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프 분류를 위한 진화적 최적화 기반 서브그래프  

임베딩의 논리적 결합 방법  

박경원1)O, 김진영2), 조성배1,2) 

연세대학교 인공지능학과1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2 

{pkw408, seago0828, sbcho}@yonsei.ac.kr, 

Genetic Optimization-based Logical Integration of Subgraph Embedding 

for Graph Classification 
Kyoung-Won Park O, Jin-Young Kim, Sung-Bae Cho 

Dept. of Artificial Intelligence, Yonsei University 

Dept. of Computer Science, Yonsei University 

요   약 

그래프 기반 딥러닝 신경망의 고도화로 인해 학습 시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내포하지만 

빈도수가 적은 부분정보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 그래프 분할 알고리즘을 통해 국소정보를 포함한 서브 

그래프들로부터 정보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부분정보들의 적절한 결합이 필요하다. 더불어 추출된 부분 

정보의 최적화된 결합규칙 탐색 시 기존 탐색 알고리즘은 지역적 해답에 갇히는 문제가 존재하다. 본 

논문에서는 부분정보들의 1차논리기반 결합방법과 최적의 논리 결합을 탐색하는 진화 연산기반 최적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MUTAG 데이터에 5겹 교차검증으로 평가되었고, 기존 결합방법 대비 정확도 

측면에서 10.53%의 성능 향상을 보임으로써 그래프 분류에서 제안하는 접근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1. 서 론 

딥러닝의 발전과 더불어 이미지, 비디오, 시그널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기반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그 중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 그래프가 데이터베이스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데이터 간 관계를 표현한 지식그래프, SNS 사이트 내의 

이용자간 네트워크를 도식화한 소셜 그래프 등 응용 그래프 

구조를 통해 추천 엔진개발 및 생물과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오고 있다 [1].  

기존 그래프 기반 딥러닝은 모델의 고도화를 통해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그러나 딥러닝 신경망이 깊고 넓어질수록 

빈도수가 낮지만 분류 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정보가 

손실될 우려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부분정보의 손실을 

막기 위해 서브 그래프 분할을 통해 잠재적 부분정보를 

추출하고 중요한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기위해 서브그래프 

별 개별적인 모델학습으로 서브 그래프들의 패턴을 추출한다. 

추출된 부분정보들은 1차논리 기반으로 결합되어 그래프 

분류에 활용된다. 최적의 논리 결합을 위한 기존 탐색 방법의 

시도는 많은 저장공간과 높은 시간 복잡도의 문제가 

존재하였으며 일반적인 그래프 특성으로부터 의미적인 

결합규칙을 찾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추출된 

패턴들의 논리적 결합을 위해 진화적 탐색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MUTAG 그래프 데이터에 대해 서브그래프 

기반 GCN 모델과 기존의 결합방법 5겹 교차검증으로 

평가되었고, 기존 결합방법 대비 10.53% 향상된 성능을 

달성하였다. 추가로 진화과정을 통해 최적화된 결합조합을 

1차 논리 형태로 표현하므로 결합에 대한 결과분석 및 

설명력을 부여함으로 제안 방법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2. 관련 연구 

2.1 그래프 기반 딥러닝 연구 

기존 그래프 기반 딥러닝을 적용하기 위해 모델적 개발 

측면과 그래프 데이터 측면 방법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모델적 측면에서 그래프에서 이웃 노드를 통합하는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그래프 특징을 학습하는 그래프 컨볼루션 

신경망과 인코더 구조를 통한 그래프 내의 부분 구조와 

더불어 그래프의 엣지 가중치를 고려한 Laplacian Eigenmaps을 

고려하여 그래프 전체 구조를 학습하는 SDNE 방법이 

존재한다 [2].  

그래프 데이터 측면에서, 그래프 구조를 임의의 점으로부터 

이웃으로 정해진 길이만큼의 샘플을 생성하는 Random Walk 

또는 Deep Walk와 같은 시퀀스 모델링 연구가 진행되었다 [3]. 

