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banos, S.A., 베를린에서 H. Upmann Connossieur No.2 발표 

 

- Habanos, S.A.의 독일, 오스트리아 및 폴란드 독점 유통업체 Fifth Avenue Products Trading-

GmbH, 대면 형식과 가상 참가를 결합한 행사에서 신제품 선보여  

- H. Upmann Connossieur No.2(링 게이지 51mm, 길이 134mm)로 링 게이지 51mm 제품이 H. 

Upmann 브랜드 및 Habanos, S.A.에 처음으로 도입 

 

(아바나 2020년 11월 25일 PRNewswire=연합뉴스) Habanos, S.A.가 독일, 오스트리아 및 폴란드 

독점 유통업체 Fifth Avenue Products Trading-GmbH를 통해 세계 첫 공개 행사에서 새로운 

비톨라 H. Upmann Connossieur No.2(링 게이지 51mm, 길이 134mm)를 최초로 선보였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821051-habanos-premiere-h-upmann-connossieur/  

 

이 신제품은 글라신지(glassine paper)와 산드라 리본으로 만든 천연 목재 슬라이딩 박스에 담겨 

공개됐으며, 25개의 여송연으로 구성된다. 이들 여송연은 세계 최고의 담배 생산지로 여겨지는 

부엘타 아바호* 지역에서 재배한 래퍼, 필러 및 카포티 잎을 신중하게 선별한 후 'Totalmente a 

Mano con Tripa Larga'(롱 필러를 이용한 100% 수작업 방식)으로 제작됐다. 

 

H. Upmann은 이 새로운 비톨라를 출시하며 자사 브랜드를 비롯해 Habanos, S.A. 포트폴리오에 

처음으로 링 게이지 51mm 제품을 도입했다. 형식과 경강도가 비슷한 이 하바노가 표준 

포트폴리오에 포함됨에 따라, 브랜드 내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높은 인정을 받은 Linea 

Connossieur*가 더욱 풍부해졌다.  

 

H. Upmann Connossieur No.2의 발표 행사는 베를린 슈프레 강변에 위치한 복원된 후기 산업 

건물에 있는 Sage 레스토랑에서 진행됐다. 이 행사는 대면 형식의 인터뷰와 테이스팅을 가상 

요소와 결합한 하이브리드 행사로 진행됐다. 가상 참가자들은 음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룹 

https://www.multivu.com/players/uk/8821051-habanos-premiere-h-upmann-connossieur/


채팅을 이용해서 질문했고, 이를 통해 현장에 참석한 이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었다. 온라인 

참가자 수는 총 350명이었다.  

 

참가자들은 이 행사에서 신제품 H. Upmann Connossieur No. 2의 첫 단독 테이스팅에 동시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 각 참가자는 튜브 안에 든 H. Upmann Connossieur No. 2., 성냥, 시가 커터, 

소형 ZIEGLER 드링크, 독일 브랜드 Sabine Dubenkropp의 초콜릿 및 신제품 정보를 포함하는 

'환영 패키지'를 받았다. 

 

H. Upmann은 가장 오래된 하바노 브랜드 중 하나다. 이 브랜드는 1844년에 Upmann 형제가 

만들었으며, 오늘날까지 브랜드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H. Upmann은 경~중강도 

하바노 중 가장 섬세한 제품의 좋은 사례로 꼽힌다. 품질은 H. Upmann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 중 

하나다. H. Upmann은 19세기에 무려 11개 국제 박람회에서 여러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이렇게 

늘어난 금메달이 H. Upmann 브랜드 이미지를 장식하고 있다. 이를 보면 H. Upmann 제품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다.  

 

Fifth Avenue Products Trading-GmbH는 Habanos, S.A.의 독일, 오스트리아 및 폴란드 공식 

유통업체다. 1989년 Heinrich Villiger는 Habanos, S.A.와 손을 잡고 하바노 여송연을 독점 수입 및 

유통할 세계 최초의 합작투자사를 설립했다. 오늘날 Habanos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27개 

브랜드 전부를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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