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인터넷 기반의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가정용 인공지능 스피커가 확산되면서, 오디오와 관

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검색하는 기능과 인

공지능 스피커가 오디오 신호를 기반으로 주변상황

을 판단하고 적절히 반응 하는 서비스들이 점차 주

목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는 오디오 신호를 분석하여 어떤 사건(혹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분류하는 기능이 필요한데 이를 

오디오 표식 기능이라고 한다. 오디오 표식은 정보 

검색,[1] 음향 분류,[2] 추천 시스템[3]과 같은 다양한 응

용 분야에 적용된다. 이를 이용하여 개인용 미디어 

관리 기술에 적용할 수 있다.

오디오 표식 알고리즘은 입력된 오디오 신호에 포

함된 이벤트 종류를 출력한다. 오디오 표식에는 

GMM(Gaussian Mixture Model) 알고리즘이 사용되었

으나[4] 최근 연구들은 이미지 및 음성 신호 처리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준 인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 

DNN) 구조를 오디오 표식에 적용하여 더욱 높은 성

능을 달성하였다.

인공 신경망은 여러 비선형 변환기법의 조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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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훈련 데이터를 증강시켰다. 사용된 데이터 증강 기법의 최적 파라미터와 최적 조합을 오디

오 표식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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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추상화를 시도하는 기계학습의 종류이다. 특징 

추출을 자동으로 수행하고 훈련 데이터의 양이 많아

질수록 성능이 좋아진다. 또한 예측력이 다른 머신

러닝 기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오디오 표식의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방법들

이 사용되었으나,[4] 오디오 표식에서 가장 높은 성능

을 보여준 인공신경망 구조는 CRNN(Convolutional 

Recurrent Neural Networks) 이다. CRNN은 높은 오디오 

표식 성능을 위하여 깊은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 완전 접속망

(Fully-connected Neural Network, FNN)이 결합된 복잡

한 구조를 가진다. 큰 규모의 네트워크를 훈련하기 

위하여 훈련 데이터의 크기가 커져야 하는 것이 일

반적인 DNN의 특성이다. 하지만 훈련에 사용가능

한 양질의 데이터를 다수 확보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데이터 증강방법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DNN의 성능을 올리기 위하여 훈련 

데이터를 증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데이터 증강 

방법으로는 원 데이터를 신호처리 기법으로 변형하

여 추가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식[5]을 사용하였다. 최

근 생성 모델(Generative DNN Model)을 이용하여 원 

데이터와 비슷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식[6]들이 제

안되었지만, 안정적으로 다량의 데이터를 생성하기

에는 무리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포함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원 데이터를 신호처리 기법으로 변

형하여 데이터를 증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 

기법에 적용된 파라미터들을 조정하면서 성능의 변

화를 확인하였다. 심층 신경망 구조로는 state-of-the-art 

구조인 CRNN을 사용하였으며 데이터 증감 방법으

로는 타임 스트레칭(Time Stretching, TS), 피치 변화(Pitch 

Shifting, PS), 동적 영역 압축(Dynamic Range Compression, 

DRC), 블록 혼합(Block Mixing, BM)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 사용

된 DNN 구조를 소개한다. 3장에서 오디오 표식의 성

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된 데이터 증강 방법을 

소개한다. 4장에서 알고리즘 구현을 소개하여 동작

하는 구조 및 평가 방법을 설명한다. 5장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에 따른 결과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6장

에서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II. 심층신경망 구조

본 논문에서 Fig. 1과 같은 CRNN 구조를 사용하였

다.[7] 사용된 DNN 구조는 3 개의 CNN 계층, 1 개의 양

방향 회귀 신경망(Bidirectional Neurual Network, 

Bi-RNN), 1 개의 FNN, 전역 평균 풀링(global average 

pooling)으로 이루어진다.

본 구조는 시간 영역의 입력 신호를 프레임 단위로 

멜-스펙트로그램으로 변환하여 입력으로 사용한다. 

CNN은 주어진 입력에 대한 특징을 추출한다. 각 CNN 

블록은 ReLU 활성 함수와 최대 풀링(max pooling)을 

사용한다. Bi-RNN은 과거와 미래 상태를 고려한 확장

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8] 입력 데이터의 사전/후 연관

성을 고려하여 입력 데이터에 어떤 표식을 부여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추정한다. 그리고 FNN을 통해 

Bi-RNN의 결과를 종합한다. 오디오 클립 전체에 대한 

표식을 부여하기 위하여, 프레임 단위로 추정한 결과

들을 모아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전역 

평균 풀링이 이 역할을 담당한다.

