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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공간 네트워크는 노드와 엣지가 거리 공간에 속하는 그래프 

자료구조로 지표면 상의 여러 현상과 문제를 표현할 수 있다. 최근 

딥러닝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더불어 그래프를 학습하는 다양한 딥러닝 

모델들이 연구되고 있지만 노드 사이의 거리 요소를 고려하지 않아 공간 

네트워크가 가진 거리 정보를 활용하지 못한다. 본 연구는 공간 

네트워크에 속하는 거리 특성을 가진 노드들의 이웃 관계에서의 

영향력을 알 수 있는 거리 기반 어텐션 기법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한 

그래프 딥러닝 모델인 DWGNN을 제안한다. DWGNN은 임베딩 과정 중 

대상 노드에게 더욱 가까운 이웃 노드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멀리 

위치한 이웃 노드들의 영향력보다 크게 주어 공간 네트워크 상 각 

노드의 특징 추출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실세계 노드 임베딩 문제에 대한 제안한 기법의 다양한 적용을 

위하여 실내, 실외 공간 네트워크 노드 임베딩 실험을 진행했다. 기존에 

정립된 GNN 모델과 제안한 기법을 활용한 모델을 비교해본 결과 노드 

분류와 특성 벡터 추출에 더욱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제안한 모델을 목적에 맞는 다양한 딥러닝 아키텍처 내 하나의 요소로서 

개발했으며 공간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분석을 위한 모델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Graph Neural Networks, 공간 네트워크, 거리 기반 어텐션 

메커니즘, 노드 임베딩 

학  번 : 2019-2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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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및 약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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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지표면 상에 위치하는 객체와 현상들은 서로에 대한 관계 정보를 

토대로 공간 네트워크로 표현될 수 있으며 공간 네트워크 속에서 각 

객체가 갖는 다양한 속성과 객체 사이의 관계 정보를 이용해 네트워크의 

특성과 목적에 따른 다양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공간 네트워크 

분석은 최근 소셜 네트워크와 위치 기반 서비스(Location-Based 

Service)의 수요 증가로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간단한 패턴 

분석과 함께 학습 기반의 심층 분석에 대한 중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Bao et al., 2015).  

대표적인 공간 네트워크인 교통 네트워크는 여객, 물류 등 실세계의 

문제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오랜 기간 분석의 대상이 

되어왔다(Barthélemy, 2011). 이 외에도 위치기반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POI(Point Of Interest)를 활용하기 위한 공간 

네트워크 상 각 지점, 장소에 대한 적절한 임베딩 방법이 요구되며(Xie 

et al., 2016; Christoforidis et al., 2018; Ding and Chen, 2018) 조합 

최적화(Combinatorial optimization) 문제 중 Traveling Salesman 

Problem과 Vehicle Routing Problem은 2차원 공간 위에서 가장 

최적의 경로를 찾는 NP-hard 문제로 실세계에서 비용 최소화의 문제와 

결부된다(Prates et al., 2019; Joshi et al., 2019).  

이러한 지표면 상의 다양한 문제와 현상을 표현하기 위한 

자료구조로서 공간 네트워크는 목적에 따라 적절한 분석 기법이 

적용된다. 그 중 네트워크 임베딩은 노드, 엣지, 나아가 네트워크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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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차원의 공간에서 표현하는 임베딩 벡터로 뽑아내 대상이 네트워크 

내에서 가지는 구조정보와 고유한 속성 정보를 단일 벡터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Spectral clustering과 random walk 등 행렬 연산과 확률을 

기반으로 임베딩 벡터를 추출하는 기법에서 최근엔 Graph Neural 

Networks(GNN)와 같은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학습 기반 네트워크 

임베딩 기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Cui et al., 2018). GNN을 통한 노드 

임베딩 기법은 정보의 활용성과 확장성의 측면에서 효율적이나 네트워크 

임베딩 시 거리 공간에 속하는 공간 네트워크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이는 노드 사이의 거리 정보가 공간 네트워크 내 

엣지의 속성 정보로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GNN 모델로는 

엣지 속성을 직접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드 사이의 거리 가중치를 어텐션 값으로 고려하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정의한 후 이를 통해 공간 네트워크 상 노드 

임베딩을 수행하는 GNN 기반의 새로운 임베딩 기법인 Distance-

Weighted Graph Neural Networks(DWGNN)를 제안하고자 한다. 

