체험,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공수해온 다양한 음료 등이 있다.  

 

무역박람회와 저녁 환영행사를 시작으로 하바노스 축제의 막이 오르게 된다. 무역박람회는 

담배업계 전문가를 위한 만남과 교류의 장을 제공할 전망이다. 아바나 항구 Antiguo Almacen de 

la Madera y el Tabaco에서 열리는 저녁 환영행사는 20주년을 맞은 San Cristobal de La Habana 

브랜드를 기념한다. 

 

올해 축제 프로그램은 마스터 클래스와 기조연설도 포함한다. 하바노스 업계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들이 국제 세미나에서 이를 주도할 예정이다. 제21회 하바노스 축제에서는 2년 

연속으로 하바노스 세계 대회(Habanos World Challenge)도 진행할 예정이다.  

 



20일(수요일)에는 El Laguito 리셉션 홀에서 칵테일 디너가 열리고, Hoyo de Monterrey Gran 

Reserva Double Coronas Cosecha 2013에 헌정하는 저녁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축제는 22일에 열리는 갈라 이브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갈라 이브닝에서는 

Trinidad 브랜드 50주년도 기념할 예정이다. 이 행사와 더불어 Hombre Habano 시상식과 전통 

담배 상자 경매도 진행된다. 모든 수익금은 쿠바의 공공 의료시스템에 전달된다.  

 

*Protected Appellations of Origin (P.A.O. 원산지 명칭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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