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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RGB 이미지를 활용하는 다양한 객체 인식 분야에서 조도가 어둡거나 특정 물체에 의해 가려진 환경에서의 RGB 
이미지는 객체 인식 성능 저하를 일으킨다. IR 이미지는 가시광선이 아닌 적외선 파동을 감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

경에서 강인한 객체 인식 성능을 가질 수 있고, RGB-IR 이미지 쌍을 가지고 각자의 강점을 결합 하는 것을 통해 객체 

인식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RGB-IR 이미지 쌍의 강점만을 결합하여 객체 인식 성능을 향상시키

는 다중 스펙트럼 융합 모델인 high-frequency interchange network (HINet)을 제안한다. HINet은 RGB-IR 이미지 간 

주요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두 가지 객체 인식 모델을 mutual high-frequency transfer (MHT)를 이용하여 연결하였다. 
MHT에서는 RGB-IR 이미지 쌍 각각을 discrete cosine transform (DCT) 스펙트럼 도메인으로 변환하여 고주파 정보

를 추출한다. 추출된 고주파 정보는 서로의 네트워크에 전달되어 객체 인식성능 향상을 위해 활용되어 진다. 실험 결

과는 제안하는 네트워크의 우수성을 보이며 다중 스펙트럼 객체 인식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BSTRACT 

Object recognition is carried out using RGB images in various object recognition studies. However, RGB images in dark 
illumination environments or environments where target objects are occluded other objects cause poor object recognition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IR images provide strong object recognition performance in these environments because 
it detects infrared waves rather than visible illumin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n RGB-IR fusion model, 
high-frequency interchange network (HINet), which improves object recognition performance by combining only the 
strengths of RGB-IR image pairs. HINet connected two object detection models using a mutual high-frequency transfer 
(MHT) to interchange advantages between RGB-IR images. MHT converts each pair of RGB-IR images into a discrete 
cosine transform (DCT) spectrum domain to extract high-frequency information. The extracted high-frequency information 
is transmitted to each other's networks and utilized to improve object recognition performanc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e superiority of the proposed network and present performance improvement of the multispectral object recognition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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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객체 인식은 대개 객체의 형상과 특징을 잘 파악

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학습 및 평가된다. 하지만 현실

에서 객체 인식에 적합하지 않은 비, 안개, 그림자, 저조

도, 저해상도 등과 같은 환경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RGB 데이터만을 사용하는 모델들은 현실에서 높은 인

식 정확도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

서의 객체 인식 성능 저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대안적

인 모델과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최근 convolution neural networks (CNN)가 발전하면

서 이중 스트림 CNN 기반 검출기는 다중 스펙트럼 객

체 인식 분야에서 탐지 성능을 향상시켰다[1-11]. 또한 

해상도가 다른 RGB 이미지와 IR 이미지의 해상도를 맞

춘 FLIR [12], LLVIP [13]와 같은 다중 스펙트럼 데이터 

셋도 이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었다. 그림 1은 특

정 조건에서의 RGB 이미지와 IR 이미지의 장점을 보여

주는 몇 가지 예시이다. 그림 1의 (a), (b)는 FLIR 데이터 

셋의 RGB 이미지와 IR 이미지 쌍을 보여준다. 밝은 낮

에는 그림 1(a)의 RGB 이미지가 그림 1(b)의 IR 이미지

보다 색상, 엣지, 질감 등과 같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림 1의 (c), (d)는 LLVIP 데이터 셋의 RGB 이미

지와 IR 이미지 쌍을 보여준다. 어두운 밤에는 그림 1(c)
의 RGB 이미지와 비교 했을 때, 그림 1(d)의 IR 이미지

에서 어두운 조명 속에서 보행자의 선명한 윤곽을 더 잘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나뭇가지에 가려져 있어도 해당 

위치에 특정 객체가 있다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따
라서 다양한 환경에서 강인한 인식성능을 내기 위해서

는 서로 다른 스펙트럼의 데이터 정보들을 교환하고 하

나의 결과로 통합할 수 있는 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전 연구를 살펴보면 모델 융합 방식 설계는 대부분 

심층 신경망 [1, 3, 5, 7, 8]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CNN
이 단일 스펙트럼에서의 강한 학습 능력을 갖는 것을 입

증한 문헌들이 있으며, 이는 대부분 RGB 이미지에 해당

된다 [14-21]. 다중 스펙트럼 환경에서의 객체 인식을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 중 transformer 
[22]를 이용하여 RGB와 IR 스트림에 서로의 정보를 전

