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banos, S.A., 가상 여행 소매 박람회 2020에서 신제품 선보여 

 

- Trinidad Robustos Extra 여행용 담배상자, 이달 12~16일에 열리는 가상 여행 소매 

박람회 2020의 주요 볼거리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 

- Habanos, S.A., 올해 주요 신제품이 전시되는 담배관에 가상 부스 설치 

 

(아바나 2020년 10월 13일 PRNewswire=연합뉴스) Habanos, S.A.가 면제 및 여행 소매 

채널을 위해 구상한 Trinidad Robustos Extra (링 게이지 50mm x 길이 155mm) 

여행용 담배상자를 선보인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794251-habanos-presents-trinidad-

robustos-extra/  

 

이번 출시 제품은 이달 12~16일에 열리는 가상 여행 소매 박람회(Virtual Travel 

Retail Expo) 2020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올해 박람회는 Moodie Davitt Report가 

기획했으며, 사상 처음으로 가상 행사로 진행된다. 

 

14개의 아바노가 들어있는 Trinidad Robustos Extra 여행용 담배상자는 우아하고 

실용적이며, 특히 아바노 애호가를 위한 완벽한 여행 액세서리로 디자인됐다. 그뿐만 

아니라, 중간 강도의 블렌드와 무거운 링 게이지 아바노를 선호하는 애연가 사이에서 인기 

많은 독특한 Trinidad 풍미를 보완한다.  

 

Trinidad Robustos Extra용으로 특별 선별된 포장지, 필러 및 바인더 잎은 쿠바(*) 

피나로 델 리오(*) 지역의 유명 산지 부엘타 아바호(*)에서 생산됐다. 쿠바의 전문 시가 

롤러 torcedores가 'Totalmente a Mano con Tripa Larga(완전 수제 롱 필러)' 

방식으로 만든 이 아바노는 독특한 향과 품질을 자랑한다.  

 

세계 곳곳에서 참여한 70개가 넘는 기업과 더불어 가상 여행 소매 박람회 2020에 참가하는 

Habanos, S.A.는 골드 부문 담배관에 가상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 부스에서는 가장 

큰 기대를 받은 출시 제품 중 하나인 Trinidad's Robustos Extra 여행용 담배상자 

외에 다른 명품 아바노 제품도 전시될 예정이다. 그중 하이라이트는 신제품 Romeo y 

Julieta Linea de Oro다. 이 신제품은 브랜드 최고급품으로서, Dianas, Nobles 및 

Hidalgos의 세 가지 새로운 비톨라를 선보인다. 그 외 작년 칸 박람회에서 출시돼 세계 

최고급 담배 애호가에게 판매 중인 H. Upmann Magnum 56 Jar도 전시된다.  

 

Trinidad라는 제품명은 1514년 쿠바에 세워진 도시 Santisima Trinidad에 대한 

헌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Santisima Trinidad는 198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아바노 브랜드로서 Trinidad의 기원은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Cohiba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Trinidad도 수년 동안 외국 고위 관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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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빈 선물용으로만 사용됐다. 한정된 수량이나마 Trinidad가 전 세계 애연가에게 마침내 

판매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부터다.  

 

* 원산지 명칭 보호 

 

Carla Llado, Tel: +34-93 201 10 28, press.habanos@yr.com  

 

사진 - 

https://mma.prnewswire.com/media/1309624/HABANOS_Vitola_of_Trinida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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