DWGNN은 다른 GNN 모델들이 message passing 시 주변 노드들의 

임베딩 벡터를 합산하는 AGG 함수로 MEAN, SUM  등 단순 합산 

연산만을 활용하거나(Kipf and Welling, 2016: Hamilton et al., 2017; Xu 

et al., 2018) 학습을 통한 이웃 노드별 영향력을 계산해 단순 

적용(Veličković et al., 2017)하는 것과 달리 대상 노드와의 거리 정보를 

기준으로 이웃 노드별 영향력을 구해 AGG 함수와 같이 사용한다. 이를 

통해 거리를 기준으로 한 가중합, 가중평균의 효과를 내어 임베딩 

벡터가 대상 노드를 더욱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한다. 

DWGNN의 실 세계 데이터에 적용 가능성을 위해 실내, 실외 

네트워크에 적용한 두가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첫번째 실험은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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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도면 내 실내 요소 추출 및 분류 실험으로 도면 

이미지를 폴리곤 사이의 관계를 가진 그래프로 구성 후 GNN 모델을 

통해 각 폴리곤의 클래스를 예측하였다. 두번째 실험은 실외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버스 네트워크 정류장 임베딩 실험으로 수원시 내 버스 

네트워크를 다양한 속성 정보를 기준으로 저차원으로 임베딩하여 비슷한 

성질의 정류장을 찾는다. 각 실험은 (1) 실내/외 네트워크 (2) 

지도/비지도 학습 (3) inductive/transductive 학습이라는 서로 상이한 

종류의 목적과 학습 방법을 가지며 학습에 사용된 GNN 모델로 기존 

모델의 성능과 DWGNN의 성능 비교를 통해 공간 네트워크의 노드 

임베딩에 대한 DWGNN의 범용성과 적합성을 증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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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련 연구 

 

네트워크란 어떠한 현상에 대한 관계 모델로 관심 대상의 각 개체를 

표현하는 노드(node)와 노드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링크(link)로 

이루어진 자료구조이다. 네트워크는 수학적으로 그래프(graph)로 

표현되며 노드는 버텍스(vertex), 링크는 엣지(edge)에 해당한다. 

그래프는 표현하는 대상에 따라 방향 그래프가 되기도 하며 가중 

그래프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선 네트워크와 그래프를 혼용하며 

노드/버텍스는 노드로 링크/엣지는 엣지로 통일하여 사용하겠다. 

공간 네트워크란 그래프 자료구조의 한 종류로 그래프 내 각 노드가 

거리 공간(metric space)에 속하는 하나의 개체를 표현하는 그래프를 

뜻한다. 여기서 공간(space)은 보통 2차원 공간으로 여겨지며 

거리(metric)는 유클리드 거리를 의미한다. 해당 정의는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노드 사이의 관계(엣지) 강도가 약해질 확률이 

증가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또한 공간 그래프는 많은 경우 2차원의 평면 

그래프(planar graph)의 형태를 띤다(Barthélemy, 2011). 본 연구도 

마찬가지로 분석 대상을 평면 그래프로 가정한다. 

실세계의 공간 네트워크는 거리 공간에 속하며 노드 집합 𝑋와 더불어 

두 노드 사이의 거리(distance)정보를 반환하는 거리 함수(distance 

function) d: 𝑋 × 𝑋 → ℝ+를 가진다. d는 공간 네트워크 상 임의의 노드 

𝑥, 𝑦, 𝑧 ∈ 𝑋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킨다(Schweizer and Sklar, 

1960).  

 d(𝑥, 𝑦) = 0 ⇔ 𝑥 = 𝑦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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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𝑥, 𝑦) ≥ 0 (1 - 2) 

 d(𝑥, 𝑦) = d(𝑦, 𝑥) (1 - 3) 

 d(𝑥, 𝑦) + d(𝑦, 𝑧) ≥ d(𝑥, 𝑧) (1 - 4) 

공간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거리는 지리적 

거리(geographic distance)를 뜻하며 단위는 공간 데이터의 좌표계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위도 좌표계에 속하는 

데이터의 거리 단위는 경위도가 되며 픽셀 좌표계에 속하는 이미지 

데이터는 거리 단위가 픽셀 수가 된다. 

𝑁 개의 노드로 이루어진 노드 집합 𝑉 = {𝑣𝑖|0 < 𝑖 ≤ 𝑁} 와 엣지 집합 

𝐸 = {e𝑣𝑢|𝑣, 𝑢 ∈ 𝑉}로 이루어진 그래프 𝐺 = (𝑉, 𝐸)는 노드들의 인접 정보를 

담고 있는 인접행렬(Adjacency Matrix) 𝐀 ∈ ℝ|N|×|N|와 각 노드의 속성 

정보를 𝑑차원의 벡터로 담고 있는 속성 행렬 𝐗 ∈ ℝ𝑑×|N|를 가진다. 이때 

𝑒𝑢𝑣 ≠ 𝑒𝑣𝑢 라면 𝐺 는 무방향(undirected) 그래프가 되며 𝑒𝑣𝑢 의 속성값 

𝑤𝑣𝑢 ∈ 𝐰, ℝ+가 존재하고 𝐺가 거리 공간에 대한 조건을 만족한다면(식 1 

- 1~4) 𝐺는 가중 그래프(weighted graph)인 공간 네트워크가 된다.   

