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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스펙트로그램과 심층 신경망을 이용한 온라인 오디오 장르 분류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온라인 동작을 위하여
1초 단위로 신호를 입력하여 speech, music, effect 중 하나의 장르로 분류하고, 동작의 범용성을 위하여 기존 오디오 분석에 널리 사
용되는 MFCC 대신에 스펙트로그램 기반의 특성 벡터를 사용한다. 실제 TV 방송 신호를 사용하여 장르 분류 성능을 측정하였고, 제
안 방법이 기존 방법보다 각 장르에 대하여 우수한 성능을 제공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제안 방법은 기존 방법에서 나타나는

music과 effect 사이를 잘못 분류하는 문제점을 감소시킨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method for on-line genre classification using spectrogram and deep neural network. For on-line 
processing, the proposed method inputs an audio signal for a time period of 1sec and classifies its genre among 3 genres of 
speech, music, and effect. In order to provide the generality of processing, it uses the spectrogram as a feature vector, instead of 
MFCC which has been widely used for audio analysis. We measure the performance of genre classification using real TV audio 
signals, and confirm that the proposed method has better performance than the conventional method for all genres. In particular, it 
decreases the rate of classification error between music and effect, which often occurs in the convention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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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디오 콘텐츠의 특성을 분석하여 해당 특성에 특화된

서비스를제공하려는시도가여러플랫폼에서진행중이다
[1]. 오디오 신호의 장르 (genre)는 오디오 콘텐츠의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분류 기준이며, 따라서 오디오 장르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술이 널리 연구되고 있다. 대부분의
기존기술은 주어진오디오신호전체를 분석하여해당오

디오의 장르를한 번 판정하는방법을 사용한다[2,3]. 즉, 기
존방법은단말기 또는 서버에저장된오디오 신호의장르

분류에적용하는오프라인 (off-line) 방법에해당한다. 최근
에는 방송에서 콘텐츠 특성에 따른 특화된 서비스를 위하

여 오디오 신호의 온라인 (on-line) 장르 분류 방법이 요구
되고 있다[4]. 예로, TV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 방송되는 음
악에따라실시간으로최적의이퀄라이저를적용하여시청

자에게 제공하려면 온라인 장르 분류가 필요하다. 따라서
짧은시간단위로 장르를분류하는 온라인장르분류기술

연구가 요구된다. 
본논문은 speech, music, 음향효과 또는자연음에해당
하는 effect 등의 3가지장르를 1초단위로분류하는온라인
장르분류기술을제안한다. 기존의대표적인장르분류기
술은 오디오 신호의 MFCC (mel-frequency cepstral co-
efficient), 스펙트럼분포, 스펙트럼변화량 등의시간통계
특성을 GMM (Gaussian mixture model) 또는심층 신경망
(deep neural network, DNN)으로모델링하는방법을사용
한다[2,3,5]. 실험결과에의하면 GMM 방법은 speech에대하
여 우수한 성능을 제공하지만 music과 effect 장르를 서로
잘못 분류하는 문제점을 가진다. 또한, 기존 DNN 방법은
30초단위로장르를분류하는오프라인동작만제공하고[3], 
MFCC와 같이 매우 특화된 특성을 사용하여 범용성에 한
계를가진다[3,5]. 본논문은이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새로
운특성을정의하고 DNN으로모델링하는장르분류방법
을 제안한다. 특히, 제안 방법은 GMM이 요구하는 특화된
성질을 가지는 MFCC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오디오신호
의 가장 일반적인 표현 방식인 스펙트로그램 (spectro- 
gram) 기반의 특성 벡터를 사용한다. 즉, 제안하는 방법은
모델링 방법과 오디오 정보에 특화된 특성 벡터가 아니라

