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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Color Information by Photo Diode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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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olor is discerned due to the reflectance of object and its hue is determined by the Ratio of RGB spectrum.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olor information using by the optical system in terms of convenience and 

simplicity. Firstly, the differential Ratio of RGB is evaluated by photodiode Sensor which achieves a high efficiency with 

quick tranducer output. To extract the information of RGB Ratio, light emitting diode is built in Color sensing system 

with photodiode. Our proposed method is very economical, simple, and convenient. Our results can be applied to confirm 

the accurate information of Color in the research environments and commercial purposes. Thus RGB information can be 

determined subjectively and thus, the inherent characteristic of Color will be revealed precisely and its related features 

can be resolved in a real tim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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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색은 자연 이 사물에 의해 반사되는 빛으로 인해 구별하

게 되고, 모든 색(Color)은 세 가지 색 RGB(Red, Green, 

Blue)을 혼합하여 만들어진다. 일반 으로 색은 두 가지 의

미를 지니는데 첫째는 안료(Pigment)로서의 색으로 CMY( 

Cyan, Magenta, Yellow)는 잉크에 기 한 색상 구 원리(감

산혼합)이고, 둘째는 어떤 특정 빛의 장이 수용 기 에 자

극을 주어 뇌에서 느끼는 빛으로서의 색, 즉 RGB 색 이

다[1-2]. 

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색채는 그 종류가 무

수히 많다. 하지만 색을 기술하는 언어  표 방식이 매우 

다양 하고 색의 종류도 다양하여 정확한 색을 표 할 수 있

는 방법이 거의 없음으로 정량 이고 객 으로 색을 표

하고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3-4]. 

색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시각  측정 방법인 정성  분석

(Qualitative Analysis)과 기계에 의해 측정하는 객  분석 

방법인 정량  분석(Quantitative Analysis)이 있다. 정성  

분석의 경우 색을 인지하고 단하는 방법에 있어서 주

이어 색의 평가가 쉬운 방법이나 색구별 능력이 개인마다 

다르고 빛의 상태에 따라 색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의 많은 오차를 래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시각  오

차가 없이 객 으로 비교 분석하기 해 기계로 색을 측

정 하는 정량  분석방법이 발달하고 있다. 정확한 색을 검

출하기 한 정량  분석은 분 계(Spectrometer)부터 학

필터에 이르기까지 그 방법이 다양하다. 이 방법들의 장·단

들을 살펴보면,

(1) 분 계는 오늘날 화학, 생명과학, 환경, 제약 등 거의 

모든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분석 장비이다. 물질 고유의 흡

수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장비이고 비교  정확하지만 샘

이 용매에 녹지 않는 경우 분석이 어렵고, 고가의 장비다.

(2) CCD(Charge Coupled Device) 이미지 센서의 경우 반

응 속도가 우수하고 낮은 노이즈에 해 간단히 응하는 

이 있다. 그러나 높은 압을 사용하여야 구동되고 력 

소비가 상 으로 큰 편이며 시스템의 크기가 비교  크고 

복잡하다.

(3) CMOS(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이미지 센서는 작동 속도가 빠르고 낮은 압을 사용하며 

내구성이 우수하다는 장 이 있다. 한 센서의 사이즈 소

형화가 가능하지만 주변회로가 복잡하고 어두운 곳에서 일

반 으로 균일도가 떨어지고 별도의 이미지 로세서를 사

용하여야 한다는 단 이 있다[5]. 

(4) 학필터(Optical Filter)를 이용하여 RGB비율을 검출

해내는 방법은 일부 논문에서 색을 검출하는데 사용되어져 



기학회논문지 60권 5호 2011년 5월

1050

   (a)                          (b)

그림 1 실험에 사용된 컬러 센서; (a) 컬러 센서의 모형

도, (b) 컬러 센서의 핀의 형태     

Fig. 1 Color Sensor Used in this Experiment; (a) Color 

Sensor Model, (b) Pin Forms of the Color Sensor

온 방식이다[6]. 특히 다이크로익 필터란, 특정한 주 수의 

빛을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반사시키는 특성을 가진 필터이

다. 하지만 학 필터를 사용하여 색을 검출 할 경우 그 형

태가 커지고, 제조가 힘들뿐만 아니라 내구성이 낮으며 고가

의 장비라는 단 이 있다.

