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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에서는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가 내포하는 위상적인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자기 조직화 지도 기반의 그래프 풀링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 그래프 기반 신경망 모델은 노드 수준의 특징벡터 학습에 치중되어 있어 그래프의 계층적 구조가 중
요한 그래프 수준의 특징벡터 학습을 위해 다양한 그래프 기반 풀링 기법들이 등장하였다. 그 중에서 Differentiable Pooling
(DiffPool) [1] 기법은 학습 가능한 클러스터 배치 행렬을 통해 많은 성능 개선을 이루었다. 하지만 DiffPool 역시 풀링 노드
형성에 있어 모든 노드들이 관여해 노드 간의 위상 관계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기 조직화
지도를 활용해 입력 노드 간의 위상적인 관계를 잃지 않고 그와 동시에 풀링 노드 형성에 관여하는 노드의 종류를 지역성에 따
라 제한하는 그래프 풀링 알고리즘, SOMPool을 제안한다. 실험으로, 그래프 표현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벤치마크 그래프
분류 문제에서 기존 그래프 표현 알고리즘들에 비해 제안하는 그래프 풀링 방법이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함을 보였다.

1

Introduction

형태로 노드의 특징벡터를 업데이트한다:

[2, 3]를 기점으로, 최근 그래프 구조 데이터에 심층 신경망 모
델을 적용하는 다양한 Graph Neural Networks (GNNs) 기법들이
제안되었다 [4, 5, 6, 7]. GNNs는 그래프 내 노드에 대한 특징벡터
를 엣지에 의해 연결된 이웃 노드들과 정보를 주고 받으며 학습한
다. 이렇게 학습된 노드의 특징벡터는 max-pooling 또는 averagepooling과 같은 read-out 과정을 통해 그래프 수준의 특징벡터로 추
출된다.
이처럼 대부분의 GNNs의 학습은 노드 수준의 특징벡터 학습에
치중되어 있어, 그래프의 구성 구조(compositionality) 및 계층 구
조(hierarchy)를 반영한 그래프 수준의 특징벡터 추출을 하기 어렵
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적인 정보
를 담을 수 있도록 노드 개수를 감소시키는 그래프 풀링 레이어 기
반의 방법들이 [8, 9, 10] 제안되었다. 그 중에서도 Differentiable
Pooling (DiffPool) [1] 방법은 하위 노드와 상위 노드 사이의 배치/
할당(assignment) 행렬을 학습 가능하게 만들어 경사도 기반의 종
단학습을 통해 많은 성능 개선을 이뤘다. 하지만 상위 노드를 구성
하기 위해 모든 하위 노드가 관여한다는 점은 그래프의 구조적인
정보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DiffPool이 구조적인 정보를 잃을 수 있다는 단점
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 조직화 지도(Self-Organizing Map, SOM)
를 사용하는 그래프 풀링 방법을 제안한다. SOM을 사용한 풀링
기법은 입력 공간을 2차원 격자에 사영시켜 위상적인 관계를 표현
할 수 있으며 이전 레이어의 노드들을 자기 조직화 지도를 기반으
로 양자화(quantization)하여 상위 노드에 관여하는 노드 개수를 지
역성에 근거해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다음절에서는 자기 조직화 지도 및 Differentiable Pooling 기법
에 대해 설명하고, 3절에서는 제안하는 자기 조직화 지도 풀링 모
델을 다룬다. 그 후, 실험 결과 및 결론, 한계점을 명시한다. 4절에
서는 실험 설계와 그 결과를 분석한다.

2
2.1

X (l+1) = GNN(A, X (l) )

(1)

여기서 A는 그래프의 인접행렬이며 X (l) 은 l번 째 레이어의 노드
특징벡터이다. GNN 함수는 인접행렬을 이용하여 노드간 정보를
주고받는 Message-passing framework [7]로 표현될 수 있으며, [6]
에서는 다음과 같이 GNN을 정의하였다:
1

1

X (l+1) = GNN(A, X (l) ) = σ(D− 2 AD− 2 X l W l )

(2)

위 식에서 W l 는 학습가능한 가중치 행렬이다.