달하는 접근 방식이 제안되었다 [23]. 이에 본 논문에서

는 다중 스펙트럼 환경에서의 객체 인식을 위한 새로운 

융합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기존 연구 [23]에서 

사용한 베이스라인 네트워크를 기본 구조로 사용하며 

RGB-IR 이미지 쌍 각각을 discrete cosine transform 
(DCT) 스펙트럼 도메인으로 변환하여 고주파 정보를 

추출하고, 추출된 고주파 정보는 서로의 네트워크에 전

달되어 성능 향상을 위해 활용되어진다. 제안된 네트워

크는 다중 스펙트럼 데이터 셋인 FLIR [12], LLVIP [13]
에서 transformer [22]를 적용한 결과 대비 향상된 성능

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RGB-IR 이미지 쌍의 강점만을 결합하여 객체 인식 

성능을 향상시키는 RGB-IR 융합 모델 High-frequency 
interchange network (HINet)을 제안한다.

2. Mutual high-frequency transfer (MHT)을 통해 고주

파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엣지 정보가 강화되고, 이는 

다중 스펙트럼 공개 데이터 셋에 대해 기존 논문 대비 

인식 정확도 성능 향상을 달성했다.
3. RGB 이미지와 IR 이미지 뿐 아니라 다른 스펙트럼, 3

차원 정보, 깊이 맵 등과 같은 정보들과의 융합 가능

성을 제시한다.

Ⅱ. 관련 연구 동향

다중 스펙트럼 환경에서의 객체 인식을 위해서 두 가

지 모델에 들어가는 RGB 이미지와 IR 이미지의 피쳐들

(a) RGB image in FLIR dataset (b) IR image in FLIR dataset

(c) RGB image in LLVIP dataset (d) IR image in LLVIP dataset
Fig. 1 Examples of RGB and IR image p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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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절히 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접근 방식은 

RGB와 IR의 정보가 융합된 피쳐를 얻기 위해 이미지 

입력 부분에서 초점을 맞추는 방식 [1, 3, 4, 7, 24, 25]과 

추출된 피쳐들을 융합하는 방식 [22, 23, 26]이 있다.
입력 부분에 초점을 맞춘 대부분의 연구들은 융합할 

위치를 선택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연구 중 [24] 는 early 
fusion과 late fusion 두 가지 융합 방법들을 분석하고 다

중 스펙트럼 데이터 셋에 대한 성능을 분석했다. 또 다른 

연구 [1]에서는 두 개의 ConvNet 모델을 이용하여 

halfway fusion과 score fusion 등 다른 두 가지 융합 방법

을 설계하고, 해당 연구 [1]를 포함하여 이후 제안된 연구 

[3, 4, 7, 25]들은 halfway fusion 방식이 다른 세 개의 융

합 방식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징 융합 방식에 초점을 둔 연구는 모델을 연결하는 

것, 각 요소별로 더하는 것, 각 요소별 평균값 및 최대값

을 풀링하는 것 또는 교차곱 등을 활용하여 RGB 이미지

와 IR 이미지 간의 피쳐맵을 조합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때 RGB 스트림과 IR 스트림 사이에서 생성된 

피쳐맵의 조합을 학습하기 위해 새로운 gated fusion 
units (GFU) [26]이 제안되었다. 또한 transformer [22]를 

이용하여 RGB와 IR 스트림 각각의 피쳐맵을 조합하고 

서로의 스트림에 더해주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23]. 본 

논문에서는 해당 연구 [23]에서 사용한 베이스라인 네

트워크를 기본 구조로 활용하여 DCT와 residual channel 
attention block (RCAB) 기반 MHT 모듈을 설계하고, 이
를 통해 각 스트림 간 피쳐들을 융합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한다.

Ⅲ. 제안 방법

이번 섹션에서는 다중 스펙트럼 객체 인식을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하위섹션 3.1에
서는 DCT 개요를, 하위섹션 3.2에서는 본 네트워크의 

베이스라인인 YOLOv5 [14]의 네트워크를 확장한 

HINet에 대해 설명하고, 하위섹션 3.3에서는 제안된 

MHT에 대해 설명한다.