본 연구는 사용자 편의성과 경제성, 색의 효율  평가를 

해 색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 는데, 장비의 크

기 문제를 해소하기 해 LED가 장착된 컬러 센서(Color 

Sensor)를 사용하 으며 무게는 15g정도의 구성으로 어떤 

물체에도 사용할 수 있게 소형으로 설계하 다. 한 이를 

색이 다른 물체에 용하여 실험을 실시하 다. 연구에서 

근한 색 정보 분석 방법은 센서가 에 보이는 빛이라는 

장 을 사용하여 색을 측정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게 되

었다. 수신부의 압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얻어 RGB비율을 

처리하여 색의 변화를 찰하고 색을 구별해 내는 에 있

어 색을 효율 으로 감지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LED와 포

토 다이오드 센서(Photo Diode Sensor)를 사용하여 색 정보

를 분석하고 색을 검출 하게 된다면 일반 연구실뿐만 아니

라 제약이 없는 공간에서 색의 변화를 찰하고 구별해 내

는데 있어 효율 으로 장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

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색의 작은 변화까지 감지 할 수 

있어 pH의 구별이나 시료의 색구별 는 염료의 착색 정도

를 단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고, 시약이나 색이 변화하는 

화학 시험지 검사 등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실험 방법

2.1 실험에 사용된 센서  방법

본 연구에서는 CCD나 CMOS를 사용하여 상에서의 

RGB비율을 단하는 것이 아닌 기  효율이 높고 크기가 

작은 LED와 빛에 한 반응이 빠르다는 장 을 가진 포토 

다이오드 센서를 사용하여 고체에서의 RGB비율을 단 하

고자 한다. 에서 기술한 장비들의 단 들을 보완하고 색

을 효율 으로 구별하고 평가하며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휴 가 용이한 학  방법의 색 분석 시스템

을 연구하 다. 

실험은 110가지의 색이 서로 다른 색종이에 하여 RGB

비율 측정 실험  색 검출에 한 실험을 진행 되었는데 

실험에 사용한 샘 은 I.R.I(Image Research Institute) 색채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10가지의 다른 색상(Hue)을 11가지의 

색조(Tone)로 분류하여 놓은 110가지의 색이 다른 색종이

(H&T120)이다[7]. 실험은 LED와 포토 다이오드 센서가 내

장된 센서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 하 고 센서 데이터의 

RGB비율의 비교군을 설정하기 하여 I.R.I 연구소에서 제

공하는 샘 의 RGB비율에 한 정보를 Adobe Illustration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RGB값을 각각 추출해 내었으며 이

를 가지고 각각 RGB비율로 환산한 후 실험치 와 비교 하

다. 이 방법은 모두 Red, Green, Blue Color의 LED를 이용

하여 색의 정보를 분석 하고 그 결과를 비교해 보자 하는 

것으로 3가지의 다른 빛을 사용 하여 서로 다른 색의 정보

를 비교  정확하게 얻는 기술을 구  하고자 하 다. 학 

필터를 부착 하지 않은 컬러 센서를 사용하여 비교  신호

가 안정 인 Red, Green, Blue의 색을 가지는 원(Source)

의 LED를 이용하 고, 세 종류의 원을 사용한 가산 혼합

의 방법을 사용하여 색을 분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

다. 

그림 1은 실험에 사용된 컬러 센서(KIR-Series,Kodensh 

i)의 모형도  핀의 형태를 그림으로 나타낸 모식도 이다.

센서의 수신부는 일반 포토 다이오드로써 발 부의 신호만

을 선택 으로 받아들이거나 다른 신호를 필터링 하지 못하

기 때문에 실험 진행시에는 3개의 포토다이오드가 외부 빛

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실험 장치를 구성 하 으며 각각 컬

러 센서 간에 있어 빛의 향을 받지 않도록 센서의 간격을 

조 하여 배치하 다.

표 1은 색을 감지하기 해 구성한 장치에 사용된 컬러 

센서의 장 역을 보여 다. 실험에 사용된 LED의 장 

범 Red(625nm～650nm),Blue(520nm～540nm),Green( 

468nm)이다. 일반 으로 Red의 장범 는 620～780nm, G 

reen의 장 범 는 510～565nm, Blue의 장범 는 440～

510nm이다[3]. 

