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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Us

▪GDS의 각종 수상 내역
PLASA, ABTT, ESTA, LDI

▪우리의 지향점

2004년, 영국의 작은 창고에서 소박하게 시작한 GDS는 짧은 시간 안에 인체 공학적 SM 데
스크, 완벽하게 디밍이 되는 LED 객석 조명,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큐 라이트 등을 
개발/공급함으로써,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세계 최고의 솔루션 제공 
업체로서 성장했습니다. 

GDS 의 탁월한 LED 조명시스템은 전 세계 40여개국, 600 여개 이상의 유명 극장, 아레나, 학교, 
교회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지난 12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은 세계 최고임을 자부합니다. 소
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엔지니어, 개발팀, 판매, 서비스 및 물류팀 등 모든 직원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글로벌 확장의 일환으로 GDS는 2014년, 미국의 ETC (Electronic Theater Controls) 와 파트너쉽을 
맺고 ETC가 북미/남미 지역에 대한 라이센스하에 GDS 제품을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솔루션 제공 업체로서 명성을 더했으며 R&D의 진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2017년에는 한국 시장에 보다 높은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를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하기 위하여 
GDS Korea를 설립하였습니다. GDS가 한국 현지에 직접 투자/설립한 제조 지사 GDSK는 한국의 
조명에 대한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현지에 맞는 새로운 제품을 설계함으로써 소비자가격을 낮추고 
해당 공간에 더 적합한 제품을 생산합니다. 동시에 한국내 공급망을 적극활용하고 국가간의 운송절
감을 통하여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GDS 제품은 현재 전세계 40여개국의 공급 네트
워크를 바탕으로 영국과 한국에서 직접 생산합니다. 

GDS의 모든 팀원들은 한국 시장에서 앞으로의 흥미 진진한 미래 발전을 위해 견고한 기반
을 닦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
는 데 헌신하고, 회사 전체를 돕는 새로운 전략과 이니셔티브를 통해 향후 GDS 브랜드가 앞
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행운을 기원하며, 우리 GDS팀이 제공하는 솔루션이 여러분에게 힘과 도움
이 되기를 바랍니다.

Richard Cuthbert
Chief Executive Officer
Global Design Solutions Korea Ltd

•PLASA Award for Sustainability ArcLamp 2016
•PLASA Award for Innovation ArcLamp 2014
•PLASA Award for Sustainability ArcLamp 2014
•ABTT Lighting Product of the Year for ArcLamp 2014
•ABTT Lighting Product of the Year ArcSystem 2011
•PLASA Award for Innovation ArcSystem 2011
•PLASA Award for Sustainability ArcSystem 2011
•Theatres Trust Peoples Choice Award ArcSystem 2011
•Best Green Product Award LDI ArcSystem 2011
•Theatres Trust Peoples Choice Award BluesSystem 2010
•ABTT Lighting Product of the Year Award BluesSystem 2007
•PLASA Innovation Award for BluesSystem 2006

'Straight Forward thinking'은 컨셉, 건전한 산업 디자인부터 제조 및 배송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워
크 플로우 가치를 포함합니다. 기능성, 우아함, 사용 용이성,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훌륭한 제품 디자인은 곧 그 제품의 성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Design, make, enjoy'는 GDS
팀의 철학입니다. 발전된 열린 환경에서의 생산성과 작업을 통해 독창성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
에 디자인 팀에서 생산 라인에 이르기까지 이는 적극적으로 권장되며, 고객들도 역시 우리의 제품
을 즐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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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ING SOLUTIONS
FIDELITY Series

REALITY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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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yndebourne Opera House, UK



언제나 정확하게 빛을 재현하는 능력!