 

1.2.1. 네트워크 임베딩 

 

네트워크 임베딩은 네트워크(그래프)에 속하는 노드나 엣지의 고유의 

속성을 저차원의 임베딩 벡터로 변환시켜주는 기법을 의미하며 고차원의 

네트워크 공간에 속하는 객체를 저차원의 임베딩 공간으로 변환하는 

맵핑 함수 ENC(𝑣)를 찾는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때 임베딩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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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노드 사이의 유사성은 네트워크 공간에서의 유사성을 최대한 

투영해야 한다(Arsov and Mirceva., 2019) (그림 1 - 1). 맵핑 함수를 

통해 생성된 임베딩 벡터는 네트워크 상에서 원 노드가 갖는 지역적인 

정보와 전역적인 구조 상의 여러 성질(property)을 임베딩 공간에서 

표현한다. 네트워크 임베딩을 위한 함수 ENC(𝑣)를 거친 결과인 𝐳𝑣 의 

집합 𝐙 ∈ ℝ𝑁×dZ는 임베딩 공간에 속하는 노드 집합의 임베딩 행렬이며 

차원 수인 𝑑Z 는 네트워크 공간의 속성 차원수인 𝑑에 비해 매우 작은 

수를 가져 차원 축소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 - 1] 고차원에서 저차원의 임베딩 공간으로 맵핑 

가장 기본적인 네트워크 임베딩 기법은 spectral clustering이다. 

spectral clustering은 네크워크를 표현하는 행렬의 선형변환을 사용한 

방법으로 그래프 라플레시안의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분석해 전체 

그래프의 disjoint set을 찾기 위해 고안됐다(Luxburg, 2007). 𝑘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진 그래프 라플레시안(𝓛 =  𝐃 –  𝐀)의 고유값을 구해보면 

𝑘 개의 0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가 느슨한 연결 

그래프(loosely connected graph)여도 𝑘 번째 까지의 작은 고유값에 

대응되는 고유벡터를 사용해 가장 연결성이 적은 𝑘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0이 아닌 가장 작은 값을 가지는 고유값은 Fiedler값이라고 

하며 Fiedler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인 Fiedler 벡터는 각 노드의 

그래프 내에서의 구조적 위치를 보여주고 그 값에 따라 𝑘개의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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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눌 근거를 제공한다. 그림 1 - 2와 표 1 - 1은 11개의 노드로 

이루어진 느슨한 연결 그래프를 2개의 부분으로 나누는 예시이다.  

 

[그림 1 - 2] 그래프 라플레시안을 사용한 2-way partitioning 

[표 1 - 1] 정규화된 그래프 라플레시안의 고유값과 고유벡터 

노드 Index 1 2(Fiddler) 3 … 11 

고유값 0 0.198216 1 … 2 

1 

고유 

벡터 

-0.22361 0.182574 -0.00216 

… 

-0.22361 

2 -0.22361 0.182574 0.02387 -0.22361 

3 -0.22361 0.182574 -0.06687 -0.22361 

4 -0.22361 0.182574 -0.00835 -0.22361 

5 -0.22361 0.182574 0.095289 -0.22361 

6 -0.22361 0.182574 -0.04178 -0.22361 

7 -0.59161 0.387298 
-3.38E-

18 
0.591608 

8 -0.44721 -0.54772 6.08E-17 -0.44721 

9 -0.22361 -0.34157 0.794509 0.223607 

10 -0.22361 -0.34157 -0.53362 0.223607 

11 -0.22361 -0.34157 -0.26089 0.22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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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pectral clustering 기법은 정규화된 그래프 라플레시안 �̃� =

𝐃−
𝟏

𝟐𝓛𝐃−
𝟏

𝟐  =  𝐈 −  𝐃−
𝟏

𝟐𝐀𝐃−
𝟏

𝟐의 가장 작은 𝑘개의 고유 벡터를 사용해 노드 

임베딩을 시행할 수 있다(Tang and Liu, 2011). 