훈련 시 문제점인 과적합, 기울기 소실 문제(vanishing 

Fig. 1. Block diagram of the DN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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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ient problem) 등을 해결하고자, 각 레이어 사이에 

드롭아웃, 배치 정규화 방법을 적용하였다.[9] 

III. 데이터 증강

주어진 표식이 붙은 데이터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

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훈련을 위하여 데이터 증강 

방법을 적용한다. 오디오 표식을 위한 데이터 증강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는 타임 스트레칭, 피치 변화, 

동적 영역 압축, 블록 혼합 등 네 가지 방법을 적용한

다.[5]

3.1 타임 스트레칭

타임 스트레칭은 오디오 신호의 피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오디오의 속도 또는 지속 시간을 바

꾸는 방법이다. 주어진 오디오 신호에 대하여 리샘

플링하는 형태로 수행 한다.본 논문에서는 stretch 

factor로 [0.6 ~ 3.4] 범위에 대하여 타임 스트레칭을 

적용하였다. 초기 오디오 신호를 1로 하여 0.2배씩 변

경하며 14가지 경우에 대하여 수행 하였다.

3.2 피치 변화

피치 변화는 오디오 신호의 속도 또는 지속 시간

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피치를 바꾸는 방법이

다. 주파수 영역에서 한 옥타브를 12개의 반음 단위

로 구분되어 변화가 수행된다. pitch shift factor로 [-4 ~ 

4] 범위에 대하여 피치 변화를 수행하며 반음 단위로 

16 가지 경우에 대하여 결과를 확인하였다.

3.3 동적 영역 압축

오디오 신호의 크기를 줄이거나 증폭 시키는 것이

다. 이를 통해 오디오 신호의 동적 영역을 압축하게 

된다. DRC 동작을 함에 있어 DRC 곡선을 사용한다. 

DRC 곡선은 신호의 입력 레벨에 대한 출력 레벨을 

나타내며 그 차이가 실제 적용될 이득이 된다.

사용되는 이득곡선은 Fig. 2와 같은 형태로 주어진

다. Boost Range는 입력 신호가 증폭되어 출력되는 

영역을 나타낸다. Null Band는 입력 신호의 레벨 그

대로 출력이 되는 구간을 나타낸다. Cut Range는 입

력 신호보다 작은 레벨의 출력이 나가는 구간이다. 

입력 신호의 레벨에 대해 증폭 또는 압축됨에 따라 

동적 영역이 줄어들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3 가지 DRC curve[10,11]를 사용하여 

결과를 비교한다. [Boost Range, Null Range, Cut Range] 

순으로 입력되며, [-65, -41, -21], [-80, -60, -40], [-20, 

-10, 0]의 세 가지 곡선에 대해 동작한다.

3.4 블록 혼합

블록 혼합은 두 개의 다른 오디오 신호를 특정 조

건에 대하여 혼합을 한다. 블록 혼합을 통해 훈련에 

사용되는 DNN이 일반화가 되도록 한다. 본 논문에

서 표식 관점에서 두 가지 조건에 대하여 혼합을 수

행한다. 신호 관점에서의 혼합 방법도 달리하여 결

과를 확인한다.

블록 혼합을 위해 라벤 관점의 두 가지 조건을 제

시한다. 첫 번째 조건으로 단일 표식을 가지는 오디

오 클립들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두 클립의 표식이 동

일한 경우다. 두 번째 조건으로는 두 개의 표식을 가

지는 오디오 클립들에 대하여, 한 개 또는 두 개의 표

식이 동일한 경우다.

 ××. (1)




 


max∀


. (2)

신호 관점에서의 혼합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한다. F는 첫 번째로 선택된 오디오 클립

Fig. 2. Example of DRC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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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S는 두 번째로 선택된 오디오 클립을 나타낸다. 

M은 혼합된 오디오 클립을 의미한다. 는 두 번째 방

법에서 사용될 비율을 나타낸다. 혼합 방법으로 진

폭에 대한 정규화를 사용한 Eq. (2)를 사용한다. 블록 

혼합의 효과를 보기 위하여 파라미터는  = [0.5, 0.6, 

0.7]을 사용한다.

IV. 알고리즘 구현

4.1 데이터 세트

사용된 데이터 세트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오디오 

세트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12] 10 종류의 음향 표식

을 가지며 하나 이상의 표식을 갖는 멀티 표식이 된 

오디오 클립들로 이루어져있다. 1,578개의 표식이 

붙은 훈련용 오디오 클립들, 288개의 테스트용 오디

오 클립들로 이루어진다. 표식이 있는 오디오 클립

들의 표식 분포는 Table 1과 같다. 불균형한 분포를 

띄우고 있으며 특히 ‘Speech’에 대해 치중되어 있다.

