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Casa del Habano, 설립 30주년 기념 

 

- 60개국 이상에 진출한 Habanos, S.A.의 전문 프랜차이즈 매장 네트워크인 La Casa del Habano, 설립 

30주년 기념 

 

- Habanos, S.A., 2020년 자사 설립 150주년과 La Casa del Habano 설립 30주년 기념으로 선정한 

비톨라 Juan Lopez Seleccion Especial 출시 

 

- 하바노스 축제가 중간 지점을 맞아 설립 85주년을 맞이한 브랜드 Montecristo의 Herederos를 

선보여 

 

(아바나 2020년 2월 26일 PRNewswire=연합뉴스) 제22회 하바노스 축제가 매우 특별한 날을 

기념한다. 바로 하바노스와 하바노스 문화의 판매, 보존 및 홍보 부문에서 고도로 전문적인 국제 

매장 체인 La Casa del Habano가 설립 30주년을 맞이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올해 하바노스 축제의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둘째 날 저녁에는 이를 기념하는 멋진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Laguito Protocol Hall에서 갈라 디너를 열고, 쿠바 최고의 요리와 유명 국제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696851-la-casa-del-habano-30th-anniversary/  

 

La Casa del Habano 30주년을 기념해 Habanos, S.A.는 크기가 독특하고, 연기 냄새가 좋은 25가지 

하바노스로 만든 Juan Lopez Seleccion Especial(링 게이지 길이 52x170mm)을 특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쿠바* 피나르 델 리오*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브엘타 아바호*의 저명한 vegas에서 래퍼, 

필러 및 바인더 잎사귀를 신중하게 선별한 후 쿠바의 전문 시가 롤러들인 torcedores가 "Totalmente 

a Mano con Tripa Larga(롱 필러를 이용한 100% 수작업)"으로 만들었다. Juan Lopez Seleccion 

Especial은 오직 La Casa del Habano 프랜차이즈망을 통해서만 판매된다. 

 

https://www.multivu.com/players/uk/8696851-la-casa-del-habano-30th-anniversary/


그뿐만 아니라 이날 저녁에는 새로운 Herederos 비톨라(링 게이지 길이 47x162mm)를 발표하며 

Habanos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Montecristo 브랜드의 설립 85주년을 기념할 

예정이다. 새 비톨라는 La Casa del Habano와 Habanos 전문 매장 체인에서만 20개들이 특별 상자에 

담겨 판매된다.  

 

La Casa del Habano는 하바노스 시연과 문화에 전념하는 전문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구성된 국제 

네트워크다. 60개국 이상에 진출한 이 네트워크는 신제품을 출시하는 플랫폼을 구성하고, 신규 

시장 개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155개 매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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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자료: 링크[https://fileshare-emea.bm.com/fl/8rWVuYQFR6] 

 

사진 - https://mma.prnewswire.com/media/1094292/La_Casa_del_Habano_30th_Anniversary.jpg  

 

문의: 

BCW: press.habanos@yr.com  

Izaskun Martinez, 전화: +34-670-09-40-74 

Carla Llado, 전화: +34-669-54-69-09 

 

출처: HABANOS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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