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 Habanos S.A., 스위스에서서 새 Punch 비톨라 Short de Punch 공개 

 

- 12일, 스위스에서 Intertabak AG가 Punch, Short de Punch를 세계 최초 단독 공개 

- 19세기에 만들어진 역사적인 하바노 브랜드 Punch, 처음으로 50mm의 링 게이지 포트폴리오를 

추가하면서 가장 두꺼운 시가 브랜드가 됐다 

 

(아바나 2019년 7월 10일 PRNewswire=연합뉴스) Habanos, S.A.가 자사의 독점 스위스 유통업체 

Intertabak AG를 통해 새로운 Punch 브랜드 비톨라인 Short de Punch (링 게이지 50 x 길이 120mm)를 

세계에 처음으로 공개한다. Punch는 이 비톨라를 출시하면서 처음으로 50mm의 링 게이지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고, 브랜드 비톨라리오(vitolario)를 확장했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574151-habanos-world-premiere-short-de-punch/  

 

Short de Punch는 Semi Boite Nature(SBN) 케이스에 담겨 판매된다. 케이스마다 'Totalmente a Mano 

con Tripa Larga'(롱 필러를 이용한 100% 수작업 생산)로 만든 10개의 하바노가 들어간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담배 생산 지역 중 하나인 쿠바의 브엘타 아바호(Vuelta Abajo)*에서 생산된 래퍼, 필러 

및 바인더 담뱃잎을 신중하게 선별해서 생산한다. 

 

Punch, Short de Punch의 발표 행사는 이달 12일 스위스 취리히 Storchen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약 250명의 귀빈이 참석해 새로운 Punch 비톨라를 직접 보고 음미할 특권을 누리게 

된다. Short de Punch는 Punch 브랜드의 특징적인 맛을 간직하는 동시에 굵은 게이지와 더 빨리 

피어오르는 연기가 특징이다. 

 

Short de Punch는 Punch 브랜드 내에서 치수가 독특한 새로운 유형의 비톨라다. Punch 브랜드는 

여러 시장에서 지역별 에디션에 사용됐으며, 하바노 애호가와 팬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링 

게이지 50 x 길이 120mm의 새 비톨라는 게이지가 굵은 하바노를 선호하는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제품이며, Punch 브랜드에 추가된 첫 50mm 링 게이지 제품이다.  

https://www.multivu.com/players/uk/8574151-habanos-world-premiere-short-de-punch/


 

한편, 19세기에 만들어진 Punch 브랜드는 가장 오래된 하바노 브랜드 중 하나다. Punch는 Don 

Manuel Lopez de Juan Valle이 영국 시장에 진출할 생각으로 출시한 브랜드다. 참고로 Punch는 당시 

영국에서 인기를 끌던 유머 간행물 'Mr. Punch'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1995년에 설립된 Intertabak AG는 스위스 프라텔른을 기반으로 한다. Intertabak AG는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에서 Habanos, S.A.의 독점 유통사다. Intertabak AG는 3개의Casa del Habano, 20명의 

하바노 전문가, 70개의 하바노 포인트 및 12개의 하바노 라운지&테라스를 보유하고 있다. 총 전문 

매장 수가 335개에 달한다.  

 

Corporacion Habanos, S.A. 

Corporacion Habanos, S.A.는 쿠바와 전 세계 최고의 고급 시가 판매업체다. Habanos, S.A.는 5개 

대륙에 150개가 넘는 국가에서 광범위한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다. 추가 정보는 www.habanos.com 

을 참조한다. 

 

Habanos, S.A.는 Cohiba, Montecristo, Romeo y Julieta, Partagas, Hoyo de Monterrey 및 H. Upmann을 

포함해 Totalmente a Mano(100% 수작업)로 만들고, 원산지 명칭 보호(Protected Appellations of 

Origin, A.O.P.)로 커버되는 27가지 고급 브랜드를 판매한다.  

 

* Protected Appellations of Origin(원산지 명칭 보호) 

 

그래픽 자료: https://fileshare-emea.bm.com/fl/P3Fz3phGsa  

 

추가 일반 정보:  

www.habanos.com   

https://www.instagram.com/habanos_oficial/   

https://twitter.com/Habanos_Oficial   

https://www.youtube.com/channel/UCstGLy96wdZG7eCM4855_DA    

http://www.habanos.com/
https://fileshare-emea.bm.com/fl/P3Fz3phGsa
http://www.habanos.com/
https://www.instagram.com/habanos_oficial/
https://twitter.com/Habanos_Oficial
https://www.youtube.com/channel/UCstGLy96wdZG7eCM4855_DA


 

사진 - https://mma.prnewswire.com/media/944507/PUNCH_SHORT_3.jpg  

Punch Short de Punch box and habanos (PRNewsfoto/HABANOS SA) 

 

보도자료 문의:  

press.habanos@yr.com   

Carla Llado 

전화: +34-669-54-69-09 

 

출처: HABANOS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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