수많은 수상 경력에 빛나는 ArcSystem의 신뢰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FIDELITY Series는 객석 조명 시스템을 다음 단계로 진화시킵니다. 작은 
학교, 박물관 또는 대형 극장 등 종류에 상관없이, 아주 작은 전력만을 소
모하면서도 놀라울정도로 부드러운 텅스텐 디밍을 재현할 수 있는 기능
은 오늘날 중요시되는 환경 의식에 비추어 필수적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온 GDS 연구의 결과물은 완벽한 디밍 뿐만이 아
닙니다. GDS의 맞춤형 형광체 COB 소자에서 방출되는 빛의 품질은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CRI 98을 표준으로 함으로써, 여러분의 극장은 다시 
본래의 색과 빛을 발할 것이며 멋진 목재 패널과 패브릭 좌석들은 Fidelity 
아래에서 때로는 더욱 멋지게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새로운 FIDELITY Series 제품군과 함께 GDS의 R&D팀이 새롭게 개발한 
Fade to Warm (FTW) 기능은 로우 페이드 동안 FIDELITY Series의 LED 
헤드가 워밍업할 수 있게 하였고, 이는 텅스텐 컬러 프로파일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고객들에게는 원하는 모습을 만들기 위해 공간을 재조명하
는 것은 또다른 혜택 입니다.

효율적인 새로운 GDS 열분산 다이 캐스트 하우징은 저온으로 구동하며 
제품 무게를 줄여줍니다. – 이는 특히 음향 반사판이나 약한 구조의 천장
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중요합니다. 완전한 컨트롤이 가능한 RDM 컨
트롤, 16 비트 디밍, 맞춤형 디밍 커브와 함께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드라
이버 및 작동의 모든 측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견고한 하우징으로 빠
른 교환을 위해 설계된 표준화된 전원 공급 장치는 FIDELITY Series가 실
제로 완벽한 LED 조명 시스템을 완성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새로운 Dx 멀티 채널 드라이버 제품군은 진정으로 GDS만이 가능하
게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업계 최초로 Dx는 대규모의 조명 설치를 하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함으로써 유지 보수에 드는 비용과 시
간을 줄이고 시스템 신뢰성을 향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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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Light Sources
GDS의 FIDELITY Series LED 다운라이트는 기본적으로 CRI98의 COB를 바탕으로 백색광에서 완벽한 컬러 스펙트럼을 제공함
으로써 공간 내에 위치한 가구와 구조물의 색상을 깨끗하고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참고할 점은 이 모두가 기존 전력 소모량의 
20%정도만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LED color tolerance를 정확하게 선택함으로써, 설치된 모든 조명기는 그 이웃 조명기들과 
동일한 색온도를 표현 가능하고, 전체 공간이 균일하게 보이도록 합니다. GDS는 심미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최고의 품질과 안
정성을 제공하는 LED 다운라이트와 드라이버를 디자인, 생산합니다.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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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 Downlight

2K Downlight

4K Downlight

8K Downlight

1K LED 다운라이트는 낮은 천장, 복도, 혹은 엑센트 조명과 같이 
투사 거리가 짧은 조명에 적합합니다. 9W의 소모전력으로 약 
1000루멘의 밝기를 제공하는 이 소형 다운라이트는 75W 텅스
텐 램프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1대의 2K4D 드라이버로 8대의 1K LED 다운라이트 운용

2K 다운라이트는 저천장과 복도와 같은 단-중거리 투사 조명에 
적합합니다. 20W의 소모전력으로 약 2000루멘의 밝기를 제공
하며 100/150W급 텅스텐 조명기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1대의 2K4D 드라이버로 4대의 2K LED 다운라이트 운용

4K 다운라이트는 저천장과 복도와 같은 단-중거리 투사 조명에 
적합합니다. 50W의 소모전력으로 약 5000루멘의 밝기를 제공
하며 300W급 텅스텐 조명기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1대의 4K2D 드라이버로 2대의 4K LED 다운라이트 운용