3.1. 이산 코사인 변환 (DCT)

이미지 형태인 공간 도메인은 스펙트럼 도메인으로 

변환할 수 있으며, 반대로 스펙트럼 도메인에서 이미지 

형태인 공간 도메인으로 변환할 수 있다. 이때 가장 많

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산 퓨리에 변환 (discrete fourier 
transform, DFT)이다. DFT에서는 입력신호가 실수일 

때에도 변환된 결과에 복소수를 포함한다. 복소수가 포

함된 해당 값은 특정 연산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하지

만 복잡한 연산 때문에 컴퓨팅 능력이 부족한 환경에서

는 이를 적용하기 힘들다. 따라서 해당 환경에서는 신호

를 코사인 함수로 분해한 다음, 스펙트럼으로 표현할 때 

실수 값만 출력하는 이산 코사인 변환 (DCT)을 사용한

다. 크기가 ×인 2차원 이미지의 공간 도메인에서

의 이산 신호 입력인 를 DCT를 통해 주파수 도메인 

로 표현할 수 있다. 해당 2차원 DCT는 다음의 수식으로 

표현 된다 [2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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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에서 는 2차원 입력 이미지의   위치

의 픽셀값이며, 는   위치의 DCT 계수 값이

다. 식 (2)는 코사인 기저함수의 정의이며 식 (3)은 정규

화 상수의 정의이다. 공간 도메인에서 DCT를 통해 주파

수 도메인으로 변환된 2차원 신호는 식 (4)와 같이 

inverse DCT (IDCT)를 통해 다시 공간 도메인으로 변환

할 수 있다.
HINet의 전체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그림 2를 설명하

기에 앞서 그림 3은 2차원 DCT를 이용하여 고주파 성분

을 추출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DCT를 수행한 스펙트럼 이미지를 보면 공간 도메인 이

미지에서의 다양한 성분의 주파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때, DCT 도메인에서 좌상단 방향은 저주파 

성분이 밀집되어있고 우하단 방향은 고주파 성분이 밀

집되어있는 특성을 활용하여 고주파 성분만을 추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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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고주파 성분에는 검출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

는 엣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

는 RGB 이미지에서 강점을 가지는 고주파 성분과 IR 

이미지에서 강점을 가지는 고주파 성분을 강화하고 서

로의 네트워크 스트림에 고주파 정보를 전달 및 융합시

켜 다중 스펙트럼 객체에 인식 환경에서 강인한 성능을 

낼 수 있는 고주파 교환 네트워크인 HINet을 제안한다.

3.2. 객체 인식 네트워크 (YOLOv5)를 확장한 HINet

다중 스펙트럼 객체 탐지 네트워크를 설계하기 위해 

기존 객체 인식 네트워크인 YOLOv5 [14]를 확장하여 

사용하였다. 전체 네트워크 구조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RGB 이미지와 IR 이미지 각각을 입력으로 받는 2
개의 YOLOv5 백본을 설계하고 3개의 MHT 모듈을 이

용하여 RGB 스트림 백본과 IR 스트림 백본 사이를 연결

하였다. 이를 통해 RGB 스트림 백본과 IR 스트림 백본간

의 융합을 가능하게 하고 각각의 스트림에서 나온 신경

망들의 출력을 더해 YOLOv5 [14]의 Neck에 해당하는 

객체 인식 네트워크의 입력으로 통합되어 들어간다.

3.3. Mutual high-frequency transfer

이번 섹션에서는 상호 고주파 전송 모듈 (MHT) 에 

대해 설명한다. 제안하는 MHT 모델의 구조는 그림 4의 

왼쪽과 같다. 두 개의 YOLOv5 [14]의 백본에 해당하는 

RGB 스트림과 IR 스트림으로부터 각각의 피쳐맵을 입

력으로 받는다. 입력으로 받은 각각의 피쳐맵은 

DCT_2D를 거치며 공간 도메인에서 스펙트럼 도메인

으로 변환된다. 변환된 스펙트럼 도메인은 좌상단 방향

의 저주파, 우하단 방향의 고주파 특성이 나타난다. 따

Fig. 2 Overall organization of the proposed Hight-frequency Interchange Network (HINet).

(a) RGB image (b) IR image

(c) HF extraction in 
DCT domain (RGB image)

(d) HF extraction in 
DCT domain (IR image)

(e) Extracted HF result 
(RGB image)

(f) Extracted HF result
(IR image)

Fig. 3 DCT-based HF extraction results from RGB and 
IR image p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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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좌상단의 일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입력 피쳐맵의 

