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banos, 영국에서 Ramon Allones Allones no. 2 한정판 국제 공개 

 

-- Allones No. 2 - 명망 높은 Habanos Ramon Allones 브랜드의 세 번째 한정판 제품 

-- 신제품은 Habanos, S.A.의 독점 영국 유통업체 Hunters & Frankau가 마련한 행사에서 발표 - 

한정판 역사상 가상 행사에서 신제품이 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 

 

(아바나 2020년 8월 24일 PRNewswire=연합뉴스) Habanos, S.A.가 자사의 영국 유통업체 Hunters 

& Frankau가 개최한 독점 행사에서 Ramon Allones Allones No. 2 2019 한정판을 국제 출시했다. 

한정판 역사상 가상 행사에서 신제품이 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764551-habanos-presents-ramon-allones-allones-no2/  

 

Allones No. 2,를 만들고자 선별된 래퍼, 필러 및 바인더 잎은 'Totalmente a Mano con Tripa 

Larga(롱 필러를 이용한 100% 수작업)' 방식으로 만들었으며, 쿠바(*) 피나르 델 리오(*)의 

유명한 브엘타 아바호(*)에서 생산됐다. 이들 담뱃잎은 최소 2년간의 숙성 과정을 밟았다. 

 

Ramon Allones는 1837년 출시 후 가장 유명한 아바노 브랜드 중 하나이자, Habanos, S.A.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오래된 브랜드 중 하나기도 하다. Ramon Allones는 장식 상자에 담겨 

판매된 최초의 Habanos 제품으로 유명하다. 이 Habanos 제품은 강렬하면서도 복잡한 맛을 

특징으로 한다. 

 

Ramon Allones Allones No. 2('Vitola de Galera'-공장명- Campanas, 링 게이지 52 x 길이 140mm)는 

특별히 Ramon Allones를 위해 디자인된 독특하고 우아하며 짙은 녹색의 상자에 담겨 판매된다. 

각 상자에는 10개의 Habanos가 들어간다.  

 

Hunters & Frankau가 마련한 가상 출시 행사 덕분에 총 600명의 고객이 이 한정판을 체험 가능한 

최초의 독점 온라인 시음회에 동시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 각 참가자는 Ramon Allones Allones 

No.2 한정판 Habanos, 50mL Hine Cigar Reserve 코냑과 브랜드 잔, 특별히 Ramon Allones Allones 

https://www.multivu.com/players/uk/8764551-habanos-presents-ramon-allones-allones-no2/


No.2와 곁들이도록 만든 맞춤 초콜릿, 참가증, 간략한 설명이 기재된 시음지, 기타 부대용품 

등을 포함하는 출시팩을 받았다. 

 

Hunters & Frankau는 1990년부터 영국, 아일랜드, 지브롤터 및 채널 제도에서 Habanos, S.A.의 

독점 유통업체로 활약했다. 1790년에 설립된 Hunters & Frankau는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고급 

여송연 거래업체로, 전문점, 와인 매장, 호텔, 레스토랑, 바 및 나이트클럽으로 구성된 광범위한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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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press.habanos@yr.com  

 

사진: https://mma.prnewswire.com/media/1231452/Habanos_Ramon_Allones_Allones_Cigar.jpg  

The Ramon Allones Allones No. 2 2019 Limited Edition 

 

출처: HABANOS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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