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 HABANOS, S.A., 5.37억 달러의 매출 신기록 세우며 성장세 이어가 

 

-- Habanos, S.A., 고급 여송연 시장에서 국제적인 리더십 유지 

 

(아바나 2019년 2월 18일 PRNewswire=연합뉴스) Totalmente a Mano con Tripa Larga(롱 필러를 

이용한 100% 수작업) 방식으로 만드는 27개 하바노스 브랜드를 독점 판매하는 Habanos, S.A.가 

제21회 하바노스 축제(Habanos Festival)에서 자사의 2018년 경제 실적을 발표했다. 2018년에 

Habanos, S.A.는 2017년보다 7% 성장했으며, 매출액은 5.37억 달러를 기록했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499651-habanos-record-turnover-537million-dollars/   

 

Habanos, S.A.의 두 공동사장 Inocente Núñez와 Luis Sánchez-Harguindey Pardo de Vera는 

“하바노는 2018년에서 성공적인 해를 기록했다”라며 “자사는 양과 가치 측면에서 여러 

시장에서 매출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이와 동시에 자사 브랜드를 판매하는 시장에서 약 70%의 

점유율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작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4.50억 개의 고급 여송연이 판매됐다.  

 

판매량 측면에서 Habanos, S.A.에 가장 중요한 5개 시장은 스페인, 중국, 프랑스, 독일 및 쿠바다. 

지역별로 보면, 판매량 측면에서 매출의 53%를 차지하는 유럽이 여전히 주요 시장이며, 

아메리카(18%), 아시아 태평양(15%) 및 아프리카와 중동(14%)이 그 뒤를 잇는다.  

 

Habanos, S.A. 상업 부사장 Leopoldo Cintra González와 사업개발 부사장 José María López 

Inchaurbe는 “하바노는 높은 품질, 독자적인 제품 및 독특한 원산지 덕분에 세계 곳곳에서 

성공하는 고급 제품으로 변신했다”고 말했다.  

 

올해 하바노스 축제(2월 18~22일)에서는 아바나 설립 500주년을 기념할 예정이다. 또한, 

50주년을 맞은 Trinidad 브랜드와 20주년을 맞은 San Cristóbal de La Habana 브랜드를 위한 

특별한 지원도 마련될 예정이다. Hoyo de Monterrey는 Double Coronas 비톨라로 만든 자사의 첫 

Gran Reserva Cosecha 2013을 선보일 예정이다. 

 



2019년 한정판매 제품은 다음과 같다. 

- Montecristo Supremos, Allones No.2 de Ramón Allones 및 Quai D'Orsay Senadores 

- La Casa del Habano 네트워크와 Habanos Especialists 제품 

- Cohiba Novedosos 및 San Cristóbal de La Habana 20 Aniversario 

Trinidad 브랜드의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담배 상자와 아바나 설립 500주년을 기념하는 

Humidor San Cristóbal de La Habana 1519도 공개될 예정이다. 

 

*(D.O.P.) Protected Appellations of Origins (원산지 명칭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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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정보: www.habanos.com 

 

사진: https://mma.prnewswire.com/media/823150/HABANOS_SA_Cigars.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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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echa 2013 

 

문의: Young & Rubicam: press.habanos@yr.com, Carla Lladó, Tel: +34-669-54-69-09  

 

출처: HABANOS 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