8K 다운라이트는 대형 극장과 아레나 등 장거리 투사 조명에 적
합합니다. 90W의 소모전력으로 약 8000루멘의 밝기를 제공하
며 500/750W급 텅스텐 조명기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1대의 8k1D 드라이버로 1대의 8K LED 다운라이트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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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Technology
GDSK의 LED 드라이버는 GDS의 ‘절대적 0%기준’에 부합되는 완벽한 디밍을 제공합니다.
간단한 연결만으로 경제적이며 간단한 설치가 가능합니다. 드라이버는 표준 DMX컨트롤을 적용하고
RDM으로 구성하여 손쉽게 셋업하고 원격으로 프로그램할 수 있습니다.
모든 드라이버는 필요시 GDS 유럽 표준 ArcSystem의 부품을 사용하여 무선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Royal Albert Hall, UK



DMX Remote Driver

GDS 리모트 드라이버 모듈은 GDS의 객석 조명 시스템이 오랜 신뢰를 구축할 수 있
게 한 원동력입니다. 동일한 모듈로 GDS가 제공하는 모든 타입의 LED 다운 라이트
를 구동할 수 있습니다. PSU와 매칭되는, 설치가 용이한 강한 스틸 외함은 여러분의 
조명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더 적은 부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심플
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현실화합니다.

완벽한 RDM 지원으로 모든 기능을 원격 제어할 수 있으며, LED의 디밍은 텅스텐과 
같이 부드럽고 완벽하게 조절됩니다. 본 시스템을 설치하면, 저온, 저소음으로 운용
되는 GDS의 아름다운 빛과 완벽한 LED 디밍 품질에 만족할 것입니다.

Main Frame Driver

Dx 드라이버 컨셉은 중앙 집중식 LED 디밍 시스템의 새로운 장을 제시합니다. 무한 확장형 시스템은 네트워크 모니
터링, 전자 메일 지원 및 진단 기능을 갖춘 고품질의 완전 중복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합니다. 드라이브 카드는 완벽
한 텅스텐 페이드를 위해 GDS의 최첨단 디밍 기술을 사용합니다.
Dx 프레임은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다른 종류의 드라이브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DMX, RDM 및 네트워크 
제어를 표준으로 사용하여 대규모 조명설비를 중앙 집중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상의 솔루션입니다. 조명 제품의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접근이 어려운 장소의 경우, Dx LED 드라이버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Dx 시스템을 사용하면, 전원 전자 장치가 LED 헤드 위치에서 제거되어 열 발생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며 장소에 도
달하기 어려운 곳의 유지 보수 비용을 줄입니다. 특허 받은 GDS 드라이브 카드를 사용하면, 기존 배선를 사용하여 
LED 헤드를 연결하여 설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 2U 랙 마운트 유닛은 유지 보수가 용이한 전문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안전은 충분히 여유를 주는 저전압 철학을 적용하여 팀 내 작업자들에 대한 시스템 위험을 줄이
는 Dx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GDS는 품질에 대한 어떠한 타협 없이 사이트 유지 관리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Dx 시스템과 같은 제품을 최초로 출시하는 것과 같이 다시 한번 LED 드라이브 기술에 박
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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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of Light
빛의 품질

Heat management 
방열 관리

지난 12년간 GDS가 조명에 대해 연구개발하여 나온 최고의 결
과물 중의 하나는 여러분의 공간에 가장 최상의 품질의 빛을 제
공하는 COB (CRI98)에 있습니다. GDS의 정밀하고 부드러운 
조명 컨트롤 기술과 더불어, 이는 단순히 에너지 절감의 차원 뿐
만 아니라 기존의 조명이 비췄던 공간을 FIDELITY로 교체하면 
오히려 공간의 분위기가 더욱 개선되어 보인다는 점을 시사합
니다.