Min. Typ. Max.

KIR1001A 625nm 640nm 650nm

KIR1002A 520nm - 540nm

KIR1003A - 468nm -

표 1 실험에 사용된 센서의 사양 

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Sensors Used in this 

Experiment 

그림 2는 실제 본 연구에서 실험한 구성도 이다. 실험은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 다. LED에서 나온 Red, 

Green, Blue 원의 빛이 각각 고체 샘 에 부딪  빛이 반

사되어 돌아오면 돌아온 신호를 수신부에서 감지하는 원리

의 실험이다. 각각의 포토 다이오드에서 방출 되는 아날로

그 신호를 DAQ-board로 받아, A/D 변환을 거친 신호를 

Labview를 통해 장하고, 장된 데이터를 매트랩(Matlab)

을 사용하여 색의 정보를 분석 할 수 있게 하 는데 이때 

실험 데이터가 매트랩에 작성된 알고리즘을 거치면 알고리

즘에 의해 RGB비율을 계산되고 최종 으로 색의 정보와 색

을 검출해 내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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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실제 실험에 사용된 방법의 개략도

Fig. 2 Schematic of Experimental Procedures 

실험은 색이 다른 종이를 상으로 실험을 진행하 다. 

샘 은 10가지의 다른 색을 11가지의 색조로 분류하여 놓은 

색종이 이다. 센서의 동작 원은 송신부․수신부 5V로 진

행하 다. 본 실험의 신호 수집 방법은 송신부에서 발생된 

신호가 샘 에 부딪  반사되고, 반사된 신호를 수신부에서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그림 3은 컬러 센서를 이용하여 색의 정보를 측정하는 실

험 방법에 해 간단히 그려놓은 개략도 이다. 그림과 같이 

송신부와 수신부는 고정시켜 놓았고 고체 샘 만을 변경해 

가며 실험을 실시하 다. 센서의 특성상 센서와 물체의 간

격이 1mm일 때 수신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센서와 물체의 간격을 1mm로 고정하고 실험을 실시하 다. 

한 센서 사이의 빛의 향을 받지 않게 각각 센서 사이를 

완 히 차단하 고 외부 빛의 향을 받지 않도록 샘 의 

에 빛이 통하지 않을 정도의 두꺼운 물체를 올려 실험을 

진행하 다.

그림 3 컬러 센서를 이용한 색 측정 방법의 개략도 

Fig. 3 Schematic of Measuring Color Using Color Sensor

표 2는 본 실험에 사용한 고체샘 , 즉 I.R.I 색채 연구소

에서 제공하는 10가지의 다른 색을 11가지의 색조로 분류하

여 놓은 종이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크게 붉은색과 록색, 

푸른색 계열의 색으로 10가지 색상을 가지고 11가지의 종류

의 서로 다른 명도와 채도의 정도에 따라 종이번호가 결정

되어 있는 샘 을 실험 재료로 선정하고 실험하 다. 한 

색채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ai 일을 Adobe Illustrator를 사

용하여 16진수로 표 된 각각의 RGB 값을 얻어 RGB 비율

로 계산하고 이를  다이오드로 얻은 데이터와 비교하여 

보았다.

표 2 실험에 사용된 물체의 색상 

Table 2 The Color of Object Used in this Experiment

2.2 RGB비율의 계산 방법  분석

본 연구에서는 물체의 색을 구별하기 해 고체 샘 과 

액체샘 을 상으로 하여 RGB 비율을 분석하고 색의 정보

를 통해 색을 구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를 해 각각

의 Red, Green, Blue의 원을 가진 컬러 센서의 수집된 데

이터 값을 이용하여 RGB 비율로 변환 시키고자 하 다. 수

신부에서 받아들인 각각의 Red, Green, Blue의 빛이 반사되

어 수신부에 들어온 신호를 이용하여 퍼센트 계산을 통해 

각 샘 의 RGB 비율을 계산 하 고 이는 식(1),(2),(3)과 같

이 계산 할 수 있다. 

