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밀턴 시계, 파라마운트 영화사의 액션 스릴러 “잭 라이언: 코드네임 

쉐도우”로 영화 스크린으로 복귀 

 

-- 해 턴, 미국 정신과 스위스 정 성으로 만든 고급 시계 2개를 선보여 

 

(비엘, 스위스 PRNewswire=연합뉴스) 파라마운트 영화사 제작 “잭 라이언: 코드네임 쉐도우”에서도 

해 턴 시계가 주인공의 팔목에서 매초 빛을 발할 예정이다. 이 영화에서 해 턴은 스위스 정 성과 

미국 정신으로 만든 상징적인 두 개의 시계, 즉 카키 티타늄(Khaki Titanium)과 카키 플라이트 

타이머(Khaki Flight Timer)를 선보일 예정이다. 해 턴은 2014년 1월 전 세계 개봉 예정인 이 영화의 

전 세계적인 홍보를 위해 파라마운트 영화사와 손을 잡았다.  

 

잭 라이언(크리스 파인)이 착용하는 검정 카키 티타늄(Khaki Titanium)은 세련되고 우아한 디자인 아래 

견고한 구조성을 숨긴 시계 계의 비  요원이라 할 수 있다. 잭 라이언의 성격과 마찬가지로 이 시계 

역시 이중 생활을 영위한다. 성공을 위한 치장과 행동을 위한 준비성이 바로 그것이다.  

 

윌리엄 하퍼(아카데미 수상자 케빈 코스트너)가 착용하는 다 기능성의 카키 플라이트 타이머(Khaki 

Flight Timer)는 해 턴이 이 영화를 위해 특별히 수정 작업을 한 시계다. 해 턴은 영화 캐릭터가 

착용하는 맞춤 시계를 제작하기 위해 영화사 및 영화제작자들과 협력해온 지난 수십 년 간의 전통을 

오늘도 이어가고 있다. 

 

스파이 활동 전문가 톰 클랜시가 만든 CIA 애널리스트를 바탕으로 한 “잭 라이언: 코드네임 쉐도우”는 

통쾌한 액션 스릴러 영화로, 전역 후 월스트리트 간부로 조용한 이중 생활을 하다 모스크바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테러 음모를 추적하며 쫓기는 미국 요원으로 본격 변신하는 라이언(크리스 파인, “스타 

트렉”)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라이언은 친구나 사랑하는 지인들 사이에서 평범한 뉴욕의 간부로 통한다. 하지만 그가 CIA에 비  

영입된 것은 이미 몇 년 전의 일이다. 원래는 국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머리 좋은 박사로 영입됐지만, 

미국 경제를 붕괴시키고 세계적 혼돈을 야기할 주도 면 한 계획을 타파한 후에는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유일한 인물로 부상한다. 이제 그는 완전한 현장 요원으로 변신해 증가하는 의심, 

기만 및 치명적인 폭력의 세계로 투입된다. 입이 무거운 핸들러 하퍼(아카데미 수상자 케빈 코스트너), 

어둠 속의 약혼녀 캐씨(키이라 나이틀리) 및 러시아의 똑똑한 과두 정치 독재자(케네스 브래너) 사이에 



낀 잭은 믿을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보이는 새로운 현실, 그리고 자신의 진실 파악 여부에 수백 만 

명의 생명이 걸린 운명에 직면해야 한다. 1 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보다 한 발자국 앞서 경주를 마쳐야 한다.  

 

제작: Mace Neufeld, Lorenzo di Bonaventura, David Barron 및 Mark Vahradian.  인물: 톰 클랜시의 

캐릭터들. 각본: Adam Cozad와 David Koepp. 감독: 케네스 브래너 

 

해 턴 소개 

지난 60여 년의 기간 동안 해 턴은 항상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선을 사로잡는 모양, 유니크한 

디자인, 그리고 현대적인 소재들로 컬렉션을 이루며 소비자들을 매혹시켜 왔다. 셀 수 없이 많은 

헐리우드 영화에 그 모습을 드러내온 해 턴은 브랜드만의 전통과 시그니처 스타일을 창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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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딧세이>에서부터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맨인블랙> 시리즈에 등장해왔다. 

 

파라마운트 영화사 소개 

필름 엔터테인먼트를 제작 및 배급하는 국제적인 기업 파라마운트 영화사(Paramount Pictures 

Corporation, PPC)는 존중받는 유명 영화, 텔레비전 및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브랜드를 보유한 굴지의 

콘텐츠 기업 Viacom(NASDAQ: VIAB, VIA)의 자회사다. 파라마운트는 Paramount Pictures, Paramount 

Animation, Paramount Vantage, Paramount Classics, Insurge Pictures, MTV Films 및 Nickelodeon 

Movies 를 포함해 필름 엔터테인먼트에서 가장 강력한 브랜드들 중 일부를 관리한다. 또한 

파라마운트는 Paramount Home Media Distribution, Paramount Pictures International, Paramount 

Licensing Inc. 및 Paramount Studio Group도 운영하고 있다.  

 

FACT BOX 

잭 라이언(크리스 파인)이 착용한 Khaki Field Titanium  

케이스 사이즈 42 mm 

소재 티타늄/ 블랙 PVD/무광 

다이얼 컬러 블랙 

액세서리 블랙 캔버스 스트랩 / 티타늄 브레이슬렛 

무브먼트 오토매틱 2824-2 

크리스탈 사파이어 크리스탈 

방수 10 bar (100 m) 

가격 125만원 

 
 



하퍼(케빈 코스트너)가 착용하는 해 턴 Khaki Flight Timer  

케이스 사이즈 40 mm 

소재 스테인리스 스틸 

다이얼 컬러 블랙, 무연탄/ 실버 컬러 

액세서리 브라운 스티치 가죽, 스테인리스 스틸, 블랙 or 오렌지 러버 스트랩 

무브먼트 ETA E20. 373 

크리스탈 빛 반사 방지 사파이어 크리스탈 

방수 10 bar ( 100m) 

가격 176 - 186만원  

 

 

추가 정보 문의처: 

Hamilton International 

media@hamiltonwatch.com 

 +41-32-343-38-63 

 

출처: Hamilton International 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