GDS의 디자인 핵심 철학은 모든 제품에 있어서 저온으로 지속적인 
운용이 되도록 설계한다는 것입니다. LED는 기대수명이 길지만 방
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수명은 짧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GDS는 설계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일정한 열 분석을 통해 COB, 
하우징 및 전자 제품을 개발합니다. GDS의 조명기는 타사의 일
반적인 LED 조명기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운영되도록 디자인됩
니다. 이를 통하여 세계적인 GDS 브랜드와 동의어인 우리의 품
질보증을 넘어서는 장기적인 신뢰성과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Outstanding in Every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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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M Control
원격장치관리 컨트롤

Dimming Curves and stepless smooth dimming
디밍 커브와 극도로 부드러운 디밍 기술

LED 컨트롤 시스템을 보다 플렉서블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접
근하기 쉬운 유저 인터페이스가 필요시됩니다. FIDELITY Series
의 모든 제품은 GDS 컨트롤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RDM에 의
해 완벽하게 컨트롤되는데, 이는 손쉬운 설치와 셋업 뿐만 아니
라 중간에 유동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RDM은 조명이 가지는 모든 기능의 컨트롤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RDM 기능이 포함된 조명 콘솔을 사용한다는 것은 곧 여러분의 환경
과 팀의 전체적인 통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혁신적인 GDS 드라이버 기술과 더불어, 디밍 커브는 FIDELITY Series 컨
트롤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고안된 드라이버 전자 장치는 텅스텐 페이드
를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해 스텝을 제거하고 완전히 구성 가능한 커브는 
LED 레벨을 무한대로 제어할 수있는 표준을 설정합니다. FIDELITY Series
는 3가지의 디밍 커브를 RDM을 통해 기본으로 제공하며, 필요시 디밍 커
브의 자유로운 커스터마이징과 업로드 또한 가능합니다.

Square Law 

D04A Law

Linea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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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ail and commercial lighting 
working for your space

REALITY Series는 휴게실, 바 및 사무실 공간과 같은 영역의 조명에 적
합한 실용적인 조명 솔루션입니다. 전문적인 객석 조명 어플리케이션인 
FIDELITY Series를 보완하여, CRI 98이상의 높은 연색성을 가진 고품질의 
빛을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대하여 해당 공간이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합니다.

REALITY Series 는 시장에서 깊은 신뢰를 얻은 GDS 조명제품군의 품질
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동시에 보다 일반적인 조명 솔루션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 특히 완벽한 조명을 선사합니다. 이와 더
불어 레스토랑, 바 및 소매상점과 같은 상업적인 분야에도 최선으로 적용
되어지는 만큼, REALITY Series는 일반적인 조명 요구 조건에 충실한 완
벽한 조명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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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able Track Solution
트랙 및 액세서리로 구성된 GDS Track light 제품군은 안정적이고 일관된 디밍을 제공하는 통합 DALI 컨트롤과 함께 직선형 
조명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고품격의 솔루션입니다. CRI 98 이상의 아름다운 빛으로 공간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GDS Track 
light는 아트갤러리, 박물관, 레스토랑 및 각종 상업적 공간에 더욱 탁월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듀얼 헤드 옵션은 필요할 때 조명 레벨을 높이기에 적합하며, 단일 헤드 옵션은 유연한 포커싱 기능을 함께 제공합니다. 하나
의 트랙에 제어 및 전원을 통합하면서 동시에 응용 프로그램에서 최적의 제어를 위해 개별 어드레스의 조명기를 제공하기 때
문에 설치가 쉬우면서 사용하기도 편리합니다. 다양한 공간에 따라 조명기의 빔 앵글과 컬러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선
택 또한 가능합니다.

GDS는 모든 REALITY 시리즈 조명 제품에 대해 최대한 낮은 작동 온도를 설정하여 제품 사용기간 동안 컬러의 차이를 최소
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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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Light