하지만 시퀀스의 길이가 고정되어 있어 정해진 범위 이상의 

정보를 멀리 볼 수 없고 그래프 전체 구조를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하였다.  

2.2 최적의 해 도출하기 위한 탐색 기반 연구 

표 1에서는 최적의 해를 도출하기 위한 기존 탐색 기반 

연구의 한계점을 요약하였다. 공간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그래프를 생성해가며 해답에 도달하는 

맹목적 탐색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매순간 최적의 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최종 해답에 도달하는 Greedy search이 

사용된다 [4]. 추가로 최적의 해를 도달하기 위한 빈발하는 

항목의 규칙성 분석하여 해결하는 Apriori 탐색 방법 역시 

사용된다 [5]. 하지만 기존 탐색 방법들의 한계점으로 

효과적인 탐색 공간활용과 더불어 매순간 최적의 해답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진화적 탐색 방법을 

사용한다.  



 
그림 1. 그래프 분할 의미 기반 진화적 탐색 결합 구조 

 

3. 방 법 

3.1. 원본 그래프로부터 서브 그래프 생성 

기존 딥러닝 기반 그래프 임베딩 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정보가 손실될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고 중요 부분 정보의 의미를 기반으로 특징들을 

결합해야 한다. 그림 1에서 분할된 임베딩 벡터의 의미를 

기반으로 진화적 탐색을 통한 결합 구조를 도식화하였다. 

 원본 그래프에서 부분 패턴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서브 

그래프 분할을 제안한다. 원본 그래프에서 노드 레이블 

정보를 이용하여 존재하는 노드 종류 별 서브 그래프를 

생성한다. 예를 들어, 원본 그래프에서 3가지의 노드 레이블이 

존재할 시, 분할되는 서브 그래프의 수는 노드 레이블 수와 

동일한 3개이다. 분할된 서브그래프는 진화적 결합을 위한 

기본 구성요소로 사용된다.  

3.2. 서브 그래프의 임베딩 정보 추출 

그래프 신경망은 노드와 노드 특징을 이용하여 벡터 형태로 

변환한다. 그래프의 노드간 연결을 나타내는 인접 행렬 A와 

노드 특징 행렬 X를 입력으로 받아 잠재 노드 특징 행렬 H를 

생성하며 수식 (1)로 정의된다. 𝜎(⋅)은 비선형 활성화 함수로서 

인접 행렬과 노드 특징 행렬을 기반으로 가중치 행렬 W를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수행한다. Readout 함수 

단계에서는 컨볼루션 신경망을 통해 생성된 잠재 특징 행렬 

H를 그래프를 의미하는 하나의 벡터형태로 변환한다.  

𝐻 =  𝜑(𝐴, 𝑋) =  𝜎(𝐴𝑋𝑊) (1) 

그래프 컨볼루션 신경망을 기반으로 분할된 각 서브 

그래프의 고유 부분정보만을 고려하여 학습학기 위해 원본 

그래프 신경망 이외에도 서브 그래프 별 개별 모델을 

사용한다. 개별적인 신경망을 통해 원본 그래프만 이용할 시 

누락되었던 부분정보가 손실없이 학습이 가능하고 서로의 

가중치를 공유하지 않아 각 분할 그래프 고유의 임베딩 

의미를 학습하기 위해 서로 개별적인 신경망을 제안한다. 

3.3. 서브 그래프 임베딩 의미기반 결합 

표 2는 개별 신경망을 통해 추출된 임베딩 의미를 기반으로 

임베딩 간 상호적 관계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최소단위 

규칙으로 정리하고 심볼 객체간 관계적 표현력을 가진 

1차논리 형태로 표현하였다. 표현된 최소규칙 의미를 살펴 볼 

때, Add(i,j)는 부분정보 i와 j 간의 보완적 관계성 정보이고, 

Sub(i,j)는 부분 정보간 부분정보 i와 j 간의 연관성을 제거한 

정보로 사용된다. 또한 Max(i,j)는 부분정보 i와 j 중 가장 

중요한 의미적 정보만을 추출한 의미이며, Min(i,j)은 반대로 

부분정보 i와 j 중 의미성이 적은 정보만을 추출한 의미로 

해석된다.  

