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 제21회 하바노스 축제, Trinidad 브랜드 50주년 기념행사로 폐막 

 

- 아티스트 Armando Manzanero, 제21회 하바노스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한 이 날 저녁 행사에서 

음악 공연을 선보여 

- 1,200명 참석한 행사에서 올해의 하바노스 맨 시상식과 전통 담배 상자 경매 진행, 총 

1.505.000유로의 경매 수익 올려 

 

(아바나 2019년 2월 23일 PRNewswire=연합뉴스) 제21회 하바노스 축제가 이브닝 갈라와 함께 

막을 내렸다. 세계 최고의 담배 애호가들을 위한 활동으로 가득했던 이번 주의 마지막 

행사에서는 60개국 이상에서 온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선보였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501551-the-xxi-habanos-festival-gala-evening/   

 

갈라 이브닝은 Trinidad 브랜드의 50주년을 기념했다. Trinidad 브랜드 50주년을 기념하는 

100개의 담배 상자 중 최고는 evening star였다. 이 담배 상자는 유명한 담배 상자 경매에서 

300.000유로에 낙찰되었다.  

 

이날 저녁에는 그래미상을 받은 멕시코의 가수 Armando Manzanero, 영화와 텔레비전 음악을 

만들어온 미국의 유명 작곡가 Charles Fox, 푸에르토리코의 살사 가수 Gilberto Santa Rosa 등 

여러 아티스트의 뛰어난 음악 공연이 진행됐다. 그뿐만 아니라 2006 쿠바 전국 무용상 

수상자이자 쿠바 현대 무용단 설립자인 Santiago Alfonso의 아트 연출과 쿠바 라디오 및 

텔레비전 오케스트라 단장 Miguel Patterson의 음악 연출에 따라 수많은 재능있는 쿠바 

아티스트가 여러 장르의 예술 공연도 선보였다. 이들 중 Jungle 시리즈에서 모차르트 역으로 

골든 글로브를 수상한 Gael Garcia Bernal과 현대 영화에서 가장 국제적인 쿠바 배우 Jorge 

Perugorria와 같은 유명인들의 존재감이 특히 두드러졌다. 

 

이 특별한 저녁에 올해의 하바노스 맨 시상식도 열렸다. Zoe Nocedo가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수상했고, Gabriel Estrada가 사업 부문에서 수상했으며, Justo Emilio Luis가 생산 부문에서 

수상했다. 

 

그뿐만 아니라 제2회 하바노스 월드 챌린지(Habanos World Challenge)에서는 이탈리아에서 온 

마니아인 Aurelio Tufano와 Giulio Amaturo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폐막 갈라 행사에는 1,200여 명의 손님이 참석했다. 올해 열린 전통 담배 상자 경매에서는 세계 

최고의 명품 브랜드가 만든 7개의 담배 상자가 경매에 부쳐졌으며, 총 1.505.000유로의 경매 

수익이 발생했다. 수익금 전액은 관례에 따라 쿠바 보건 제도에 기부된다.  

 

* 원산지 명칭 보호(Protected Appellations of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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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ala Ev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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