Random walk 기반 네트워크 임베딩 기법인 DeepWalk(Perozzi et 

al., 2014)는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사용된 단어 임베딩 기법을 

그래프에 차용한 기법이다. 대상 단어에 대한 주변부의 단어의 확률 

값을 구하는 방법인 skip-gram 학습법을 네트워크 임베딩에 활용한 

기법으로 random walk를 통해 각 노드에서 고정된 길이의 경로를 

생성하여 입력으로 주어 대상 노드의 이웃이 경로에 속할 확률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웨이트 파라미터를 학습시킨다. 학습된 결과에 

대해 Softmax  함수를 사용해 모든 노드를 대상으로 정규화를 진행하는 

것은 계산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기에 이진 트리 형식으로 구성된 

Hierarchical Softmax함수를 사용한다. 해당 연구는 확률적으로 그래프 내 

경로를 생성하여 학습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나 경로 생성 중 

다음 노드로 이웃 노드가 선택될 확률 값이 무차별적으로 동등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node2vec(Grover and Leskovec, 2016)은 DeepWalk가 경로 생성 

시 random walk를 사용하여 경로에 속할 다음 노드를 선택할 때 모든 

이웃 노드에 대해 동등한 확률 값을 주는 것과 달리 하이퍼 파라미터 

𝑝와  𝑞 를 사용해 경로 생성시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인 깊이우선탐색, 

넓이우선탐색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다음 노드 선택에 대한 

확률값을 다르게 주어 경로에 속한 노드 집합에 대한 샘플링 기법을 

개선시켰다(그림 1 - 3). node2vec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해 다양한 

경로 생성 전략을 선택하여 네트워크 내에서 비슷한 역할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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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들에게 유사한 임베딩 벡터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림 1 - 3] DeepWalk(좌)와 node2vec(우)의 경로 생성 시 다음 

노드 선택의 확률 분포 

네트워크 노드 임베딩을 통해 도출된 결과 벡터 𝐳 ∈ 𝐙 는 𝑑Z 차원을 

가진다. 이 벡터는 네트워크 내 모든 노드의 구조적 특성과 중심/주변 

노드에 대한 역할을 표현하는 벡터로 네트워크 내에서 유일한 값을 

지닌다. 이러한 각 벡터의 고유한 특성을 활용해 노드 군집화, 분류와 

같은 다양한 문제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모든 임베딩 벡터를 단순 

합하거나 평균을 구해 그래프 전체에 대한 임베딩 벡터를 구할 수 

있으며 벡터 사이의 유사도 함수를 사용하여 노드 사이의 유사성을 

측정해 노드 사이의 링크 예측 문제에 적용 가능하다. 

DeepWalk와 node2vec은 학습을 통한 노드 임베딩 기법을 선보이며 

라벨 데이터가 없이 노드 임베딩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지만 몇 가지 본질적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로 정적인 단일 

그래프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두 알고리즘의 파라미터 행렬은 

학습 당시에 사용된 네트워크의 전체 노드의 수만큼의 차원을 가지기에 

네트워크에 새로운 노드가 추가될 경우 적용이 불가능하다. 둘째로 

노드가 가질 수 있는 여러 특성인 속성 행렬 𝐗 를 고려한 임베딩이 

불가능하며 경로 생성 시 엣지에 부여된 가중치를 이용할 수 없어 특히 

공간 네트워크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Hamilto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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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Graph Neural Networks(GNN) 

 

1.2.2.1. GNN의 기본 정의와 Deep Graph Encoder로서의 기능 수행 

 

최근 딥러닝 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통해 이미지, 자연어 등 기존에 

분석이 어려웠던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격자 내 특정 범위를 sliding window 방식으로 정보를 

취합한 후 pooling 방법에 따라 정보를 추상화하여 내재된 패턴을 

분석하는 CNN은 격자의 형태를 가진 영상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머쥐었다. RNN은 1차원의 방향성을 가진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큰 효율성을 지니며 자연어로 이루어진 텍스트 분석 분야에서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선보였다.  

 

[그림 1 - 4] 비 유클리드 공간과 유클리드 공간 자료 형태 

유클리드 공간에 속하는 격자형태나 1차원 시계열 자료와 달리 

그래프는 비 유클리드 공간에 속하며 노드의 순열은 항상 일정하지 않고 

임의의 사이즈와 복잡한 위상구조를 가져 공간적 국지성(spatial 

locality)이 없기에 CNN, RNN과 같은 종전의 신경망을 그래프 분석에 

적용할 수 없다. 

Graph Neural Networks(GNN)(Scarselli et al., 2008)은 message 

passing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노드의 임베딩 

벡터 생성을 위한 업데이트 진행을 거친다. 𝐾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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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신경망 ψ(G) 에서 메시지 전달을 활용한 노드 𝑣의  𝑘 + 1 번째 

임베딩 벡터 𝐡𝑣
𝑘+1를 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식 1 - 5). 