데이터의 수가 부족하여 충분히 훈련되지 않는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 장에서 제시한 데이터 증강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증강하였다.

4.2 훈련 구조

Fig. 1의 DNN 구조를 사용한다. 전반적인 훈련 진

행은 Fig. 3과 같이 수행한다. 주어진 음향 전체에 표

식이 붙은 데이터 중 80 %를 훈련 데이터로 사용하

며, 20 %는 검증 데이터로 사용한다. 데이터 증강 방

법은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각 데이터 증강 방법의 파라미터를 바꾸어 가며 

결과를 확인한다. 각 방법 별 파라미터의 성능 차이, 

방법에 따른 성능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데이터 증강 방식과 파라미터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경우의 성능 차이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는 하나의 증강 방법에서 좋은 성능을 내는 상위 2 개

의 파라미터로 생성한 데이터로 훈련 데이터를 구성

하였다. 또한 이렇게 상위 2개의 파라미터로 생성한 

데이터를 다른 증강 방법으로 생성한 데이터와 합하

여 훈련 데이터를 구성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방

법으로 본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 증강 방법들의 

모든 조합에 해당하는 훈련 데이터들을 생성하였다.

4.3 성능 평가 방법

성능을 평가할 지표로서 f-score가 있다. 이때 실제 

이벤트가 있을 때 있다고 판별하는 TP(True Positive), 

이벤트가 있지만 없다고 판별하는 FN(False Negative), 

이벤트가 없을 때 없다고 판별하는 TN(True Negative), 

이벤트가 없지만 있다고 판별하는 FP(False Positive) 

등 네 가지 요소가 사용된다.

F-score는 검사의 정밀도에 대한 척도를 나타낸다. 

보통 f1-score를 계산하며, 정보 검색, 문서 분류 등에 

사용된다.[13] 선택된 항목 중 정답과 관련된 항목이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밀도(precision), 정답과 

관련된 항목 중 얼마나 선택이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재현율(recall) 등 두 요소를 통해 계산을 한다.





. (3)

Table 1. Distribution of weakly labeled data each class.

Class # of clips

Speech 550

Dog 214

Cat 173

Alarm / bell / ringing 205

Dishes 184

Frying 171

Blender 134

Running water 343

Vacuum cleaner 167

Electric shaver / toothbrush 103

Total 2244

Fig. 3. Block diagram for overal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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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 (5)를 통해 구해진 f-score는 확률의 값을 가지

며 0 % ~ 100 %의 값을 갖는다. 100 %에 가까운 값을 

가질수록 예측이 잘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추

후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함에 있어 검증 데이터 

또는 시험 데이터에 대한 f-score를 통해 비교한다.

V. 실험 결과

훈련을 위해 앞서 언급된 구글에서 제공되는 오디

오 세트를 사용한다. 제공된 오디오 세트는 44.1 kHz

의 샘플링 율을 갖는다. DNN의 입력으로 64 멜-스펙

트로그램을 사용한다. CNN 블록 및 Bi-RNN 블록 등

에서 30 % 드롭아웃을 적용한다. 각 훈련은 최대 100

에폭까지 동작한다.

5.1 데이터 증강 방법 간 파라미터 별 성능

Fig. 4는 TS, PS의 파라미터에 따른 성능을 나타낸

다. 하늘색 선은 65.45 %의 데이터 증강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성능을 나타내며, 주황색 선은 각 방법 

간 파라미터에 따른 성능을 나타낸다. DRC에 사용

된 curve 및 BM 조건과 혼합 방법에 따른 결과는 Fig.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6을 통해 데이터 증강 방

법에 따른 전반적인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a)를 보면 TS는 최소 63.59 %, 최대 71.61 %의 

성능 향상을 보인다. 기존 음원에 대해 큰 변화를 주

지 않은 0.8, 1.2의 파라미터 값을 적용할 때에 대하여 

가장 큰 성능을 보인다. 이는 과도한 TS를 사용하면 

오히려 성능이 하락하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값을 사용할 경우 대체로 60 % 중, 후반의 성능을 

보이며 사용된 데이터 증강 방법 중 가장 편차가 크면

서 중앙값이 67.35 %로 가장 안 좋은 성능을 보인다.

Fig. 4(b)를 보면 PS는 최소 65.94 %, 최대 74.31 %의 

가장 성능을 보인다. 대체로 70 % 초반의 값을 가지

며, 반음을 낮춘 경우 성능이 보다 개선됨을 확인 할 

수 있다. 중앙값도 71.58 %로 데이터 증강을 사용하

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PS만을 사용할 경우 약 6 % 

정도의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Table 2는 Fig. 5에서 사용된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Fig. 4. Performance according to parameters of time 

stretching and pitch shifting. (a) Time stretching, (b) 

Pitch shifting.