고주파 성분을 추출한다. 이때 제거하는 부분이 너무 작

으면 고주파 성분과 저주파 성분이 적절하게 분리되지 

않음에 따라 모델 학습 시 저주파에 대하여 과적합이 발

생한다. 반면 제거하는 부분이 너무 크면 객체 인식에 

중요한 고주파 성분인 엣지 정보가 대부분 없어져 성능 

향상이 미비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험적으로 저

주파 과적합과 엣지 손실을 고려하여 전체의 약 4%의 

저주파 성분을 제거하였다. 스펙트럼 도메인에서 다시 

공간 도메인으로 다시 변환하는 IDCT_2D를 거쳐 저주

파 성분이 상대적으로 제거된 고주파 피쳐맵을 얻게 된

다. 해당 과정으로 획득한 피쳐맵에 대하여 고주파 성분

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그림 4의 오른쪽에 제시된 것과 

같이 RCAB [29]이라는 블록 단위 channel attention을 

적용한다. RCAB은 두 개의 convolution 연산과 채널간

의 상관관계를 잘 학습할 수 있는 channel attention (CA 
Layer)로 구성되고, 잔차 학습 구조를 통해 모델을 깊게 

만들어 학습 성능을 높였다. RCAB에서 나온 각각의 피

쳐맵은 서로의 스트림에 전달되어 더해짐으로써 서로

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된다. MHT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융합 방법들보다 효과적으로 RGB 스트림과 IR 
스트림간의 정보교환을 할 수 있고, 다중 스펙트럼 객체 

감지 성능 향상 효과를 낼 수 있다.

Ⅳ. 실험 결과

4.1. 데이터 셋

본 논문에서 제안한 네트워크는 같은 해상도의 RGB 
이미지와 IR 이미지 쌍이 입력으로 들어가고 하나의 정

답 라벨을 추정한다. 일반적으로 RGB 이미지의 해상도

는 IR의 해상도보다 크기 때문에, 임의로 같은 해상도로 

맞추는 과정에서 이미지 안에 존재하는 객체들의 위치

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최대한 정밀하게 정렬된 

RGB-IR 쌍으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필요하며, 본 논문

에서는 해상도가 맞춰진 FLIR ADAS [12] 데이터 셋과 

LLVIP [13] 데이터 셋을 사용한다. 
FLIR ADAS 데이터 셋은 주간 및 야간 장면을 포함

하는 다중 스펙트럼 객체 감지 데이터 셋이다. 해당 데

이터 셋은 해상도가 맞지 않는 데이터 셋이기 때문에 정

렬된 버전 [6]을 사용한다. 본 데이터 셋은 × 해
상도를 가지며 5,142개의 RGB-IR 이미지 쌍으로 이루

어져 있다. 해당 데이터 셋은 사람, 자동차 그리고 이륜

차에 대한 정답 라벨을 가지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4,129개 쌍은 학습에 사용하고 1,013개 쌍은 검증에 사

용하였다. 
LLVIP [13] 데이터 셋은 조도가 낮은 야간 환경에서

의 보행자 인식 다중 스펙트럼 객체 감지 데이터 셋이다. 
RGB 이미지와 IR 이미지의 해상도는 ×을 

Fig. 4 Configuration of mutual high-frequency transfer (MHT) and residual channel attention block (RCAB)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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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며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다. 해당 데이터 셋에는 

15,487개의 RGB-IR 이미지 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12,025개 쌍은 학습에 사용하고, 3,462개 쌍은 검

증에 사용된다. 해당 데이터 셋은 사람 객체에 대한 정

답 라벨을 가지고 있다.

4.2. 학습 세부 사항 

본 실험에서는 YOLOv5 [14]를 기본 객체 인식 모델

로 사용한다.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조는 그림 2과 같이 

IR 이미지를 처리할 추가적인 YOLOv5 모델을 추가하

였고, CFT를 사용한 네트워크 구조 [23]를 베이스라인

으로 사용했다. 초기 학습률은 1e-2, 모멘텀은 0.937, 가
중치 감쇠는 0.0005의 확률적 경사 하강법을 사용한다. 
모든 실험 결과는 MS-COCO와 함께 도입된 일반적인 

객체 인식 평가 방식인 mAP (mAP50, mAP75, mAP50:95)
를 사용한다. 

4.3. 기존 다중 스펙트럼 객체 인식 방법과 제안 방법의 

성능 비교

표 1과 표 2에서 Ours에 해당하는 부분의 첫 번째 행

은 본 논문에서 제시한 MHT 구조에서 RCAB 블록을 

제외한 네트워크에 해당된다. 두 번째 행은 첫 번째 행

Table. 2 Comparison between our HINet and other methods on LLVIP Dataset
Model Data Backbone mAP50 mAP75 mAP50:95

mono-modality networks
YOLOv3 [19] RGB Darknet 85.9 37.9 43.3
YOLOv3 [19] IR Darknet 89.7 53.4 52.8
YOLOv5 [14] RGB CSPDarknet 90.8 51.9 50.0
YOLOv5 [14] IR CSPDarknet 94.6 72.2 61.9

multi-modality networks
YOLOv5 [14] RGB+IR CSPDarknet 95.8 71.4 62.3

CFT [23] RGB+IR CFB 97.5 72.9 63.6
MHT(Ours)

without RCAB RGB+IR HINet 97.7 73.1 64.8

MHT+Conv(Ours)
without RCAB RGB+IR HINet 97.6 73.9 64.8

MHT(Ours) RGB+IR HINet 97.7 73.0 64.6
MHT+RCABx2(Ours) RGB+IR HINet 97.6 74.5 65.6