  


          (1)

  


         (2)

  


          (3)

                                              

 : Red 원 데이터의 비율 

  : Green 원 데이터의 비율 

  : Blue 원 데이터의 비율 

  : 각 원 데이터의 Intensity

  : 원의 색(Red, Green, Blue)

    

2..3 색 검출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컬러 센서를 사용하여 신뢰성 있는 RGB 

비율을 결정하고 RGB 비율을 통해 색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시하려 한다. 먼  기존에 반복 실험을 통해 얻은 RGB 

비율 각각을 평균값으로 설정한다. 그 후 실험을 통하여 얻

은 데이터를 RGB 비율로 변환시키고 기존에 실험으로 얻은 

RGB 비율의 평균값에서 실험값을 빼주어 차이를 계산 하고 

오차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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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7)

여기서  : Red 원 데이터의 평균값

        : Green 원 데이터의 평균값

        : Blue 원 데이터의 평균값

    : R,G,B 원의 Error값을 모두 합친 값 

   

그림 4는 본 연구에서 작성하여 실험에 사용한 알고리즘

을 보여 다.알고리즘은 첫째로 입력된 RGB 비율이 지정

된 범 의 평균값 안에서 모두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RGB 평균값의 각각의 ±2 %에 해당하는 값으로 

설정하 다. ±2 %로 설정한 이유는 좀 더 정확한 색이 검

출 되는 것을 실험 으로 검증하 기 때문이다. 여기서 평

균값의 지정된 범 는 경험으로 얻은 수치이며 알고리즘 설

계 시 수정이 가능하다. 입력된 값을 평균값에 용하여 만

족하는 것을 확인하고 얻어진 색의 값이 1개일 경우 알고리

즘을 종료한다. 만약 얻어진 색의 값이 1개 이상이라면 식

(7)을 이용하여 가장 작은 오류를 갖는 색의 값을 검출 하

도록 알고리즘을 구성하 다. 

그림 4 색 검출에 사용된 알고리즘 

Fig. 4 The Algorithm Used to Detect the Color. 

3. 결  과

그림 5는 110가지의 종이 번호에 의해 센서로 얻은 데이

터의 RGB 비율을 도시화 한 것이다. 그림 5에서 R,G,B는 

각각 Red, Blue, Green의 원을 가진 컬러 센서에서 얻어

진 데이터를  식(1),(2),(3)을 통해 RGB 비율을 계산한 결과

이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종이의 번호는 10의 단 마

다 다른 명도를 가지고 Red, Green, Blue 계열의 색을 반복

으로 나열 되어있다. 

 다이오드 센서를 이용하여 샘 에 반사된 신호의 

RGB 비율의 결과는 샘 의 배열 순서에 따라 값이 다른 R, 

G, B 비율이 반복하며 11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

험의 결과 채도가 높은 10번 의 샘 에서 RGB 비율이 가

장 뚜렷하게 나타났고 명도가 높고 채도가 낮은 40번, 50번 

고체 샘 에서는 RGB 비율이 거의 비슷해 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실제 40번, 50번 의 샘 은 채도가 낮고 명도가 

높아 샘 의 색이 거의 흰색을 나타낸다. 

그림 5 종이 비율에 따른 센서 값의 RGB 비율 

Fig. 5 RGB Ratio of Number of Paper

그림 6은 110가지의 종이 번호에 따라 Adobe Illustration 

소 트웨어를 사용하여 RGB비율을 얻고, 계산한 데이터를 

도시화 한 그래 이다. 이의 결과 역시 체 으로 그림 5

와 비슷한 유형를 보이며 그림 5와 마찬가지로 종이 번호에 

따라 서로 다른 RGB 비율이 반복하여 각각 11번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한 채도가 높은 종이 번호 역에

서는 비교  높은 값의 RGB 비율이 반복 으로 나타나며 

채도가 낮고 명도가 높은 종이 번호 역에서는 비교  낮

은 값의 RGB 비율이 반복하여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6 종이 비율에 따른 이론값의 RGB 비율 

Fig. 6 RGB Ratio of H&T 120 Value of Paper 

그림 7은 110가지의 고체 샘 을 Adobe Illustration 소

트웨어를 사용하여 RGB 값을 추출 한 값과 포토 다이오드 

센서로 얻은 데이터의 RGB 비율을 각각 R, G, B를 따로 

나타낸 그래 이다. 그림에서 H&T 120은 I.R.I 색채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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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공한 고체 샘 의 RGB비율을 의미한다. 3가지의 데

이터는 비슷한 유형을 나타내지만 정확히 일치 하지는 않는

다. 그래 가 일치 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포토 다이오

드 센서를 사용하여 RGB 비율을 나타낸 데이터의 경우 모

든 센서가 압에 의하여 동작하기 때문에 미약한 압 값

이라도 항상 포토 다이오드 센서를 동작 하게 하여 잡음을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 고체 샘 에서 Adobe Illustration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얻은 RGB 이론값은 Red, Green, 

Blue Color의 가산 혼합 방식이 아닌 감산 혼합 방식을 사

용하기 얻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RGB 비율이 정확히 일치 

하지 않는 이유라고 사료된다. 

