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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자연 언어 데이터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 지식을 신경망 기반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하여 문서의 

내용에 대한 질의의 응답을 효율적으로 추론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자연 언어 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존의 깊은 

신경망 네트워크 알고리즘은 연속된 단어들을 수평적인 구조로 처리하여 문장 및 단락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에 

반하여, 제안하는 모델은 자연 언어 데이터에 내재된 통사론적, 의미론적 정보를 함께 사용하여 문서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제안하는 계층적 신경 지식 네트워크는 전통적인 자연 언어 처리 기법으

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는 의존성 분석, 동일 지시어 분석 등을 이용하여 기저 지식 그래프를 구축한 후, 그래

프 컨볼루션 연산과 풀링 연산을 적용하여 문서의 구조적 지식을 학습한다. 문서의 내용에 대해 자연언어로 묻

고 답하는 bAbI 데이터를 사용하여 제안 기법을 검증한 결과, 제안하는 모델이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입증하였

다. 

1. 서  론 

자연 언어 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존의 순환 신경망 

등의 깊은 신경망 기반 알고리즘은 연속된 단어들을 비 

순환 방향 그래프의 수평적인 구조로 학습하여, 문장 및 

단락의 의미를 분석한다. 기존의 알고리즘은 단어의 

순차적인 관계만을 고려하여 처리하므로 문장 혹은 

단락이 길어지는 경우, 장기 종속성 문제를 보인다. 

또한 문제에 대한 그래프 구조가 변화하는 경우, 학습의 

일반화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계층적 신경 지식 네트워크(Hierarchical Neural 

Knowledge network)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델은 

문서를 구성하는 단어들의 수평적 연결과 함께 자연 

언어 데이터에 내재된 통사론적, 의미론적 정보를 

사용하여[3] 문서의 구조지식을 학습하여, 장기 종속성 

문제를 완화한다. 또한 해당 모델은 Kipf와 Welling에 

의해 제안된 그래프 컨볼루션 연산[2]을 적용하여, 

가변적인 그래프 구조에서도 그래프 노드의 직접적인 

연산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네트워크를 

적용하여 지식 그래프를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서의 내용 기반의 질의 응답 문제에 적용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계층적 

신경 지식 네트워크를 소개하고, 3절에서는 실험 환경을 

설계하며, 추 후 연구의 방향을 소개한다. 

2. 계층적 신경 지식 네트워크 

본 절에서는 문서의 구조적 지식을 학습하여 문서의 

내용에 대한 질의의 응답을 추론하는 계층적 신경 지식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계층적 신경 지식 네트워크는 

기저 지식 그래프를 기반으로 컨볼루션 연산과 풀링 

연산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문서의 단어, 문장, 단락, 

문서 단위의 구조적 지식을 학습한다. 학습된 문서 

표현과 질의 표현은 하다마드 곱셈을 통해 상호 연관을 

반영하여 결합되고, 이를 기반으로 정답을 추론한다. 

제안한 모델의 개요는 그림 1과 같다. 

 

 

2.1 기저 지식 그래프 

자연 언어 데이터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 지식을 

학습하기 위해 기저 지식 그래프를 정의한다. 기저 지식 

그래프 𝒢 = (𝒱, ℰ)의 𝒱는 노드의 집합이고 𝑖번째 노드 

𝑣𝑖 는 word2vec을 이용하여 각 단어를 𝑑 차원의 분산 

표현으로 부호화한 벡터이다. 단어 노드 사이의 연결의 

집합 ℰ = {𝑣𝑖 , 𝑣𝑗}는 각 단어 간의 순차적 연결 뿐 아니라 

자연 언어 분석을 통해 추출한 통사론적, 의미론적 

연결을 포함한다. 문서의 기저 지식 그래프 𝒢𝐷 와 

질의의 기저 지식 그래프 𝒢𝑄의 예시는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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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컨볼루션 레이어 

그래프 구조로 이루어진 문서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2]의 컨볼루션 레이어 

연산을 적용한다. 