여기서 𝒩(𝑣) 은 노드 𝑣 의 이웃 노드 집합을 의미하며 UPDATE 와 

AGG 는 미분 가능한 임의의 함수를 의미한다. 수식을 살펴보면 

우선  레이어 𝑘에서 모든 𝒩(𝑣)의 임베딩 벡터를 대상으로 AGG함수를 

적용시킨다. 그 결과인 𝐡𝒩(𝑣)
𝑘 은 메시지로 불리며 대상 노드의 이웃 

노드들이 대상 노드에게 전달하는 처리된 정보 벡터이다. 이후 UPDATE 

함수는 𝑣 의 레이어 𝑘 에서의 임베딩 벡터인 𝐡𝑣
𝑘 와 메시지 𝐡𝒩(𝑣)

𝑘 를 

입력으로 받아 연산을 거친 후 𝐡𝑣
𝑘+1에 할당한다. 첫 임베딩 벡터( k =

0)는 노드 속성 행렬인 𝐗가 된다(𝐡𝑣
0 = 𝐱𝑣 , 𝐇0 = 𝐗). 

이 과정에서 ψ 는 업데이트 대상이 되는 파라미터 행렬을 배치해 

학습을 진행하며 G의 노드 속성 행렬인 X를 인자로 받아 네트워크에서 

노드의 구조적 정보와 속성 정보를 모두 고려한 깊은 노드 임베딩을 

진행할 수 있다.  

GNN 이전의 네트워크 임베딩 연구들은 얕은(shallow) 인코더에 

해당된다. 학습이 완료된 얕은 인코더는 네트워크 내 각 노드에 대해 

대응되는 임베딩 벡터를 할당해주는 순람(look-up)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노드 사이에 공유하는 파라미터가 없기에 공간적으로 

비효율적이며 결과에 대한 정규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와는 다르게 

GNN은 신경망 기술을 그래프에 적용한 프레임워크로 깊은(deep) 

인코더로 볼 수 있다. 미리 구성된 얕은 신경망이 아닌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된 깊은 신경망으로 이루어진 인코더 함수를 학습시켜 

 
𝐡𝒩(𝑣)

𝑘 = AGG (𝐡𝑢
𝑘 , 𝑢 ∈ 𝒩(𝑣)) 

𝐡𝑣
𝑘+1 = UPDATE(𝐡𝑣

𝑘, 𝐡𝒩(𝑣)
𝑘 ) 

(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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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의 구조적 특성과 더불어 각 개체의 속성 값을 사용한 네트워크 

임베딩을 수행한다(Hamilton et al., 2020). 

GNN은 다른 네트워크 임베딩 기법에 비하여 다양한 정보의 가용성과 

확장성, 효율성을 가진다. 네트워크 임베딩 기법은 기본적으로 그래프 

내 노드들의 관계에 따른 중요도를 정하는 문제에 사용된다. 이 때 

학습은 오로지 그래프의 구조적 특성을 기반으로 결정되며 노드와 

엣지가 가진 속성 정보를 활용하지 못한다. 특히 random walk 기반 

모델의 경우 노드 집합의 경로를 입력으로 진행되기에 구조적 특성을 잘 

반영하나 그래프가 가진 다양한 속성값을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뚜렷하다. 하지만 GNN의 경우 그래프가 가진 구조적 특성과 함께 속성 

정보를 함께 활용해 학습을 하기에 정보 가용성의 측면에서 더욱 

뛰어나다. 특히 노드의 속성과 함께 엣지의 정보를 함께 사용할 경우 이 

효과는 증대된다.  

효율성과 확장성의 측면에서 GNN은 하나의 모델에 다양한 그래프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노드에 대한 임베딩 

벡터를 만들 수 있다. 특히 Inductive 학습을 위한 GNN 모델은 훈련된 

단일 그래프 신경망을 사용해 성질이 비슷한 다수의 그래프에 대한 

임베딩을 수행할 수 있다(Hamilton et al., 2017). 또한 비정기적으로 

그래프 내 노드가 추가되는 동적 그래프의 경우 학습된 파라미터 행렬을 

이용해 새로운 노드의 임베딩 벡터를 구할 수 있다. 이와 달리 random 

walk 기반 모델인 node2vec과 DeepWalk는 학습 시 그래프 내 노드의 

사이즈와 동일한 크기의 차원을 가지는 파라미터 행렬을 학습한다. 