Fig. 5. Performance according to DRC curve and 

block mixing method. (a) Dynamic range compression,

(b) Block mixing.

Table 2. Parameters of block mixing and dynamic range 

compression.

Aug. Param.

BM1 cond1,   = 0.5, with norm

BM2 cond2,   = 0.5, with norm

BM3 cond1,   = 0.5, w/o norm

BM4 cond1,   = 0.6, w/o norm

BM5 cond1,   = 0.7, w/o norm

DRC1 [-65, -41, -21]

DRC2 [-80, -60, -40]

DRC3 [-20,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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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a)를 보면 DRC curve에 따라 68.14 %에서 

70.50 %까지의 성능 향상을 보인다. 블록 혼합에 비

해 시험 데이터에 대한 성능의 편차가 적은 것이 확

인된다.

Fig. 5(b)는 블록 혼합 방식을 적용하였을 때 성능

의 변화를 나타낸다. 블록 혼합의 파라미터 중 ‘cond1’

은 3장의 단일 표식 조건, ‘cond2’는 다중 표식 조건을 

나타내며, 혼합 방법은 정규화가 적용된 Eq. (2)를 적

용 하였다. 두 조건에 대하여 75.75 %, 73.59 %로 ‘cond1’

가 2.16 %만큼 우월한 결과를 보인다. ‘cond1’의 조건

을 가지면서 Eq. (1)과 같이 정규화를 하지 않으며, 

를 바꾸어 가며 동작을 한 결과 0.6의 값을 가질 때 가

장 성능이 좋았으며, 0.7일 때와 큰 차이가 없었다. 

0.5의 값을 갖는 경우 이전 Eq. (2)의 방법으로 혼합을 

한 결과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정규화에 따른 오디오 레벨의 증폭이 데이터 증강의 

중요한 요소로 동작함을 알 수 있다.

5.2 데이터 증강 방법 별 결합의 성능

데이터 증강 방법을 조합하는 경우의 성능 향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크게 네 가지 기준으로 구분

하여 확인하였다. 첫 번째로 동일한 방법 간 각 증강 

방법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던 첫 번째와 두 번

째 파라미터들만 사용하여 조합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로 블록 혼합을 제외한 세 가지 증강 방법 중 두 

가지 방법에 대하여 가장 좋은 성능을 내었던 파라

미터 간의 조합, 또는 한 방법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

을 내었던 파라미터와 다른 방법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을 내었던 첫 번째와 두 번째 파라미터 간의 조

합,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한 조합하는 경우이다. 세 번

째로 블록 혼합을 제외한 각 데이터 증강 방법의 가

장 좋은 성능을 내었던 파라미터 간의 조합 또는 가

장 좋은 성능을 내었던 첫 번째와 두 번째 파라미터 

간의 조합이다. 네 번째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 간 

최고의 성능을 내는 조합에 대하여 블록 혼합을 적

용한 경우이다.

Table 3은 데이터 증강 방법 별 결합에 따른 성능을 

나타낸다. Fig. 4와 Fig. 5(a), Table 3의 No.1 ~ No.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첫 번째로 동일한 방법 간 가장 좋

은 성능을 보였던 첫 번째와 두 번째 파라미터들만 

사용하여 조합한 성능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파

라미터만 사용한 결과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확

인된다. 훈련 데이터를 증강함으로서 데이터의 다양

성을 얻었지만, 데이터의 수가 적지만 최적화된 파

Table 3. Performance per data augmentation method 

and its parameters.

No. Aug. Param.
Vali_

f-score

Test_

f-score

1 TS
TS (0.8)

TS (1.2)
69.30 % 68.19 %

2 PS
PS (-3.5)

PS (-3)
70.16 % 68.60 %

3 DRC
DRC (curve1)

DRC (curve3)
71.92 % 69.92 %

4
TS

DRC

TS (0.8)

DRC (curve3)
67.38 % 66.32 %

TS (0.8)

DRC (curve1, curve3)
70.14 % 65.20 %

TS (0.8,1.2)

DRC (curve3)
69.80 % 66.62 %

5
PS

DRC

PS (-3.5)

DRC (curve3)
70.83 % 67.65 %

PS (-3.5)

DRC (curve1, curve3)
69.44 % 71.48 %

PS (-3.5, -3)

DRC (curve3)
67.37 % 71.30 %

6
TS

PS

TS (0.8)