2.2

Differentiable Pooling Method

[1]은 기존의 GNN에 그래프의 구성 계층 구조를 종단 학습할 수
있는 미분 가능한 풀링 레이어(DiffPool)를 제안하였다. DiffPool
은 합성곱 신경망에서의 풀링 레이어와 유사한 성질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하위 레이어의 그래프의 인접 노드들을 상위 레이어의 하나
의 노드로 매핑하는 클러스터 배치 행렬(cluster assignment matrix)
을 학습한다. l번째 레이어의 배치 행렬 S (l) ∈ Rnl ×nl+1 은 l번째
레이어의 각각의 노드가 l + 1번째 레이어의 특정 노드에 관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nl , nl+1 은 각각 l, l + 1번째 레이어의 노드 개수
를 나타낸다. S (l) 은 다음과 같이 GNNpool 모듈을 통해 학습된다:
S (l) = sof tmax(GNNpool (A(l) , X (l) ))

(3)

여기서 X (l) 은 l번째 레이어의 노드 특징 행렬이고 A(l) 은 l번째
레이어에서의 인접행렬이다. 계산된 S (l) 을 이용하여 l + 1번째 레
이어의 노드 특징 행렬과 인접행렬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Preliminaries

Z (l) = GNNembed (A(l) , X (l) ))

(4)

X (l+1) = S (l)> Z (l)

(5)

A(l+1) = S (l)> A(l) S (l)

(6)

Graph Neural Network

Graph Neural Networks (GNNs)는 그래프의 구조적 특징을 이
용해 노드들의 특징벡터를 학습하는 신경망 모델로,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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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4

Self-Organizing Map (SOM)

자기 조직화 지도는 입력 공간을 일차원이나 이차원의 격자형태
로 초기화 되어있는 뉴런들에 맵핑시키는 데이터 기반의 클러스터
링 학습 방식이다. 매번 입력 공간으로부터 샘플링된 입력 벡터와
격자형태의 뉴런들 각각과의 거리를 계산한 후 가장 가까운 거리에
존재하는 뉴런을 승자로 선정하고 그 승자와 승자의 이웃 뉴런들을
현재의 입력 벡터에 가깝게 갱신한다. 주어진 횟수 만큼 학습을 반
복시키면 랜덤하게 초기화 되어 있던 뉴런들은 입력 공간의 분포를
잘 반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자기 조직화 지도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기존 입력 데이터의 위
상적인 관계를 효과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있다. 뉴런들을 초기화
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차원의 격자 형태로 뉴런을 배치하고 이웃과
의 연결관계를 유지한 채로 입력 데이터에 대해 갱신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위상적인 관계를 유지한채 입력 공간을 표현 할 수 있게
된다.

3

Self-Organizing Map (SOM) Pooling

본 절에서는 기존의 DiffPool에 자기 조직화 지도를 적용해 노
드간의 위상관계를 반영한 클러스터 배치 행렬을 만들어내는 자기
조직화 지도 풀링(SOMPool)을 제안한다.
SOMPool 방법은 원본 데이터를 자기 조직화 지도를 통해 사영
되는 격자 뉴런으로 각각을 클러스터링 한 후 해당 클러스터가 winning neuron 이 되는 노드들을 해당 클러스터의 벡터로 치환해준다.
이 과정은 자기 조직화 지도의 벡터 양자화 과정이다. Algorithm 1
을 보면 입력 그리프 X는 GNNpool 네트워크로 들어가기 전 자기
조직화 지도를 만드는 과정을 거친다. 그림 1 (b)은 Algorithm 1을
도식화한 그림이다. 이때 학습 대상인 격자 위의 뉴런들은 입력 벡
터와 같은 요소 깊이를 갖는다. 앞서 자기 조직화 지도에 대한 설
명에도 언급되었듯 모든 입력 노드 x는 여러 뉴런 wj 중 그 노드와
가장 거리가 작은 승자 뉴런 i(x) 를 갖게된다.
i(x) = arg min ||x(n) − wj ||

