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D조명의 현재 

• 방송 · 공연 · 무대조명 분야는 일반 조명에 비해 질적으로 우수한 광원 / 광학 / 방열 / 회로 / 

제어기술이 요구되며, 현재 다양한 성능의 LED조명등기구가 할로겐조명 또는 HMI조명을 대체하기 위해 

출시되고 있으나 제품구성이 제한적이고 사용자 만족도는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LED조명 기술의 변화 (광색가변 색온도제어) 

• LED조명 초기 시절에는 대다수의 제조사가 Cool White와 Warm White LED만을 사용하여 색온도만을 

가변하기 위한 조명을 제작하여 색상연출에는 한계가 있었다. 

 

• 이에 알파라이트는 컬러 스펙트럼 중간 영역을 대폭 향상시키기 위한 RGBAWW 광원을 개발하였습니다. 

  

• 하지만 RGB 사이에 위치한 Cyan, Magenta, Yellow 등의 색이 선명하지 않고, 흰색 선명도와 밝기가 

부족하게 되어 이러한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알파라이트는 새로운 색구현 개념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 새로운 LED엔진은 8~11 컬러색상을 기반으로 기존의 색표현 부족을 보완하고, 본래의 완전한 ‘색상과 

밝기’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LED엔진이 개발되어 색온도 가변범위를 1600K~35,000K까지 확대하고, 



CRI/TLCI/CQS를 기반으로 한 광질 표준 데이터를 95~99.5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LED조명 기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반 LED조명) (α알고리즘 LED조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이미지 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컬러를 사용함에 있어 아날로그 개념은 한계가 있었고, LED조명을 표준 색상안을 기반으로 

제어하기 위한 고도의 정밀 회로설계와 조명제어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소프트웨어, 즉 알고리즘이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RGB 그리고α, 색의 사원색(The Four Primary Colors)’ 

• 일반적으로 조명의 색구현을 위해서는 색의 삼원색(The Three Primary Colors)인 RGB를 소프트웨어로 

혼합하게 됩니다. 각 RGB 값을 기본 변수(n축)로 삽입하여 알고리즘을 구성합니다. 

• 하지만 디지털에서는 오직 RGB 값만으로는 컬러를 정확히 구현하지 못합니다. 

• 알파라이트는 디지털에서의 RGB 구현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조명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색의 사원색 

개념(The Four Primary Colors)인 ‘RGBα’를 개발하였습니다.  

• 여기서 α(알파)는 디지털에서 색구현 극대화를 위해 개발된 컬러 알고리즘 이며, RGB와 함께 새로운 

원색이자 추가된 변수(Z축)로써 알고리즘에 삽입되었습니다. 

• α 알고리즘 

 컬러 믹싱 최적화 알고리즘  디밍 커브 최적화 알고리즘 

 CRI/TLCI/CQS 부스팅 알고리즘  기존 RGB로 불가능한 디지털 표준컬러 구현 알고리즘 

 

 

알파라이트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는 LED 패키지 조명은 자체 개발로 이루어진 초고용량 멀티컬러 

LED엔진과 알파라이트 만의 α 알고리즘을 탑재한 스팟/패널 조명으로 방송·영화·공연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패키지화하여 선보일 예정입니다. 

 

새로운 LED 패키지 조명의 개발 내용 

스팟조명 

(할로겐조명 기준 1000~5000W, 

HMI조명 기준 800~2400W) 

6 Color(RGB + Amber/Lime/Cyan) + WW LED엔진으로 550W / 

1100W 두가지 모델 개발 

LED엔진의 집광과 멀티포커싱을 위한 줌렌즈 개발 

패널조명 

(LED용량 기준 200~1200W) 

9 Color(RGB + Amber/Lime/Cyan + Deep Red + Royal Blue + Ultra 

Viotlet) + WW LED기반의 멀티어레이 플레이트 개발 

다초점 광원을 집광 및 줌포커싱 하기 위한 멀티어레이 평판렌즈 

개발 

공통 특징 

α(알파) 알고리즘 적용 (컬러 믹싱 최적화 / 디밍 커브 최적화 / CRI 

부스팅 / 기존 RGB로 불가능한 디지털 컬러 디테일 구현) 

양방향 통신을 기반으로 조명제어와 세팅이 가능한 스마트 터치 

컨트롤러 장착 

방열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히트파이프와 수냉식 방열 

시스템을 적용한 복합 히트싱크 개발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여 무게는 가볍고, 인장력과 

강도는 철보다 높은 조명 하드웨어 및 디자인 적용 

 



그밖의 알파라이트 제품의 장점 

저렴한 가격 
자체 기술로 만들어진 알파라이트 조명은 고가의 LED조명과 비교하여 가격은 

저렴하고 성능이 우수 

높은 광원 효율 
LED광원 고집적화를 통해 Ø25~30로 작아져 광학설계 시, 광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고, 반도어에 의한 빔 커팅 시, 멀티셰도우 발생하지 않음 

소음저감 1m 거리기준 3db 이하의 소리가 날 정도로 팬 소음이 낮음 

저렴한 설치 

비용 

유무선 양방향 통신을 기반으로 간편한 조명제어와 세팅 가능하고, 신호선 공사에 대한 

비용을 절감 

 

 

알파라이트의 미래 LED조명 

 광질은 자연광의 98% 근접한 스펙트럼 특성 

 밝기 위주의 조명보다는 영상 감도를 높이기 위해 세밀한 조절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조명 

 다양한 촬영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Multi-function 조명 

 사용자 편의 기능과 쉬운 인터페이스 + 무선으로 조명 네트워크 시스템을 관리/운용 가능한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화면에서 감추는 기구물이 아닌 하나의 구성요소가 되는 디자인 추구 

 

  



 

2021 알파라이트 신제품 패키지 네이밍 공모전 

 

앞으로 다가올 LED조명의 미래를 만들어갈 알파라이트의 신제품 조명 패키지 이름을 지어주세요. 

 

공모 분야 

신제품 패키지 네이밍 

① 개발내용과 어울리는 네이밍 

② 출품수 제한 없음 

③ 출품 단어의 이유 또는 설명 기입 

공모 기간 2021년 4월 26일(월) – 5월 16일(일) 

참가 대상 누구나 

당선 발표 2021년 5월25일(화) 

응모 방법 

① event@alpha-lite.net 으로 응모 내용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② 메일 제목은 반드시 ‘알파라이트 2020 공모전에 응모합니다.’로 기입해 주세요. 

③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을 기입해주세요. 

(당선 발표 및 상품 지급 목적 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 상기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시, 응모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품 안내 

1등 iPad mini 5 (Wi-Fi / 256GB) or Galaxy Tab S7 (Wi-fi / 256GB) 

2등 Apple Watch Series 6 or Galaxy Watch 3 (Bluetooth) 

3등 AirPds 2 or Galaxy Buds Plus 

문의 사항 event@alpha-lite.net 

 

 

 

 

 

 

 

www.alpha-lite.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