Dual Track Light

1K 트랙라이트는 저천장, 복도, 혹은 엑센트 조명과 같이 투사 거리
가 짧은 조명에 적합합니다. 단지 12W의 소모전력으로 CRI 97이상의 
고품격의 빛을 약 1000루멘의 아웃풋으로 제공하는 이 소형 트랙라
이트는 상업적 공간에 더욱 탁월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K 트랙라이트는 저천장과 복도와 같은 단-중거리 투사 조명에 적합
합니다. 단지 22W의 소모전력으로 CRI 98이상의 고품격의 빛을 약 
2000루멘의 아웃풋으로 제공하는 이 소형 트랙라이트는 상업적 공
간에 더욱 탁월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K 듀얼 트랙라이트는 보다 넓은 면을 커버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중거리 투사 조명에 적합합니다. 단지 44W의 소모전력으로 CRI 97
이상의 고품격의 빛을 약 4000루멘의 아웃풋으로 제공하는 이 소형 
트랙라이트는 상업적 공간에 더욱 탁월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4K 듀얼 트랙라이트는 중/장거리 투사 조명에 적합합니다. 단지 
86W의 소모전력으로 CRI 98이상의 고품격의 빛을 약 7600루멘의 
아웃풋으로 제공하는 이 소형 트랙라이트는 중/대형 상업적 공간에 
더욱 탁월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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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r Light
수년간의 GDS의 LED 칩 설계 혁신은 낮은 운영 온도와 장기간의 일관된 작동을 염두에 두고, 유연하고 
강력한 LED Strip 솔루션을 만들어냈습니다.

LED Strip은 가장 수요가 많은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하도록 매립형 또는 돌출형 마운팅으로 설계된 GDS하
우징에 장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브(Cove)에도 설치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본 제품이 가져다주는 고
르고 균일한 조명은 여러분의 공간에 아름다운 액센트 조명을 제공할 것입니다.

고품질의 DMX 드라이버로 완벽한 제어가 가능하며 RGBW 제품의 각 색상을 조합하여 사용하면 미묘한 
파스텔 색상이 더 높은 수준의 스펙트럼을 만들어 또 다른 차원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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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Strip White

LED Strip RGBW

Drivers

CRI 90이상의 높은 연색성으로 공간을 더욱 우아하고 세련
되게 연출하는 LED Strip White 제품은 1m당 1066lm 혹은 
1800lm의 밝기를 출력하며, 2700, 3000cct의 색온도 옵션 중 
선택 가능합니다.

다채로운 색채로 새로운 차원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LED Strip RGBW 제품은 1m당 750lm의 밝기를 출력하
며, RGBW(Warm White 3000cct) 과 RGBW(Cool White 
6000cct) 의 색온도 옵션 중 선택 가능합니다.

GDS의 LSLD100  DMX Driver는 완벽한 디밍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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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SOLUTIONS
PRODIGY Series   

SM Console
2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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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troller that is extraordinary!

새로운 PRODIGY Controller Series는 완벽한 조명 제어를 직관적으로 제
공하는 당신의 강력한 파트너입니다. 온보드 네트워크 웹 서버를 통해 완
벽하게 구성 가능한 PRODIGY 는 조명 시스템을 즉각 제어할 수 있습니
다. 

컴팩트한 사이즈와 경제적인 가격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웃 스테이션 옵션은 
모든 상황에 맞출 수 있는 심플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조명 데스크에 인라인
을 설치하고 PRODIGY 가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십시오. DMX pass through 
기능은 소중한 쇼 타임 중에 다운 타임을 잃지 않도록 합니다.

결론적으로 PRODIGY 는 여러 개의 아웃스테이션 위치를 통해 강력한 경제적 
통제를 필요로 하는 독립형 설치로 별도의 하우스 조명 제어 시스템에 대한 격
차를 메꿔줍니다.

조명 컨트롤이 필요할 때 - PRODIGY 를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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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PRODIGY 컨트롤러를 통하여 온보드 RDM으로 GDS LED 드라이버뿐만 아니라 DMX 호환 제품 모두 손쉽게 파
악할 수 있습니다.