(7)

j

따라서 각각의 승자 뉴런에 따라 기존의 입력 공간의 노드들을 클
러스터링 할 수 있게된다. 해당 클러스터의 노드들은 그 클러스터
의 승자 뉴런의 요소 값으로 대체된다.
x(n) = i(x(n))

(8)

4.1

Experimental Results
Experiment Setup

실험으로 여러가지 그래프 기반의 데이터에 대한 분류 성능을
비교해보았다. 본 논문의 실험에는 MUTAG, PROTEINS, IMDBBINARY, REDDIT-BINARY 그리고 COLLAB 의 다섯가지 그래
프 분류 데이터[11]를 사용하였다. 모든 알고리즘은 세 종류의 레
이어 개수와 네 종류의 잠재 차원 깊이로 총 12가지의 경우의 수를
시도하며 가장 좋은 결과를 벤치마크로 사용하였다. 각각의 경우의
수에서 10 K-fold 교차 검정을 통해 정확도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본 실험은 Pytorch Geometric[12] 논문에서 공개한 벤치
마크 코드를 기본으로 진행하였다.

4.2

Results

표 1의 결과는 다섯개의 데이터셋에 대하여 flat한 모델인 Graph
Convolutional Network(GCN) [6]과 계층적인 풀링이 존재하는 기
법들, 그리고 SOMPool을 사용한 결과이다. 결과값은 10 k-fold
를 통해 열번의 결과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난다. 결과를 보
면 SOMPool이 MUTAG 와 PROTEINS, IMDB-BINARY 그리고
COLLAB 모두에서 기존의 DiffPool의 성능을 개선시킨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 기존의 flat 한 형태의 그래프 신경망에 비해서는 대
부분의 데이터에서 확실히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COLLAB 데
이터의 경우 SOMPool이 기존의 DiffPool의 성능은 개선시켰으나
GCN에 비해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SOMPool은 기존의 DiffPool
에 자기 조직화 지도를 학습시키는 과정이 추가함으로써 지역적인
위상정보를 잘 표현해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그래프 데이터의 특성에 따른 결과 차이도 존재하였다. MUTAG
의 경우 평균 노드 수가 17.93개, IMDB-BINARY의 경우 평균 노
드 수가 19.77개로 평균 노드의 수가 39.06개인 PROTEINS에 비
해 매우 적은 노드 수를 갖고 있다. 표 1의 결과를 보면 PROTEINS
데이터셋에서 더 큰 성능 개선이 이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
는 노드의 갯수가 더 많은 데이터셋일수록 기존의 self attention을
통해 모든 노드를 참조하는 DiffPool 방법보다는 지역성에 근거해
풀링에 관여하는 노드를 제한하는 SOMPool이 그래프를 더 잘 표
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COLLAB 데이터는 노드 개수
는 평균 74.49개이지만 엣지 수는 2457.78개로 다른 데이터에 비해
많게는 20배 가량 많다. 엣지가 밀도 있게 존재할 경우 풀링을 통한
노드 축약이 엣지에 담겨있는 여러 정보를 손실시켜 풀링 레이어를
사용한 방법들에 비해 기존의 GCN이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이 과정을 통해 비슷한 거리를 갖고 있는 노드들이 하나의 클러스
터 값으로 변하게 되어 컴퓨터 비전에서 자주 사용되는 합성곱 신
경망의 풀링과 같이 locality 정보를 유지할 수 있다. 결과로 생성된
양자화된 노드 임베딩 행렬은 기존의 Diffpool의 입력과는 다르게 5
위상적인 정보를 담을 수 있고 다음 레이어의 노드에 관여하는 노
드의 종류를 locality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Conclusion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종단 학습을 통해 미분가능한 풀링을 사
용한 Diffpool이 갖는 단점들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풀링 기법인
SOMPool을 제시하였다.다양한 벤치마크 데이터에 대해 제안하는
SOMPool이 기존 모델들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달성하였다. 그럼
에도 학습과정에서 자기 조직화 지도 과정이 추가됨에 따라 연산
복잡도가 많이 증가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연산의 복잡도가 증가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복학습 방법을 사용하는 양자화 방
법보다는 GNNs의 손실 함수에 자기 조직화 지도를 사용한 위상손
실값을 추가해 위상을 보존하도록 유인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Algorithm 1 클러스터 배치 행렬을 구하는 알고리즘
Input : X from earlier layer
Output : Cluster assignment matrix, S
1: Initialize SOM neurons
2: for range (0,T) do
3:
Compute winning-neuron i(x) for each input sample x
4:
Update winning-neuron and its neighbors close to input
d2j,i
5:
Neighborhood Function: hj,i(x) = exp(− 2 )
2σ
Acknowledgement
6: end for
7: Compute softmax row-rise so that each earlier node contribu이 논문은 2019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tions sum up to 1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15-0-00310-SW.StarLab, 2017-0-017728: return S
VTT, 2018-0-00622-RMI, 2019-0-01367-BabyMind), 한국산업기
술진흥원(P0006720-GENKO)의 지원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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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 SOMPool 기반의 그래프 학습 개요도. 학습된 클러스터 배치 행렬 S를 기반으로 풀링 레이어 추출. (b): 제안하는 SOMPool 알고리즘. SOM 메커니즘을 통해 입력 그래프를 양자화 한 후 GNNpool 을 이용하여 클러스터 배치 행렬을 학습.
표 1: 5개의 그래프 데이터에 대한 분류 성능 비교실험 결과
Algorithm
GCN [6]
TOPK [10]
SAGPool [9]
SortPool [8]
DiffPool [1]
Ours