이 때, 𝐴 는 그래프 𝒢 의 인접행렬이며, �̃� = A + 𝐼𝑁 는 

𝑁 개의 그래프 노드의 순환 연결(self-connection)을 

포함하는 인접행렬이며,  �̃�𝑖𝑖 = ∑ �̃�𝑖𝑗𝑗 이다. 𝑊𝑙 는 𝑙 번째 

레이어의 학습 가능한 가중치 파라미터이며, 𝜎 는 

𝑅𝑒𝐿𝑈 = 𝑚𝑎𝑥 (0, ∙)  등의 활성화 함수이다. 𝐻𝑙 는 𝑙 번째 

레이어의 행렬이며, 0번째 레이어의 행렬 𝐻0 = 𝑋이고 이 

때 𝑋는 그래프 𝒢의 노드 𝒱의 특징 행렬이다. 

 

 2.3 풀링 레이어 

계층적 신경 지식 그래프에서는 평균 풀링(Average 

pooling)을 수행하여, 상위 계층의 그래프를 구성한다. 

단어 수준의 기저 지식 그래프의 풀링 연산으로 형성된 

문장-단락-문서 수준의 그래프에서의 노드는 각각 문장,  

 

단락, 문서이며, 노드간의 연결은 기저 지식 그래프의 

단어간 연결이 문장간 연결, 단락간 연결, 문서간 

연결로 확장된 것과 동일하다. 

 

2.4 정답 레이어 

문서에 대한 질의의 응답을 추론하기 위해 정답 

레이어는 문서 표현 𝒟 ∈ ℝ𝑑 과 질의 표현 𝒬 ∈ ℝ𝑑 을 

결합한다. 이 때, 두 표현의 상관 관계를 고려하기 위해 

바이리니어(full bilinear) 풀링을 근사화 한 하다마드 

곱셈(hadamard product) ⨀ 을 수행한다[5]. 정답 

레이어의 출력 𝑎𝑜𝑢𝑡𝑝𝑢𝑡은 식 (2)과 같다. 

 

2.5 학습 

정답 𝑎𝑞 ∈ ℝ𝑂 는 one-hot 인코딩된 벡터이며, 𝑂 는 

전체 데이터에 존재하는 유일한 정답의 개수이다. 

모델의 예측값 𝑎𝑝𝑟𝑒𝑑 = 𝑎𝑟𝑔𝑚𝑎𝑥(𝑎𝑜𝑢𝑡𝑝𝑢𝑡) 과 정답 𝑎𝑞 의 

크로스 엔트로피 오차를 줄이도록 학습한다. 해당 

모델을 구성하는 각 레이어의 연산은 미분이 가능하며, 

오류 역전파와 기울기 하강법을 적용하여 종단간 

학습이 가능하다. 

 

3. 실험 설계 및 추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계층적 신경 지식 네트워크를 페

이스북의 bAbI 데이터[4]를 비롯한 다양한 텍스트 질의

응답 벤치마킹 데이터에 적용하여 결과를 보인다. 텍스

트 질의응답 수행 시, 질의를 반영하여 문서의 각 단어

에 대한 주의 기제를 부여하고, 성능 비교 실험을 수행

한다. 

𝑎𝑜𝑢𝑡𝑝𝑢𝑡 = 𝑠𝑜𝑓𝑡𝑚𝑎𝑥 (𝑊O (𝑊𝒟(𝒟)⨀𝑊𝒬(𝒬)) + 𝑏𝑂) (2) 

 

𝐻𝑙+1 = 𝜎 (�̃�−
1
2�̃��̃�−

1
2𝐻𝑙𝑊𝑙) (1) 

 

 

[그림 2] 생성된 문서의 기저 지식 그래프 𝒢𝐷와 질

의 기저 그래프 𝒢𝑄, 주어진 질의의 정답 𝑎𝑞의 예시 

 

[그림 1] 계층적 신경 지식 그래프의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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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크기가 가변적이여서 그래프의 크기의 편차가 

큰 경우의 효율적인 질의응답의 수행 혹은 문서가 지속

적으로 많아져 그래프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대한 온라인 학습 또한 추후 연구의 방향으로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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