일반적인오디오특성 벡터를 사용하고, 이로부터 다른 오
디오정보인식과특성벡터를 공유하고통합된 동작을가

능하게 한다. 
본논문에서제안하는방법은프레임단위로스펙트럼과

mel-필터 출력을구하여 1초 길이의 texture 프레임에 대한
스펙트로그램을 구하고, texture 프레임에서 각 대역별 평
균과분산을구하여최종특성벡터를구한다. 이렇게구한
특성벡터를 3개의은닉층 (hidden layer)을가지는 DNN으
로 모델링 하여 speech, music, effect 중 하나를 해당 tex-
ture 프레임의장르로최종선택한다. 실제 TV 방송의오디
오 신호를 사용하여 장르 분류 성능을 평가하였으며, 제안
한 방법이 기존의 GMM 방법에 비하여 향상된 장르 분류
성능을제공하고, 특히 music과 effect 사이를 잘못 분류하
는 문제를 해결한 것을 확인하였다. 

Ⅱ. 기존 오디오 장르 분류 방법

1. 특성 모델링 방법

오디오 장르 분류의 일반적인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제
공되는훈련 데이터에서 특성 벡터를 구하고, 최상의 장르
분류동작을수행하도록특성벡터를 모델링하여모델파

라미터를구한다. 다음, 입력오디오신호가주어지면특성
벡터를 추출하고 훈련된 모델 파라미터에 따라 특성을 모

델링 하여 최종 장르를 결정한다. 

그림 1. 오디오 장르 분류 과정
Fig. 1. Overall structure of audio genre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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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장르분류를위한대표적인모델링방법에 GMM
과 DNN이있다. GMM은파라미터의확률분포를여러개
가우시안 확률 분포의 가중치 합으로 모델링 한다[6]. 각각
의 가우시안 확률 분포를 가우시안 컴포넌트 (Gaussian 
component)라고하며, 가우시안컴포넌트의수가증가할수
록 정교한 확률 모델링이 가능해진다. 

GMM은주어진학습데이터를사용하여각장르별로특
성벡터의확률분포를   개의가우시안컴포넌트로모델
링한다. 번째가우시안컴포넌트는식 (1)로나타내며, 여
기서 는 각 차 특성 벡터로 구성된 학습 데이터 집합, 
는 번째 컴포넌트의 평균, ∑는 번째 컴포넌트의 공

분산 행렬을 나타낸다.

∑ 

∑






 

∑
 

 

    ⋯  

(1)

각장르별 GMM 확률분포는식 (2)와같이각장르별로

구한 ∑의 가중치 합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는

각장르를의미하고, 각 장르별로 서로 다른 GMM 파라미
터  ∑,     ⋯ 를 가진다. 

 
  



∑ (2)

GMM 파라미터  ∑는 각장르별로 주어진 훈

련데이터 에대하여 를최대로하는훈련과정을

통하여 구한다. 입력 신호에 대한 장르 분류는 입력 특성

벡터 에대하여 3가지장르  ,  , 에대한조건확

률  ,  ,  를 모두 구하여 최대 확

률을 가지는 장르를 최종 장르로 출력한다.  

신경망 (neural network)은인간의 신경망구조를모방하

는기계학습방법으로, 정보를입력하는입력층 (input lay-

er), 입력특성을모델링하는은닉층 (hidden layer), 모델링

결과를출력하는출력층 (output layer)으로구성된다. 하나

의 층은여러 개의 뉴런 (neuron)으로구성되고, 인접한 두

층 사이의 뉴런은 가중치 (weight)와 바이어스 (bias)로 연

결되고 최종뉴런값은 활성화함수 (activation function)에

따라 결정된다. 계층 구조를 가지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정

확한모델링을 위해 여러 개의 은닉층을사용하는것이필

요하며, 여러 은닉층을 가지는 신경망을 심층 신경망

(DNN)이라 하고, 본 논문에서는 심층 신경망을 사용하여

장르를 분류한다. 

훈련데이터에서특성벡터를구하고, 이를 DNN에입력
하여 최상의 장르 분류 동작을 수행하도록 훈련하여 가중

치와바이어스로구성된 DNN 파라미터를구한다. 다음, 실
제 오디오 신호가 입력되면 특성 벡터를 구하고 훈련된

DNN에입력하여출력층의뉴런값을구한다. 본논문에서
는 3개 장르를 사용하므로 출력층은 3개의 뉴런으로 구성
되고, 가장 큰 값을 가지는 뉴런에 해당하는 장르를 최종
장르로 결정한다. 
본논문에서는 DNN의활성화함수로식 (3)의시그모이
드 (sigmoid) 함수를 사용하고, 비용함수로 식 (4)의 교차
엔트로피 (cross-entropy) 함수를 사용한다. 