MUTAG

PROTEINS

IMDB-BINARY

REDDIT-BINARY

COLLAB

0.724 ± 0.06
0.763 ± 0.08
0.760 ± 0.05
0.717 ± 0.08
0.848 ± 0.09
0.860 ± 0.06

0.720 ± 0.03
0.727 ± 0.04
0.730 ± 0.03
0.736 ± 0.03
0.751 ± 0.03
0.757 ± 0.03

0.741 ± 0.05
0.725 ± 0.05
0.735 ± 0.05
0.708 ± 0.05
0.747 ± 0.03
0.748 ± 0.03

0.893 ± 0.03
0.876 ± 0.02
0.847 ± 0.03
0.724 ± 0.04
0.921 ± 0.03
0.922 ± 0.02

0.806 ± 0.02
0.797 ± 0.02
0.792 ± 0.02
0.777 ± 0.03
0.789 ± 0.02
0.798 ±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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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Liò, “Towards sparse hierarchical graph classifiers,” arXiv
Transactions on Neural Networks, vol. 20, no. 1, pp. 61–80,
preprint arXiv:1811.01287, 2018.
2008.

[4] J. Bruna, W. Zaremba, A. Szlam, and Y. LeCun, “Spectral [11] K. Kersting, N. M. Kriege, C. Morris, P. Mutzel, and M. Neunetworks and locally connected networks on graphs,” arXiv
mann, “Benchmark data sets for graph kernels,” 2016.
preprint arXiv:1312.6203, 2013.
[12] M. Fey and J. E. Lenssen, “Fast graph representation learning
[5] M. Defferrard, X. Bresson, and P. Vandergheynst, “Convoluwith PyTorch Geometric,” in ICLR Workshop on Representational neural networks on graphs with fast localized spectral
tion Learning on Graphs and Manifolds, 2019.
filtering,” in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pp. 3844–3852, 2016.
[6] T. N. Kipf and M. Welling, “Semi-supervised classification with graph convolutional networks,” arXiv preprint
arXiv:1609.02907, 2016.

4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