따라서 고정된 그래프에 대한 구조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 

효과적이나 학습된 모델은 다른 그래프의 임베딩을 시행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노드가 임의로 추가되는 동적 그래프에 적용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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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N의 학습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첫번째로 

Transductive 학습은 단일 그래프 내 노드 집합 중 부분 집합의 라벨을 

이용해 나머지 부분 집합의 클래스를 예측하는 문제이다. 다음으로 

Inductive 학습은 이와 달리 다수의 그래프 집합을 훈련용, 테스트용 

그래프 집합으로 나눈 후 라벨이 있는 훈련용 그래프를 통해 학습한 

GNN을 테스트용 그래프에 대해 예측을 시행한다. Transductive 학습은 

보통 많은 수의 노드와 엣지를 가지는 거대한 단일 그래프를 학습시키기 

위한 학습 방법이며 inductive 학습법은 다수의 그래프가 주어진 문제의 

경우 적용 가능한 학습 방법이다(Hamilton et al., 2017). 그림 1 - 5는 

transductive 학습법과 inductive 학습법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림 1 - 5] transductive 학습법(좌)와 inductive 학습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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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GNN 활용 모델 

 

최근 몇년간 GNN은 기본 정의 아래 다양한 활용 모델을 선보였다. 

Graph Convolutional Network(GCN)(Kipf and Welling, 2016)은 

컨볼루션 연산을 그래프에 활용한 방식을 보였으며 인접행렬로 정규화된 

그래프 라플레시안을 사용해 행과 열 별 표준화를 시행한 후 대상 

노드의 업데이트를 시행하였다. GCN과 같은 그래프 신경망을 기본 

모델로 활용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그래프 

딥러닝 아키텍처와 모델을 구성해 해결할 수 있다. 그림 1 - 6은 문서의 

클래스를 분류하기 위해 학습된 다층 GCN 노드 임베딩 인코더를 

도식화한 것과 임베딩 결과를 시각화한 것이다. GCN은 기본적으로 

transductive 학습을 위한 GNN 모델로 전체 네트워크의 작은 부분에 

해당하는 라벨값이 있는 노드 집합을 대상으로 학습한 후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노드들의 클래스를 예측한다.  

 

[그림 1 - 6]네트워크 인코더로 사용된 GCN과 분류된 노드 

집합(Kipf and Welling, 2016) 

Xu et al.(2018)은 기존 GNN 모델들이 분류하지 못하는 그래프 

형태를 소개하며 그래프의 동형사상 테스트 알고리즘인 Weisfeiler-

Lehman graph Isomorphism test와 비슷한 성능을 내는 GNN 모델인 

Graph Isomorphism Network(GIN)을 선보였으며 AGG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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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래프 관련 문제를 정리했다. 또한 노드 

임베딩 업데이트 과정 중 대상 노드의 이전 레이어에 대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 학습 가능한 스칼라 값인 ϵ 을 각 레이어에 배치해 추가 

학습을 시킬 수 있다. 

Hamilton et al.(2017)은 GraphSAGE를 선보여 다양한 AGG 함수의 

선택에 의해 결과 값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다양한 

그래프를 대상으로 하는 inductive learning에 적용했다. GCN을 포함한 

다수의 spatial-based GNN 모델들이 transductive 학습을 전제로 

개발된 모델인 것과 달리 GraphSAGE는 Inductive 학습을 위한 GNN 

모델로 그래프 내 노드의 속성 정보를 사용해 이전에 보지 못한 

데이터에 대한 임베딩 벡터를 효율적으로 생성하는 GNN 모델이다. 

𝐾개의 레이어로 구성된 GraphSAGE 모델에서 레이어 𝑘에서의 노드 

𝑣의 임베딩 벡터 𝐡𝑣
𝑘+1의 생성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식 1 - 6).  

이때, 𝐖𝑘 는 파라미터 행렬로 학습의 대상이며 σ 는 비선형 활성화 

함수이다. GraphSAGE는 AGG 함수에 따른 퍼포먼스의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AGG 함수로 GCN의 정규화 과정과 비슷한 MEAN함수와 

LSTM , 그리고 MAX  연산을 기반으로 웨이트 파라미터를 가진 POOL 

함수를 사용했다. 다른 함수들과 달리 LSTM은 이웃 노드 집합의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나(permutation variant) 순열의 랜덤 샘플링과 

신경망의 추가 사용으로 임베딩 벡터 생성에 대한 표현 능력이 상당히 

좋아 POOL함수와 함께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 

 

 

𝐡𝒩(𝑣)
𝑘 = AGGk (𝐡𝑢

𝑘 , ∀𝑢 ∈ 𝒩(𝑣)) 

𝐡𝑣
𝑘+1 = σ (𝐖𝑘 ⋅ CONCAT(𝐡𝑣

𝑘 , 𝐡𝒩(𝑣)
𝑘 )) 

(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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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엣지 속성을 고려한 노드 임베딩 모델 

 

GNN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노드 임베딩을 위해 그래프의 구조 

정보인 인접행렬과 노드의 속성정보를 사용해 신경망을 훈련시킨다. 