 



,  · (3)

 





ln

ln
  (4)

여기서, 은 전체 학습 데이터의 수, 는 전체 학습 데
이터, 는출력층의뉴런인덱스, 는뉴런 에대한출력

목표값, 
는 활성화 함수를 적용한 출력층의 최종 뉴런

값이다. 

2. 특성 벡터

GMM 훈련의연산량감소를위해식 (1)에서 ∑ 이대

각행렬이되어야하며, 이는특성벡터성분끼리직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따라대부분의 GMM 훈련은특성 벡
터가직교성을가진다고가정하고 ∑ 를대각행렬로제한

하며, 만일 직교성이 약한 특성 벡터를 GMM으로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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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성능이 저하된다. 따라서 오디오 특성을 GMM으로
모델링 할 때 직교성이 강한 MFCC가 널리 사용된다. 
MFCC는 mel-필터 출력 신호 를 구한후, 식 (5)과 같이

에 DCT를 적용하여 구한다[7]. 

 
  



×cos
×

  ≤ ≤  (5)

장르 분류를 위한 기존 방법은 장르별 차별성을 가지는

스펙트럼 분포, 무게중심, 변화량 등을 MFCC와 결합하여
특성 파라미터로 사용한다[2,3,5]. 마지막으로, 여러 개의 연
속된 프레임을 결합하여 긴 시간에 해당하는 texture 프레
임을 정의하고, texture 프레임에서 MFCC와 각 특성 파라
미터 값의 평균 (mean)과 분산 (variance)을 구하여 해당
texture 프레임의 특성 벡터를정의한다. 이렇게 구한 특성
벡터를각장르별로모델링하여장르를분류한다. DNN은
GMM과 다르게 특성 벡터에 대한 특별한 요구 조건이 없
으므로 MFCC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특성 벡터를 사
용할 수 있다. 

Ⅲ. 제안하는 오디오 장르 분류 방법

1. 스펙트로그램 기반의 특성 벡터

DNN은특성벡터에대해특별한조건을요구하지 않으
므로 GMM에서 사용하였던 MFCC를 사용하지 않아도된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MFCC보다 더 일반적인 특성인
스펙트로그램기반의특성벡터를제안한다. 또한, DNN은
시간 진행에 따른 특성을 모델링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스펙트로그램의 시간 통계 특성으로부터 최종 46차 특성
벡터를 생성한다. 
입력 신호의 특성 벡터를 추출하는 과정은 그림 2와 같
다. 먼저, 그림 2(a)와같이샘플링주파수 22.05kHz를가지
는 입력 신호 에 512-샘플 프레임 단위로 DFT를 적

용하여 각 프레임의 스펙트럼을 구하고, mel-필터와 로그

연산을적용하여대역별필터출력  를구한다. 여기서, 

는 mel 스케일 대역 인덱스이고 는 프레임 인덱스이다. 
다음, 그림 2(b)와 같이 43개프레임을 연결하여 512 × 43 
 22,016 샘플≈ 1초길이의 texture 프레임을정의하고, 

(a) 

(b)

그림 2. 입력 신호의 특성 벡터를 구하는 과정. (a) 입력 신호의 스펙트로그램을 구하는 과정. (b) 스펙트로그램으로부터 특성 벡터를 구하는 과정
Fig. 2. Procedure of computing feature vector of input. (a) Computation of spectrogram. (b) Computation of feature vector from spect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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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역 에 대하여 , ≤ ≤  의 평균 과 분산

를구하여 46차특성벡터   ⋯   
를최

종 구한다.  