정의된 최소 규칙과 부분 정보를 사이의 결합 규칙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기존 탐색 알고리즘의 경우 탐색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지역적 해답에 갇히는 문제가 

존재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탐색 기반 문제를 해결하고 

심볼 간 결합 규칙생성을 위해 유전 알고리즘기 반 

탐색방법을 제안한다. 유전 알고리즘은 생물의 진화를 모방한 

전역적인 탐색 방법으로서, 실제 진화의 과정을 통해 최적의 

해답에 도달한다 [6]. 구성요소 중 염색체는 유전자의 

집합으로 문제의 해답을 인코딩한 표현이다. 염색체는 그림 

2과 같이 원본 그래프 또는 최소단위 규칙을 유전 정보로 

가질 수 있다. 다양한 유전정보를 가진 염색체는 적합도를 

통해 염색체가 표현하는 해답의 적합성을 나타내고, 

부분정보와 최소 단위 규칙들을 ∩  연산자를 통해 최적의 

해답을 갖는 결합규칙을 1차논리 형태로 표현한다. 만약 원본 

그래프 𝐺 , 서브 그래프 𝐺𝑖와 Add(𝐺𝑖 , 𝐺𝑗  ) 유전정보를 사용하는 

염색체가 최적의 해를 갖는다면, 해당 염색책는 최적의 

결합규칙을 의미하고 1차논리 형태인 𝐺 ∩ 𝐺𝑖 ∩  Add(𝐺𝑖 , 𝐺𝑗) ⟹

𝐶𝑙𝑎𝑠𝑠(𝐺)으로 표현된다. 

진화 알고리즘이 최적의 해를 도출하는 연산과정의 첫 

초기화 단계는 추출된 부분정보와 최소단위 규칙을 고려한 

조합 형태를 설정한 개체 수만큼 염색체로 생성한다. 생성된 

유전형 염색체는 표현형 염색체로 실제 문제의 해답을 

표현하는 벡터로 변환하고 변환된 염색체는 정확도 기반 

적합도를 계산한다.  다음 개체 선택을 위해 이전 개체 내의 

각 염색체의 적합도에 비례하는 만큼 영역을 할당 후 

해당되는 확률만큼 해당 염색체를 다음 세대의 개체로 

선택한다. 선택된 염색체들은 교배와 변이를 거쳐 지정된 

세대 수만큼 반복하거나 이전 세대의 개체와 다음 개체가 

동일할 때까지 수행한다. 효과적인 공간 탐색을 통해 전역적 

최댓값을 갖는 최적의 염색체 도출이 가능하고 진화 

알고리즘의 진화과정을 통해 최종 세대까지 유전되는 염색체 

정보와 반대로 진화과정에서 사라지는 염색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진화과정에서 보이는 염색체의 변화를 통해 

최적의 염색체에 대한 설명력을 부여할 수 있다.  

표 1 최소단위 규칙 생성 

Target Predicate First-order Logic Expression 

Ori. Graph Global(G) 𝐸𝑚𝑏𝑒𝑑𝑑𝑖𝑛𝑔(𝐺) 

Sub Graph 

Existence(i) 𝐸𝑚𝑏𝑒𝑑𝑑𝑖𝑛𝑔𝑖(𝑔𝑖) 

Add(i,j) S𝑢𝑚(𝐸𝑥𝑖𝑠𝑡𝑒𝑛𝑐𝑒(𝑖), 𝐸𝑥𝑖𝑠𝑡𝑒𝑛𝑐𝑒(𝑗)) 

Sub(i,j) 𝐴𝑏𝑠 (𝑠𝑢𝑏(𝐸𝑥𝑖𝑠𝑡𝑒𝑛𝑐𝑒(𝑖), 𝐸𝑥𝑖𝑠𝑡𝑒𝑛𝑐𝑒(𝑗))) 