하지만 엣지의 속성 정보를 이용하는 방식은 그 중요성에 비해 연구가 

미비하다. 엣지의 속성 정보는 다차원일 수도 있으며 단일 속성 값을 

이룰 수 있다. 단일 속성 값일 경우 이는 엣지 가중치로 해석될 수 있다. 

엣지 속성 정보는 차원 수에 상관없이 보통 노드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 관계는 정성적일 수도 정량적일 수도 있으며 이산값일 

수도 연속값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그래프의 가중치가 양의 연속형 

실수이면서 그래프가 거리 공간에 속한다면 이는 거리 가중치가 된다. 

이와 다르게 소셜 네트워크에선 엣지의 값은 보통 정성적인 값을 가진다. 

Graph Attention Network(GAT)(Veličković et al., 2017)는 이전의 

GNN 모델들이 이웃 노드들의 임베딩 벡터를 취합하는 message 

passing 단계에서 단순히 모든 이웃들의 정보를 동일하게 모은 후 미리 

정의된 AGG 함수를 통해 합산 과정을 거치는 것과 다르게 중요한 

이웃의 정보를 더욱 집중적으로 받기 위해 각 이웃 노드들에게 다른 

어텐션 값을 부여해 집중도에 차이를 주는 모델이다. 자연어 처리 

분야의 어텐션 메커니즘을 그래프 신경망에 확장한 것으로 비가중 

그래프를 위한 학습모델이다. 따라서 엣지의 가중치에 따라 중요도를 

산출하는 것이 아닌 웨이트 파라미터를 사용한 학습 기반 중요도 산출을 

목적으로 하기에 실제 그래프의 구조 상 이웃 노드들의 중요도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 예를 들면 거리를 기반으로 구성된 공간 

네트워크에서 거리 값에 따른 중요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 정보를 

따르지 않는 어텐션 값을 학습 기반으로 산출해 부여한다. 이는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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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된 공간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비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Glimer et al.(2017)은 분자구조 분석을 위한 GNN 모델인 Message 

Passing Neural Networks(MPNN)을 제안해 엣지 정보를 고려한 GNN 

모델을 제시했다. MPNN은 message passing 단계에서 목적에 맞는 

적절한 메시지 함수인 𝑀t 를 사용해 엣지 정보를 포함해 그래프를 

분석하는 모델을 제시했지만 𝑀𝑡 은 미분 가능한 임의의 함수로 특정 

함수를 제시하지 않은 일반적인 GNN 모델이다. 

Edge Enhanced Graph Neural Network(EGNN)(Gong and Cheng, 

2019)는 엣지가 가진 가중치를 직접적으로 그래프 신경망 학습에 

이용한 모델이다. 다채널 엣지 속성 행렬에 대해 Doubly Stochastic 

Matrices를 적용한 엣지 정보를 첫번째 레이어에서 활용하고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 산출된 어텐션 value matrix를 다음 레이어의 엣지 

속성 행렬로 사용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엣지 속성 값을 각 레이어에 

조정시켜(adaptive) 적용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엣지 속성 행렬이 가진 

고유의 정보를 첫번째 레이어 이후 잃게 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공간 

네트워크에 적용할 때 레이어가 깊어지면서 넓어지는 수용영역 

(receptive field)의 관점에서 1 hop 이웃들에게만 엣지 속성을 직접 

부여한 후 2 hop 이상의 이웃들의 어텐션 정보는 학습된 어텐션 속성 

행렬을 통해서만 구하기에 진정한 엣지 속성 합산 기법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외에도 POI 추천 분야에 그래프와 엣지 정보를 활용한 연구들이 

있다. Xie et al.(2016)은 소셜 네트워크 상 존재하는 POI와 다양한 

종류의 노드 도메인을 POI 노드와 bipartite 형태의 관계 그래프로 

구성한 후 그래프 임베딩을 모델을 활용하여 노드 임베딩을 시행하였다. 

노드 도메인 중 지역 노드는 POI 노드와 그래프로 구성될 때 지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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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고려하여 특정 지역에 포함되는 POI와 지역 노드와 이어지는 

형태를 띄나 거리정보를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히 두 노드를 이어주는 

형태에 그쳤다. 또한 Christoforidis et al.(2018)은 POI 그래프를 

구성할 때 거리에 따른 엣지를 형성했으나 선 정의한 버퍼 거리(2.5 Km) 

내 포함되는 POI 노드만을 고려하여 원거리에 있는 노드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두 연구 모두 인접 관계나 원거리에 있는 관계성을 고려하지 

않아 공간 네트워크에 대한 모델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일반적인 

그래프 임베딩 모델이 아닌 특정 도메인에 대한 활용 모델에 그쳤다. 