Table. 1 Comparison between our HINet and other methods on FLIR Dataset
Model Data Backbone mAP50 mAP75 mAP50:95

Mono-modality networks
YOLOv5 [14] RGB CSPDarknet 67.8 25.9 31.8
YOLOv5 [14] IR CSPDarknet 73.9 35.7 39.5

Multi-modality networks
halfway fusion [6] RGB+IR VGG16 71.2 - -

CFR_3 [6] RGB+IR VGG16 72.4 - -
GAFF [7] RGB+IR ResNet18 72.9 32.9 37.5
GAFF [7] RGB+IR VGG16 72.7 30.9 37.3

YOLOv5 [14] RGB+IR CSPDarknet 73.0 32.0 37.4
CFT [23] RGB+IR CFB 77.7 34.8 40.0

MHT(Ours) 
without RCAB RGB+IR HINet 78.4 34.1 40.0

MHT+Conv(Ours)
without RCAB RGB+IR HINet 77.1 35.6 40.1

MHT(Ours) RGB+IR HINet 78.4 34.9 40.1
MHT+RCABx2(Ours) RGB+IR HINet 77.8 33.7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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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델에 convolution 블록을 추가한 모델이며, 세 번째 

행은 본 논문에서 제시한 MHT 구조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행은 MHT의 구조에 추가로 2개의 RCAB 블록

을 추가한 모델이다. 
표 1은 FLIR 데이터 셋에 대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과 비교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의 실험 결과를 제시

한다. 주요 비교 대상은 본 논문의 베이스라인 백본 구

조를 사용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CFT 
[23]와 비교하였을 때, mAP50에서는 최대 0.73%, 
mAP75에서는 최대 0.83% 그리고 전체 mAP에서는 최

대 0.1%의 성능 개선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VGG16과 

ResNet18 백본을 사용하고 있는 모델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성능 개선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는 LLVIP 데이터 셋에 대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과 비교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의 실험 결과를 제시

한다. FLIR 데이터 셋과 마찬가지로 본 논문의 베이스

라인 백본 구조를 사용하고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CFT 방법과 비교하였을 때, mAP50에서는 최대 0.23%, 
mAP75에서는 최대 1.6% 그리고 전체 mAP에서는 최대 

2.02%의 성능 개선을 확인할 수 있다.
고주파 성분에는 검출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엣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MHT 모델

은 중요한 엣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고주파 성분을 추출

하여 서로의 스트림에 더해 RGB와 IR 스트림 간 부족

한 엣지 성분은 강화함으로써 기존 비교 모델에 비해 성

능 향상을 확인하였다. 그림 5와 6은 각각 LLVIP 데이

터 셋과 FLIR 데이터 셋에 대한 CFT [23] 모델과 제안

RGB images IR images RGB images IR images

CFT [23]
missing missing missing missing

MHT
(ours)

Ground 
truth

Fig. 6 The comparison of multispectral object detection results in the FLIR dataset.

missing missing

CFT [23] CFT [23]

MHT (Ours) MHT (Ours)

Ground truth Ground truth
Fig. 5 Comparison between our HINet results and CFT 
[23] results on the LLVIP dataset.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6, No. 8: 1121-1129, Aug. 2022

1128

하는 HINet 모델의 객체 인식 결과 이미지이다. 그림 5
에서 CFT [23] 모델에서 검출되지 않았던 사람 객체가 

HINet에서는 검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림 

6에서 CFT [23] 모델에서 검출되지 않았던 원거리 자동

차 객체에 대해서 제안하는 모델에서 제대로 검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다중 스펙트럼 객체 인식에서 RGB 이
미지와 IR 이미지간의 강점을 모두 사용하여 객체 인식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호 고주파 전송 (MHT)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이는 각기 다른 스펙트럼의 강

점을 살리면서 융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RGB 이미지와 IR 
이미지뿐만 아니라 다른 스펙트럼 이미지와의 융합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또한 MHT의 구조는 간단하면서

도 효과적이므로 다양한 융합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이식

성이 뛰어나다. 실험 결과는 기존의 융합 방식들과 비교

했을 때 mAP 관점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향후 

연구로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미지 그리고 더 나아가 3D 
이미지와도 융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RGB-LiDAR, 
RGB-Depth 등과 같은 다중 입력 기반 컴퓨터 비전 분야

에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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