(a)

(c)

(b)

그림 7 RGB 이론값, 실험값의 비교; (a) Red 신호의 비율 

(b) Green 신호의 비율 (c) Blue 신호의 비율

Fig. 7 RGB Theory, Comparison of Experimental Data; (a) 

Red Signal Ratio (b) Green Signal Ratio (c) Blue 

Signal Ratio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체 샘 에서의 RGB 비율을 이용하여 

색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 다. 실험에 사용된 샘

은 색상을 색상과 색조로 구분 된 110가지 종류의 샘 이

었고 이를 LED와 포토 다이오드 센서가 내장된 컬러 센서

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본 실험은 색의 RGB 정보

를 확인하고 색을 검출 하는데 있어 앞서 기술한 장비들의 

단 을 보완하고자 컬러 센서를 이용하여 색을 측정하 으

며 매트랩과 Labview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 

하 으며 결과를 도출하 다. 

결과 으로 컬러 센서를 이용하여 샘 의 RGB 비율을 

별하고 색을 감지해 낼 수 있었다. LED의 장범 가 넓

은 RED 컬러 센서보다 비교  일정한 장이 나오는 Blue 

컬러 센서가 보다 이론값에 가까운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론값과 비교해 본 결과 비슷한 유형의 

데이터들이 검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실험의 

결과 샘 로 실험한 110가지 색  101가지가 검출 되었다, 

한 검출되지 않은 9가지의 색은 비슷한 유형의 색을 검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컬러 센서로 RGB 비율과 색을 검

출해 낼 수 있는 것을 확인하 으며 색의 민감한 변화도 감

지 해 낼 수 있는 것을 확인하 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압

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여 잡음 제거에 있어 효율 이지 

못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차후 연구로 센서의 더 정

확한 RGB 비율과 색을 측정하도록 장 역 의 폭이  작

은 LED나 컬러 센서, 주 수 센서를 사용하여 연구 할 것

이며 샘 의 장을 측정하여 색이 아닌 장 역을 검출 

해내는 연구가 진행 될 것이다. 실험의 결과는 간단한 pH의 

측정이나 용해 정도 단 등에 용하여 데이터를 얻어 색

상을 분석할 수 있고 염료의 착색정도를 보다 객 으로 

단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RGB 비율을 확인 할 수 있어 

시간  효율을 증가 시킬 것이다. 한 LED와 포토 다이오

드 센서를 사용하여 색 정보를 분석하고 색을 검출 하게 된

다면 일반 연구실뿐만 아니라 제약이 없는 공간에서 색의 

변화를 찰하고 구별해 내는데 있어 효율 으로 장비를 이

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 실험 방법을 이용하여 

RGB 비율을 측정하게 된다면 실험실, 일반 연구소 등뿐만 

아닌 자유로운 공간에서 비교  간단한 장비로 색을 분석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이 실험의 응용 분야로는 색의 인

지 기능이 정상인보다 미흡한 녹색맹이 물체의 색을 구분

하는데 용하여 색을 단하는데 도움을  것이고, 피부병 

환자들의 피부의 색소 침착의 정도를 보다 더 객 이고 

정량 으로 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강황이나 사과 등 

식재료의 색을 단하여 당도나 물질 함유량을 별할 수 

있고, 재 육안으로  포도당의 양을 악하고 있는 방

법인 SMBG(Self Monitoring Blood Glucose)테스트에 용

하면 좀 더 객 으로 단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 차후 본 실험을 더 개발 시켜 수술시 출 이 일어

나는 경우 색의 변화를 감지하여 자동 으로 출 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할 것이다. 이상 의 내용과 같이 

컬러 센서를 사용하여 색을 별할 경우 고체와 액체의 구

분 없이 색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색상의 별에 

있어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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