PRODIGY 컨트롤러는 간단한 스냅 샷 기능에서부터 보다 복잡한 요구 사항을 위한 조명 콘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자랑합니
다. 로컬 입출력 기능과 DMX 패칭 기능을 갖춘 PRODIGY는 페이징 시스템, 화재 경보기와 연계될 수 있으며 표준 조명 스위치로
도 특정 장면을 불러오도록 하는 간단한 통합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는 벽면 설치 또는 랙 장착이 가능하므로 대형 공연장에서 소극장까지 다양한 환경에 적용 가능합니다. 커스터마이즈된 
견고한 데이터 프로토콜의 배선 구성은 설치가 빠르고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DMX fail 및 패널 잠금과 같은 추가 기능으로 까다
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수용 할 수 있습니다.

Integrated DMX Controller



모든 아웃스테이션은 설치가 용이한 RJ45으로 배선되며, Aux 입출력 단자를 통하여 별도의 스위치를 추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면부는 마그네틱 스냅으로 장착되기 때문에 매끄러운 마감을 보여주며 각 페이
더와 버튼의 LED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명 아웃풋을 반영하는 모방(mimic) 제어를 제공합니다. 모두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훌륭한 아웃스테이션 시스템입니다.

Fader Panel

Combi Panel

8 Button Panel

Accessories

페이더 패널은 라이브 대화형 컨트롤이 필수인 영역에서 
사용자가 쉽게 제어할 수 있는 3 개의 페이더를 제공합니다.

콤비 패널은 저장된 장면을 쉽게 불러올 수 있도록 4개의 
버튼과 함께 1개의 페이더를 제공합니다.

8 버튼 패널은 많은 장면을 불러올 수 있고 멀티존 룸 컨트롤
(multi zone room control)에 적합합니다.

다양한 마운팅 유형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액세서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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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 매니저 콘솔(Stage Managers Console)은 모든 프로덕션의 중심에 있으며, 단순한 시간 관리에서부터 모든 큐
가 올바른 순서와 시간에 실행되도록 하는데 까지, 공연의 모든 부분을 지원합니다. 무대 감독 (Stage Manager)은 이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지며, 백스테이지와 FOH(객석-로비) 공간에 걸쳐 극장의 모든 영역을 조정할 수 있는 포지션을 필
요로 합니다. GDS는 국제적인 극장 및 이벤트 업계에 알맞는 다양한 스테이지 매니저용 콘솔을 2006년부터 설계 및 제
조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로 전세계에 수많은 콘솔을 공급했습니다. GDS는 기존 업체들이 지금까지 이 복잡한 장비
에 어떻게 접근했는지 살펴보면서 수많은 검토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에서 새로운 접근 방
식을 개발하여 세련미와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GDS SM Console은 네트워크 타이밍, 비디오, 인터콤, 큐 라이트 및 쇼 릴레이와 같은 모든 주요 서비스를 통합함으로써 
모든 공연장을 위한 탁월한 솔루션이 되었습니다. GDS CUE System, BLUES System Control 등을 자체 내장할 수 있어, 
보다 통합적인 상황 컨트롤이 가능하도록 한 GDS SM Console 제품군은 완벽한 공연을 위한 극장의 필수 장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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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Console - Fibreglass Enclosure

SM Console - Wooden Enclosure

SM Console - Desk Mount

GDS SM Console 중 가장 대중적인 모델이며 유니 폴라 스탠드
와 잠금 캐스터, 19 인치 시설 및 보관함 공간이 있는 유리섬유 
인클로저가 제공됩니다. 작고 가볍지만 동시에 중형 및 대형 극
장용으로 특별히 디자인되었습니다. 데스크를 스탠드에서 쉽게 
분리 할 수 있어 극장 조정실 및 객석 FOH에서의 작업에 적합합
니다.

최대 12 개의 큐 라이트 채널을 필요로 하는 중-대형 극장에 이상적
이며, 이 콘솔은 프롬프트 모서리에서의 공간을 최대화하기 위해 로
우 프로파일로 디자인되었으므로 타사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콘
솔은 강화된 화이버글라스로 제작되어 매우 강하며 한사람이 들어올
릴 수 있을 정도로 경량입니다.