PS (-3.5)
71.25 % 72.90 %

TS (0.8, 1.2)

PS (-3.5)
71.36 % 71.26 %

TS (0.8)

PS (-3.5, -3)
73.66 % 75.28 %

7

TS

PS

DRC

TS (0.8)

PS (-3.5)

DRC (curve3)

72.50 % 70.52 %

TS (0.8, 1.2)

PS (-3.5, -3)

DRC (curve1,curve3)

68.75 % 67.88 %

8

TS

DRC

BM

TS (0.8, 1.2)

DRC (curve3)

BM(cond1)

77.77 % 76.83 %

9

PS

DRC

BM

PS (-3.5)

DRC (curve1,curve3)

BM (cond1)

75.39 % 79.16 %

10

TS

PS

BM

TS (0.8)

PS (-3.5, -3)

BM (cond1)

77.55 % 77.32 %

11

TS

PS

DRC

BM

TS (0.8)

PS (-3.5)

DRC (curve3)

BM (cond1)

77.94 % 7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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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터에 대한 데이터 증강을 사용한 것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

두 번째로 No.4 ~ No.6에 해당하는 블록 혼합을 제

외한 세 가지 증강 방법 중 두 가지 방법에 대하여 가

장 좋은 성능을 내었던 파라미터 간의 조합, 또는 한 

방법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을 내었던 파라미터와 다

른 방법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을 내었던 첫 번째와 

두 번째 파라미터 간의 조합,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한 

조합하는 경우에 대한 성능을 확인한다. TS를 조합

에 사용할 경우 전체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확인된다. 특히 DRC와 함께 사용 될 경우 66 % 전후

의 성능을 보이며 데이터 증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성능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 확인된다. PS를 함

께 적용할 경우 대체로 70 % 이상의 성능을 보인다. 

DRC는 사용 유/무에 따른 경향이 확인되지 않는다.

세 번째로 No.7에 해당하는 블록 혼합을 제외한 각 

데이터 증강 방법의 가장 좋은 성능을 내었던 파라

미터 간의 조합 또는 가장 좋은 성능을 내었던 첫 번

째와 두 번째 파라미터 간의 조합에 따른 성능을 확

인한다. 이는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파라미터 간 조

합의 성능이 좋은지, 두 번째 성능을 내는 파라미터

에 대한 데이터 증강을 적용함으로서 보다 훈련 데

이터를 증강한 결과가 좋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에서 얻은 결과와 동일하게 가장 좋은 성

능을 내는 파라미터만을 사용한 경우가 2.64 % 향상

된 성능을 보인다. No.4, No.5, No.7의 결과를 비교함

으로서 두 번째 방법에서 얻은 TS에 따른 성능의 감

소, PS에 따른 성능의 개선도 함께 확인된다.

네 번째로 No.8 ~ No.11에 해당하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 간 최고의 성능을 내는 조합에 대하여 블

록 혼합을 적용했을 때의 성능을 확인한다. 이는 블

록 혼합에 따른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블록 혼합을 

적용할 경우 전반적인 성능 향상이 일어난 것이 확

인된다. 사용된 네 가지 방법에 대하여 평균 6.695 %

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가장 성능이 낮게 나온, DRC+TS

에 대해 10.21 %, 성능이 좋은 TS+PS에 대해 2.04 %만

큼 성능이 향상되었다. 이는 DRC+TS가 일반화되지 

않는 문제를 보여줌과 동시에 TS+PS가 일반화되었

음을 보여준다. 혼합 과정을 통해 훈련 데이터가 보

다 다양해지며, DNN이 일반화된 것을 나타낸다.

V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DNN 기반 오디오 표식을 위한 데

이터 증강 방법의 연구를 하였다. 이를 위해 네 가지 

데이터 증강 방법을 제시하며, 데이터 증강 방법과 

파라미터, 방법의 조합에 따른 결과를 확인하였다.

파라미터에 따른 성능을 확인함으로서 각 방법에 

따른 최적 파라미터를 확인하였다. 서로 다른 데이

터 증강 방법 간의 조합에 따라 PS를 함께 적용한 것

이 효율적임을 확인하였고, 데이터를 증강하는 것 

보다 최적화된 파라미터에 대한 데이터 증강을 적용

하는 것이 성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을 보인다. 블

록 혼합을 적용하여 전반적인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

할 수 있다.

특정 데이터 및 클래스에 대한 평가이며, 하나의 

DNN 구조만을 사용한 점을 들어 본 논문에서 얻은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겠지만, 본 논문

에서 사용한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의 경우에는 적

용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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