2. 심층 신경망 훈련

DNN 훈련에서 가중치 초기값에따라최종 훈련 결과가
다르며, 특히 심층구조에서는가중치초기값이잘못 설정
되면학습이 매우 느리게진행되거나또는가중치값이잘

못된 값에 고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DNN 
훈련 성능을 향상시키고 그로부터 장르 분류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해 가중치 초기값을 설정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하며, 본논문에서는이를위해 RBM (restricted Boltz- 
mann machine)을 사용하다[8]. 

RBM은가시층 (visible layer)과은닉층의두층으로구성
된네트워크를사용하는비지도 (unsupervised) 학습방법이
다. 그림 3이 RBM의동작구조를나타내며, 가시층입력  , 
가중치  , 바이어스 로부터은닉층   값을구한다. 이렇게

구한은닉층  값에 와 를적용하여다시가시층을복원

하는데, 초기가중치값은임의의값이므로복원된 ′는최초
입력 과다르게된다. 다시, ′에 와 를적용하여 ′를
구하고, 식 (6)의 갱신 식에 따라   를 계속 갱신한다. 

그림 3. RBM의 동작 진행 구조
Fig. 3. Structure of RBM processing

    ′′ (6)

그결과입력   를모델링하는가중치가구해지고, 해당
값을 DNN 첫층의가중치초기값으로결정한다. 심층구조
에서는앞에서구한은닉층을새로운가시층으로설정하여

다시 RBM을통해새로운가중치를구하고, 이 값은 DNN 
두번째층의가중치초기값이된다. 이과같이순차적으로
RBM을 수행하여 모든 층의 가중치 초기값을 정한다. 

DNN 훈련은 역전파 (back propagation) 알고리즘으로
gradient를 구하고, 식 (7)에 따라 가중치를 갱신하는 과정
으로 진행된다. 

 


(7)

여기서 는 학습 속도를 결정하는 변수인 학습률

(learning rate)이다. 
DNN 학습이진행될수록 학습 데이터의고유 특성에 과
도하게 적응하여 잘못 훈련되는 과적응 (overfitting) 문제
가발생하며, 그결과학습데이터에포함되지않는데이터
에대해서는장르분류성능이저하된다. 과적응문제를해
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학습 데이터양을 증가시켜

학습 데이터의 범용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충분한학습데이터를확보하지못하므로훈련

방법을 변경하여 과적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과적응 문제를

해결한다. 첫 번째 방법은 L2 정규화이며, 식 (8)과 같이
원 비용함수 에가중치항이추가된 새로운비용함수를

정의하여가중치값이비정상적으로커지는것을방지하며, 
는정규화파라미터이다. L2 정규화를적용하면식 (9)와
같은 가중치 갱신 식이 얻어진다. 

 




 (8)

  
 


(9)

두 번째방법은 은닉층에 drop-out을 적용하는 것이다[9]. 
Drop-out은비용함수를변경하는 L2 정규화와는다르게신
경망자체를변경한다. 각학습데이터에대한학습과정에
서 각은닉층의뉴런을일정비율무작위로삭제하여 학습



982 방송공학회논문지 제21권 제6호, 2016년 11월 (JBE Vol. 21, No. 6, November 2016)

을 진행한다. Drop-out을 사용하면 학습 과정에서 신경망
구조가 계속해서 변하므로, 마치 여러개의 학습된 신경망
의평균을구하는효과를얻을수있고, 이로인해특정값
이 신경망에 과도하게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켜 과적응을

방지한다. 

3. DNN 매개 변수 결정

DNN 설계에필요한매개변수 (hyper-parameter)는신경
망 구조를 결정하는 변수와 학습 과정을 결정하는 변수로

구성된다. 신경망 구조를 결정하는 변수는 은닉층의 수와
각 은닉층의 뉴런 수이다. 신경망이커지면 필요한 가중치
수가 많아지고 초기화와 과적응 문제가 발생하여 학습이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는다.  

학습 과정을 결정하는 변수에는 학습률 , epoch 수, 

drop-out 비율, mini-batch 크기, L2 정규화변수  등이있
다. Epoch는반복학습횟수를 나타내며모든학습데이터
를 1회 학습시키는 것을 1 epoch라 하고, drop-out 비율은
각은닉층에서제외할뉴런의비율을나타낸다. Mini-batch
는 한 번의 갱신을 하기 위해 입력하는 훈련 데이터양을

의미하며, mini-batch 크기가커지면 학습량이감소해연산
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는다.

