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A Good Day to Die Hard>의 새로운 액션 히어로, 

Hamilton(해밀턴) 시그니처 워치와 함께 하다  

 

해밀턴의 아메리칸 스피릿과 스위스의 정밀함을 갖춘 아이코닉한 워치를  

영화 <A Good Day to Die Hard>를 통해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비엘, 스위스] – 2012년 12월 – 해밀턴 워치는 20 세기 폭스에서 제작한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A Good Day 

to Die Hard>의 브루스 윌리스와 스포트라이트를 차지합니다. 이 영화를 통해 해밀턴의 아이코닉한 모델인 

Khaki X-Patrol(카키 엑스패트롤)과 클래식한 Jazzmaster Viewmatic (재즈마스터 뷰매틱)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이 두 프리미엄 워치들은 스위스의 정밀함과 아메리칸 스피릿을 그대로 담아 냈으며 세련된 

Hamilton 만의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Bruce Willis(브루스 윌리스)의 역할인 John McClane(존 맥클레인)은 이전 영화인 다이하드 4, <Live Free or Die 

Hard>에서도 해밀턴 워치를 착용했지만, 이번에는 그와 그의 별거 중인 아들인 Jack(Jai Courtney)도 해밀턴 

워치를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Jack 은 그의 아버지와 같은 터프함을 지닌 강인한 캐릭터를 

보여주며, 해밀턴의 시그니처 스타일과 현대적인 기술력의 결합을 통해 이러한 캐릭터가 더욱 빛을 

발합니다. 

 

Khaki X-Patrol (카키 엑스 패트롤)은 한 층 진보한 기능으로, 단위 환산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는 아버지와 

아들로 이루어진, 전 세계를 무대로 모험적인 활동을 하는 팀에게 완벽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또한 

Jazzmaster Viewmatic (재즈마스터 뷰매틱)은 해밀턴 워치의 클래식한 디자인과 현대적인 기능으로 세련된 

방법으로 어려운 상황을 구해내는 미국 영웅에게 완벽한 장비로서의 역할을 해냅니다. 

 

영화 <A Good Day to Die Hard>에서 브루스 윌리스는 그의 가장 아이코닉한 액션 캐릭터이자, 뛰어난 기술과 

애티튜드를 겸비하고 항상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진정한 영웅, John McClane(존 맥클레인)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아들 Jack을 도와주기 위해 떠났던 모스크바 여행에서 그는 그가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러시아 지하세계 힘의 추격과 함께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투 속에서 이 두 McClane은 

그들의 반대 세력들이 그들을 멈출 수 없는 영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Jack 의 Khaki X-Patrol 이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기술은 그의 아버지가 착용한 전대미문의 정밀함을 갖춘 

Jazzmaster Viewmatic 시계와 함께 Die Hard 팬들에게 최고의 모습을 선사합니다. 두 명의 영웅은 또 한번, 

외관과 기능, 그리고 부자 지간의 탁월한 결속력을 보여주듯 해밀턴의 시계와 함께 세계를 구합니다.  

 



About Hamilton: 지난 60여 년의 기간 동안 해밀턴은 항상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선을 사로잡는 모양, 

유니크한 디자인, 그리고 현대적인 소재들로 컬렉션을 이루며 소비자들을 매혹시켜 왔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에 그 모습을 드러내온 해밀턴은 브랜드만의 전통과 시그니처 스타일을 창조해 

왔습니다. 서사적인 스토리를 가진 Stanley Kubrick(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미래적인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딧세이>에서부터 SF 영화인 <나는 전설이다> 그리고 <맨인블랙> 시리즈에 등장해왔습니다. 

 

About 20th Century Fox: 영화<A Good Day to Die Hard>는 제작사인 20 세기 폭스사와 해밀턴의 파트너쉽으로 

글로벌 마케팅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영화 캠페인은 지면 광고, 매장 광고, 디지털 미디어, 시네마 광고 등을 

통해 해밀턴과 액션 아이콘인 존 맥클레인의 믿음직함과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FACT BOX 

Jack McClane (Jai Courtney)가 착용한 Hamilton Khaki 

X-Patrol (해밀턴 카키 엑스 패트롤) 
Case Size 42 mm 

Material Stainless steel 

Dial Color Black / Silver-colored 

Attachment Black stitched leather / Black rubber / 
Stainless steel 

Movement H-21 chronograph 

Crystal Sapphire with antireflective coating 

Water resistance 100 m / 10 bar 

Price 226만원(메탈)/ 217만원(가죽) 

 

John McClane (Bruce Willis)가 착용한 Hamilton 

Jazzmaster Viewmatic (해밀턴 재즈마스터 뷰매틱) 
Case Size 44 mm 

Material  Stainless steel  

Dial Color Black / Silver-colored 

Attachment Brown stitched leather / Stainless 
steel 

Movement 2824-2 automatic 

Crystal Sapphire  

Water resistance 100 m / 10 bar 

Price 107만원 (메탈)/ 96만원 (가죽) 

For further information: 
Hamilton Korea 
Bella.sung@kr.swatchgroup.com 
+82 2 3149 95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