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 Habanos S.A., 스페인에서 Cohiba 브랜드의 새 비톨라 최초 공개 

 

-- 21일, 세계 최고의 명품 하바노 브랜드인 Cohiba가 스페인에서 자사의 새 비톨라 Novedosos를 

독점 발표한다. 이 행사는 Club Pasion Habanos가 조직한다. 

-- 50년 전에 탄생한 대표적인 하바노 브랜드 Cohiba가 이번 신제품을 출시하며, 자사 

포트폴리오에 전례 없는 비톨라를 추가했다.  

 

(아바나 2019년 9월 19일 PRNewswire=연합뉴스) Habanos, S.A.가 자사의 스페인 독점 유통업체 

Tabacalera S.L.U를 통해 명품 시가 브랜드 Cohiba의 새 비톨라 Novedosos (링 게이지 50 x 길이 

156mm)를 스페인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인다. Cohiba는 이 신제품을 출시하며, 오직 La Casa del 

Habano와 Habanos Specialists 매장을 통해서만 판매되는 전례 없는 비톨라를 자사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게 됐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610451-habanos-premiere-cohiba-brand-vitola/  

 

Cohiba Novedosos 발표 행사는 이달 21일에 마드리드 의상 박물관의 정원에서 열린다. Club 

Pasion Habanos가 Cohiba 브랜드의 독점성을 나타내는 'Algo unico'(독특한 것)에서 영감을 받은 

슬로건을 기반으로 이 행사를 조직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 참석하는 손님들은 이 하바노를 

체험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음식, 음악 및 기타 수많은 뜻밖의 

놀라움을 경험할 것으로 기대된다.  

 

역사가 50년이 넘으며, 담배 업계에서 가장 명품 브랜드로 통하는 Cohiba는 이번 신제품 출시를 

맞이해 독점 생산 제품인 Novedosos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Novedosos는 쿠바의 전문 시가 

롤러(torcedores)가 세계 최고의 담배 생산지 쿠바 피나르 델 리오*에서 선별된 브엘타 

아바호(Vuelta Abajo)* 잎으로 'Totalmente a Mano con Tripa Larga(롱 필러를 이용한 100% 수작업 

제품)' 방식으로 만든다. 이 신제품은 Cohiba를 위해 특별히 디자인 고급스러운 상자에 담겨 

판매되는데, 이 담배 상자는 검은색 광택 마감처리를 했으며, Cohiba의 특징적인 격자 무늬를 

선보인다. 각 Novedosos 하바노에는 La Casa del Habano와 Habanos Specialists 매장을 위해 독점 

생산됐음을 표시하는 링이 추가로 부착된다. 

 

Cohiba는 제조 과정에 들어가는 네 가지 담뱃잎 중 세 가지(Seco, Ligero, Medio Tiempo) 를 통에 

넣어 추가 발효시키는 유일한 하바노 브랜드다. 이 특별한 과정 덕분에 Cohiba에서만 느낄 수 

있는 향과 맛이 탄생한다. 

https://www.multivu.com/players/uk/8610451-habanos-premiere-cohiba-brand-vitola/


 

역사가 50년이 넘는 Cohiba는 담배 업계 최고의 명품 브랜드다. 1966년에 탄생한 Cohiba는 오랜 

세월 국내와 해외에서 국가 고위 관료를 위한 선물용으로 제조됐다. Cohiba 제품은 아바나에 

위치한 유명한 El Laguito 공장에서 제조된다. Cohiba라는 브랜드명은 쿠바 원주민 타이노족이 

자신들이 둘둘 말아서 피우던 담뱃잎을 정의하는 데 사용한 고대 단어에서 유래한 것이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쿠바에서 이를 처음으로 목격했다. 따라서 Cohiba는 담배에 

붙여진 최초의 이름이라 하겠다.  

 

La Casa del Habano는 50개국 이상에서 148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국제 프랜차이즈 판매 

네트워크다.  

 

* 원산지 명칭 보호(Protected Appellations of Origin) 

 

그래픽 자료: 링크[https://fileshare-emea.bm.com/fl/hHnmk7k4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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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iba Novedosos box and hab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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