DNN 매개변수를구하는이론적방법은없으며, 실험을
통하여 주어진 동작의 성능을 분석하여 결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매개 변수 조합에 대한 반복적인 장르

분류 성능 분석을 통하여 최상의 매개 변수를 결정하였다. 

3.1 신경망 구조
표 1은 심층 신경망구조에따른장르분류성능을 나타

내며, mini-batch 크기는 1, epoch는 1000번, 학습률은 0.07
을 사용하였고, 신경망 구조에 따른 성능의 변화만을 보여
주기 위해 drop-out과 L2 정규화는 제외하였다. 총 3개의
은닉층을 사용하며, 입력층과 출력층의 뉴런은 각각 46개
와 3개이다. 은닉층의뉴런이많아질수록가중치수가급증
하기 때문에 초기화와 과적응에 의하여 오히려 성능이 저

하될수있다. 본논문에서는표 1의결과를바탕으로 [120, 
45, 30]을 최종 DNN 구조로 결정하였다. 

3.2 학습률

그림 4가학습률 의변화에따른장르분류성능의차이

를보여준다. Mini-batch 크기는 1, Epoch는 1000번, L2 정

규화매개변수 는 0.01로설정하고오직 의변화에따른

성능을 비교한다. 가 작으면 학습이 느리게 진행되고 너
무 크면 과도한 갱신을 수행하여 잘못된 학습을 수행하게

된다. 본논문에서는그림 4의결과에따라  을사

용한다. 

그림 4. 학습률 (learning rate)에 따른 장르 분류 성능
Fig. 4. The genre classification accuracy as a function of learning rate

# of Hidden 
Layers

# of Neurons in Each 
Hidden Layer

# of Parameters Genre Classification 
Accuracy (%)Weights Biases

3 [ 60, 45, 30 ] 6,900 138 93.40

3 [ 90, 45, 30 ] 9,630 168 93.57

3 [ 120, 45, 30 ] 12,360 198 93.75

3 [ 150, 45, 45 ] 15,090 228 93.23

3 [ 180, 60, 30 ] 17,820 258 93.40

표 1. 심층 신경망 구조에 따른 장르 분류 성능
Table 1. The genre classification accuracy as a function of network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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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poch
표 2는 epoch 수에 따른 장르 분류 성능을 보여준다. 

DNN 훈련이반복될수록장르 분류 성능이증가하다가 일
정 epoch 수 이후에는 성능 증가가 미비한 포화상태

(saturation)가되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상태이후에는
훈련을 계속해도 추가 학습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과적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실험을 통해 성능
향상이없는포화상태에도달하는 epoch 수를구하여최종
epoch 수로 사용해야 한다. 

Number of Epochs Genre Classification Accuracy (%)

300 91.66

400 93.23

500 94.60

1000 95.66

1500 95.48

표 2. Epoch 수에 따른 장르 분류 성능
Table 2. The genre classification accuracy as a function of the number 
of epochs

3.4 Drop-out 비율
그림 5가 drop-out 비율에따른장르분류성능을보여준
다. 가중치갱신은역전파방식에따라진행되기때문에영
향력이 가장 큰 마지막 3번째 은닉층에 drop-out을 적용하
는것이가장효과적인것을확인하였다. 또한, 3번째은닉
층에서 drop-out을 강하게 적용하기보다는 10%를 적용했
을때 가장우수한성능을 가지고, drop-out으로 인해과적

그림 5. Drop-out 비율에 따른 장르 분류 성능
Fig. 5. The genre classification accuracy as a function of drop-out rate

응현상이감소하여 drop-out을적용하지않을때 (drop-out 
비율 0%)에 비하여성능이향상되는것을확인할수있다. 