Max(i,j) 
∀𝑐𝑖 , ∀𝑐𝑗 , 𝑐𝑖 ∈ {1, … ,  𝑙𝑒𝑛(𝐸𝑥𝑖𝑠𝑡𝑒𝑛𝑐𝑒(𝑖))} , 𝑐𝑗

∈ {1, … ,  𝑙𝑒𝑛(𝐸𝑥𝑖𝑠𝑡𝑒𝑛𝑐𝑒(𝑗))}: 𝑚𝑎𝑥(𝑐𝑖 , 𝑐𝑗) 

Min(i,j) 
∀𝑐𝑖 , ∀𝑐𝑗 , 𝑐𝑖 ∈ {1, … ,  𝑙𝑒𝑛(𝐸𝑥𝑖𝑠𝑡𝑒𝑛𝑐𝑒(𝑖))} , 𝑐𝑗

∈ {1, … ,  𝑙𝑒𝑛(𝐸𝑥𝑖𝑠𝑡𝑒𝑛𝑐𝑒(𝑗))}: 𝑚𝑖𝑛(𝑐𝑖 , 𝑐𝑗) 



 

그림 2 진화 알고리즘의 염색체 유전형 구조 

 

4. 실험 및 결론 

4.1 데이터 설명 및 실험 구성 

타당성 검증을 위해 MUTAG 데이터를 사용한다. 데이터는 

188개의 화학 분자 구조 그래프로서 그래프에 해당되는 

돌연변이성의 유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노드는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르, 요오드, 염소, 브룸으로 구성되고 

엣지는 방향족, 일중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으로 구성된다. 

학습 데이터(80%)와 검증용 데이터(10%)와 테스트 데이터(10%) 

로 분할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4.2. 정량적 실험 및 결합 의미해석 

그림 3에서 기존의 원본 그래프의 그래프 컨볼루션 신경망, 

서브 그래프를 이용한 그래프 컨볼루션 신경망, 추출된 부분

정보를 결합하는 기존 결합방법의 정확도 성능을 5겹 교차검

증 하였다. 원본 그래프의 경우 평균 0.7368, 서브 그래프 중 

질소 그래프의 경우 평균 0.6943 정확도를 달성하였다. 원본 

그래프와 추출된 서브 그래프 부분정보들을 일반적으로 결합

한 3가지의 방법의 경우 평균 0.7894 성능을 달성하였다. 제안

하는 진화적 최적화 결합방법은 평균 0.8947 정확도를 달성하

였고 일반적인 결합방법 대비 10.53%의 성능 향상을 달성하였

다. 

제안하는 진화적 최적화 결합방법의 진화과정을 그림 4로 

도식화하였다. E 유전형 코드를 기반으로 0.8497의 성능을 

달성한 4번째 개체의 진화과정 변화를 살펴볼 때, A-E 

염색체로 진화되면서 G0(탄소)와 G1(질소) 유전정보를 

다음세대로 유전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로 그림 4의 E 

염색체에서 빨간 점선 원으로 표현된 탄소와 질소 간의 

관계성 유전정보가 모두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탄소와 

질소 간의 밀접해지면서 적합도가 역시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탄소와 질소의 유전정보를 개별적으로 

사용함과 더불어 그들의 관계성 정보를 사용함에 따라 

적합도가 개선됨을 확인하였고 클래스 간 돌연변이성의 

결정경계면 역시 진화과정을 통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그래프 내의 중요한 부분 패턴정보를 손실을 

막기 위해 서브 그래프의 분할 통한 부분정보 추출과 추출된 

정보의 최적의 결합규칙 생성을 위해 진화연산 기반 논리적 

결합방법을 제안한다. 분할을 통한 부분정보 학습과 최적의 

결합규칙 발견을 통해 비교 방법 대비 최고의 정확도 

(0.8947)을 달성함을 교차 검증하였다.  

한편 MUTAG 데이터 외에도 노드 정보가 존재하지 않은 

일반적인 그래프에 대해 제안하는 방법 유용성을 증명하여 

방법의 일반적 성능을 보완하고자 한다.  

 

 

그림 3 방법 별 분류 정확도 5겹 교차검증  

 

 
그림 4 진화적 최적화 결합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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