SM Console 중 가장 큰 사이즈의 케이스이며 타사 제품군 혹은 더 
많은 큐라이트 채널과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되었습니다. 인
클로저는 고품질의 플라이 구조이며 화이버글래스 인클로저와 동일
한 유니폴라 스탠드에 그대로 적용되지만 최대 24 개의 큐 라이트 채
널, 조명 제어 작업을 위한 추가 터치 패널 및 추가 설비를위한 우측
의 19 "패널 섹션으로 좀 더 많은 공간과 깊이를 제공합니다. 

데스크 마운팅을 고려하여 디자인된 이 SMConsole은 조정실 또는 
소규모 스튜디오 공간 및 학교에서 사용됩니다. 또한 리허설 등을 위
하여 보다 큰 데스크의 보조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콘솔 
데스크에는 콘솔 라이트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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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빛, 완벽한 디밍, 경제성, 교체편의성

명성 한국에서 직접 생산

GDS 조명 제품은 고효율 LED를 적용한 풍부하고 따뜻한 빛으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명성 뿐만 아니라, 우리
는 텅스텐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LED 디밍을 구현하는 조명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한국 현지에서 직접 생산 및 공
급함으로써 가격경쟁력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단언컨대, GDS는 세계 최고의 LED 조명시스템입니다. GDS 제품은 친환경적
이며 현대 건축 환경에서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한 엄격한 요구에 부합합니다

GDS KOREA는 LED 객석 조명 시스템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영국 GDS사의 힌국 지사입니
다. GDS의 제품은 세계적으로 최고의 명성을 가진 유
수의 극장들을 포함하여, 전세계 40여개국에 설치되
어 있습니다. 기업, 건축, 텔레비전 방송국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GDS의 조명시스템이 시장을 이끌고 있습
니다. 그 어디에도 GDS의 제품만큼 제품에 만족하고 
지지하는 고객을 많이 가진 제품은 없습니다

GDS는 자체적으로 전자공학과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디자인 · 생산하며 ISO9001 표준을 준수합니다. 한국 
지사의 생산 운영 또한 영국 GDS의 높은 수준의 운영 
방식을 그대로 따라 진행합니다. 한국에서 직접 생산
함으로써 제품 가격을 낮추고 탄소발자국을 절감하며, 
한국 경제에도 일정 부분 이바지합니다. 더불어 한국
어로 운영되는 체계적인 서비스 부서는 빠르고 효과적
인 응대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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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 헌신

적응성

견고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GDS는 폭넓은 고객지원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어떠한 시
공사와도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조언
과 추천은 편견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기간동안, 
우리는 외부 디자이너, 시공사, 그리고 최종 소비자와의 
유기적인 대화를 통해 프로젝트가 최상의 결과를 얻는데 
주력합니다.

고객들은 우리 제품을 만드는 우리의 내부 디자인팀이나 
엔지니어링 팀과 언제나 직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데 
이는 문제 해결이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행된다는 것
을 뜻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사이즈나 스케일의 프로젝트
에도 모든 고객은 GDS 제품이 설치되어 있는 전세게 최고
의 공연장들과 동일한 전문 서비스를 받을 것입니다.

GDS는 최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이며 프로젝트의 필요
에 따라 커스터마이즈 작업을 통해 고객의 기대와 요
구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GDS가 성취한 기술적 진보
와 성공의 결과는 새로운 문제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
해 새로운 해결책을 적용하는 능력에서 시작되었습니
다.

GDS 제품은 장기간의 운용에도 최상의 성능을 유지하
도록 내구성을 고려하여 디자인됩니다. GDS의 저온 
디자인 원칙은 LED와 드라이버의 긴 예상 수명을 보장
하도록 합니다. 유지 보수 절감은 곧 낮은 운영 비용을 
의미합니다. 또한 5년의 품질 보증 기간을 제공함으로
써 GDS 제품의 안정성에 대한 확신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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