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banos, S.A., 음력 새해 맞아 Hoyo De Monterrey Primaveras 공개 

 

- Habanos, S.A.의 독점 유통업체인 The Pacific Cigar Co. LTD와 Infifon Hong Kong Limited가 현장 및 

가상 참여를 결합한 독특한 행사에서 신제품 비톨라를 함께 선보일 예정 

 

- 소의 해를 맞아 중국 음력 춘절을 기념하고자 한정 생산되는 이 제품을 위해 새 비톨라 

Primaveras de Hoyo de Monterrey(링 게이지 48mm, 길이 167mm)를 특별히 선정 

 

(아바나 2021년 1월 12일 PRNewswire=연합뉴스) Habanos, S.A.가 두 곳의 독점 유통업체 The 

Pacific Cigar Co. LTD(PCC)와 Infifon Hong Kong Limited를 통해 독점 행사에서 새 비톨라 

Primaveras de Hoyo de Monterrey(링 게이지 48mm x 길이 167mm)를 선보인다. Habanos, S.A.는 

'소의 해'를 맞아 중국 음력 춘절을 기념하고자 이 비톨라를 특별히 선정했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840651-habanos-presents-hoyo-de-monterrey-primaveras/   

 

Primaveras de Hoyo de Monterrey 비톨라는 한정 생산되지만, 모든 시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이 비톨라는 18개의 Habanos를 담은 특별 상자에 담겨 판매된다. 이들 Habanos는 쿠바* 피나르 

델 리오 주*의 유명한 브엘타 아바호* 지역에서 생산 및 엄선된 래퍼, 필러 및 바인더 담뱃잎을 

가지고 롱 필러를 이용한 100% 수작업 방식(Totalmente a Mano con Tripa Larga)으로 제조된다. 

순한 강도는 이 브랜드를 구별하는 특징 중 하나다. 가장 전문적인 흡연가들이 Hoyo de 

Monterrey Primaveras를 세계 최고의 담배로 선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13일에 열리는 출시 행사에는 약 200명의 귀빈이 참석해 현장에서 직접 출시 행사를 즐길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최근 몇 달간의 행사 진행방식인 직접 및 가상 참여 형태를 결합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두 명의 Habanos, S.A. 부사장인 Leopoldo Cintra Gonzalez와 Jose 

Maria Lopez Inchaurbe도 참석한다. 

https://www.multivu.com/players/uk/8840651-habanos-presents-hoyo-de-monterrey-primaveras/


 

Hoyo de Monterrey는 Habanos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 중 하나다. 이 브랜드의 기원은 브엘타 

아바호*의 한가운데에 있는 San Juan y Martinez*에 위치한 Hoyo de Monterrey 농장이다. 세계 

최고로 여겨지는 담배를 재배하는 이곳은 쿠바 영토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농장(비옥한 땅) 중 하나다. Hoyo de Monterrey 브랜드의 모든 비톨라는 피나르 델 리오 주* 

브엘타 아바호* 지역에서 재배한 담뱃잎을 가지고 롱 필러를 이용한 100% 수작업 

방식("Totalmente a Mano con Tripa Larga")으로 제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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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자료: 링크[https://fileshare-emea.bm.com/fl/M3n32my57B] 

 

Pacific Cigar Co. 소개 

The Pacific Cigar Co. LTD (PCC)와 Infifon Hong Kong Limited는 Habanos, S.A.의 아시아 지역 독점 

유통업체다. 이들 유통업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중국에서 5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32개, 중국에 2개, 캐나다에 2개가 위치하며, 아시아에서는 

파트너를 통해 21개 매장을 추가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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