Ⅳ. 성능 분석

성능평가에사용된오디오데이터는실제 TV 방송에서
획득한음원이고, 데이터길이는각장르별로 32분이다. 본
논문의목표인 1초단위의온라인장르분류를위해수시로
장르가 변하도록 오디오 데이터를 구성하였고, 전체 오디
오 데이터의 90%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학습 데이터로 사
용하고, 나머지 10%는 실험 데이터로 사용하여 성능을 평
가한다. 1초마다특성벡터가추출되므로각장르별로 1920
개의데이터를사용하고, 그중학습데이터로 1728개, 실험
데이터로 192개를 사용한다. 

MFCC와 GMM을사용하는기존의장르분류방법의성
능을 측정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과 비교

한다. 식 (5)의  ≤ ≤ 의 평균, 분산, 그리고 9
개의 추가 스펙트럼 특성값으로 구성된 19차 특성 벡터를
사용한다[2]. GMM은 20개의 가우시안 컴포넌트를 사용하
며, 학습알고리즘인 EM 알고리즘의반복학습횟수는 200
번, 오차 허용 범위는 0.001로 설정했다. 
제안 방법에서 다양한 매개 변수에 대한 성능을 분석하

여최종심층신경망구조와훈련방법을결정하였다. 은닉
층의 뉴런 수는 [120, 45, 30], 학습률은 0.07, mini-batch 
크기는 1, 정규화매개변수는 0.01, drop-out 비율은세 번
째 은닉층에 10%로 설정하였다. Epoch는 충분한 학습을
하면서 과적응을 방지하기 위해 1000번으로 설정하였다. 
기존방법과제안방법의장르분류성능은표 3과같다. 
기존 방법의 평균 장르 분류 정확도는 89.58%이며, music
을 effect로잘못분류하는비율이 7.81%이고 effect를 mu-
sic으로잘못분류하는비율이 13.02%이며, 이와같이상호
오분류비율이 매우 높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제안방법의
평균장르분류정확도는 95.66%이고기존 GMM 기반방
법보다크게 향상된 것을 알 수있다. 특히, music과 effect 
사이를 서로 잘못 분류하는 비율이 뚜렷하게 감소한 결과

를 얻는다.  
이상의 성능 분석결과에 의하면, 제안 방법을 사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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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방법보다향상된장르분류성능을얻고, 기존방법에
서 발생하였던 music과 effect 사이를 서로 잘못 분류하는
문제점이 감소하고 각 장르에 대한 분류 정확도가 균등하

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제안 방법이 사용하는
특성 벡터와 DNN이기존 방법보다 music과 effect 사이의
우수한 차별화 모델링을 하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Estimated
 True

Conventional Method Proposed Method

Speech Music Effect Speech Music Effect

Speech 95.31 3.13 1.56 97.40 1.04 1.56

Music 3.13 89.06 7.81 1.56 94.27 4.17

Effect 2.6 13.02 84.38 0.52 4.17 95.31

표 3. 기존 방법과 제안 방법의 장르 분류 정확도 (%)    
Table 3. The genre classification accuracy (%) of the conventional 
method and the proposed method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심층 신경망 기반의 온라인 오디오 장르

분류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입력오디오 신호
를 1초 단위로 분석하여 speech, music, effect의 3 장르로
분류하며, 실시간으로오디오장르가변하는 TV 방송에적
용가능하고, 기존의오프라인분류방법과 차별성을가진

다. 또한, 기존 GMM 기반의 분류 방법은 직교성 제약에
따라 MFCC를 사용하지만, 제안한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오디오 정보 표현 방식인 스펙트로그램 기반의 특성 벡터

를 사용한다. 그에 따라 제안 방법은 특정 모델링 방법에
국한되지않고범용성을 확보할수 있으며다른인식모듈

과의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심층신경망의다양한매개 변수에대한성능분석을통

하여 최종 매개 변수를 결정하였고, 실제 TV 방송 신호에
대한장르분류성능을측정하였다. 제안방법은각장르에
대하여기존 방법보다 우수한 성능을 제공하며, 특히 기존
방법에서 문제가 되었던 music과 effect 사이의 오분류 비
율을 뚜렷하게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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