네트워크 임베딩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표 1 - 2와 같다. 

[표 1 - 2] 주요 관련 선행 연구 정리 

저자 모델명 임베딩 기법 노드 속성  엣지 속성  

Perozzi et al. 

2014 
DeepWalk 

RandomWalk, 

skip-gram 
X X 

Grover and 

Leskovec, 

2016 

node2vec 
node2vecWalk, 

skip-gram 
X X 

Kipf and 

Welling, 2016 
GCN 

GNN, 

Normalized 

Graph 

Laplacian 

O X 

Glimer et al., 

2017 
MPNN 

GNN, learnable 

functions 
O O 

Hamilton et 

al., 2017 
GraphSAGE 

GNN, 

Aggregators 
O X 

Veličković et 

al., 2017 
GAT 

GNN, 

Attention 

mechanism 

O X 

Xu et al., 

2018 
GIN 

GNN, learnable 

parameter, 

Aggregators 

O X 

Gong and 

Cheng, 2019 
EGNN 

GNN, adaptive 

edge features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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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문제 정의 

 

지표면 상의 거리를 가중치로 가지는 그래프는 보통 공간 

네트워크에서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도로 연결망은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가 노드로 이루어진 그래프로 모델되며 두 교차로를 연결하는 

도로는 엣지로 부여된다(Jepsen et al., 2019) 이 때 도로의 길이를 

가중치로 가질 수 있다. 또한 전력망의 경우 발전소나 변전소 등 지표면 

상 설치물을 노드로, 전선을 엣지로 가지는 그래프가 될 수 있다(Pagani 

and Aiello, 2013). 

 

[그림 2 - 1] 수원시 도로망 네트워크와(왼쪽) 이탈리아 

전력망(오른쪽) 

거리를 가중치로 가지는 공간 네트워크를 기존의 GNN 모델로 학습할 

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기존 GNN 모델은 노드의 임베딩 

벡터를 업데이트할 때 단순하게 해당 노드의 degree에 따른 정규화를 

진행하거나 AGG 함수 만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본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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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네트워크는 가중 그래프이며 가중치는 물리적 거리를 기반으로 

형성된다. 거리 기반 가중 그래프에 대한 노드 임베딩을 진행할 때 

message passing 시 직접 연결된 모든 이웃 노드들을 미리 정의된 

AGG 함수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거리 정보 활용의 측면에서 

효과적인 분석 방법이 아니다. 

Tobler는 지리학 제1법칙으로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관련이 

있으며 가까운 것은 먼 것보다 더 관계가 깊다.’라고 표현했다(Tobler, 

1970). 마찬가지로 message passing 시 대상 노드의 이웃 노드들 중 

대상 노드와 보다 멀리 떨어진 노드보다 가까운 노드들에게 더욱 큰 

가중치를 부여하면 대상 노드의 특징을 더욱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가정을 세울 수 있다.  

공간 네트워크의 노드 임베딩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공간 네트워크 𝐺 = (𝑉, 𝐸)는 노드 집합 𝑉 = {𝑣𝑖|1 ≤ 𝑖 ≤ 𝑁}와 엣지 집합 

𝐸 = {𝑒𝑣𝑢|𝑣, 𝑢 ∈ 𝑉}로 구성되며 𝑉는 거리 공간에 대한 조건(식 1 – 1 ~ 

4)을 만족한다. 노드 집합 𝑉 의 원소 𝑣 는 𝑑 차원의 속성 벡터인 𝐱를 

가지며 전체 노드 속성 행렬 𝐗 = ℝ𝑁×𝑑  는  전체 노드의 속성 정보를 

나타내는 행렬이다. 노드 𝑣 와 엣지로 연결된 모든 노드의 집합은 

𝒩(𝑣)로  나타내며 노드 𝑣 와 𝑢를 연결하는 엣지 𝑒𝑣𝑢 ∈ 𝐸 는 두 노드의 

연결정보를 표현하는 동시에 두 노드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리 

[그림 2 - 2] 속성 정보와 가중치 벡터를 가진 공간네트워크를 

저차원의 공간으로 맵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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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𝑤𝑣𝑢를 가지고 𝐸의 모든 원소의 가중치를 가진 벡터 𝐰의 원소가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𝐰를 활용해 공간 네트워크 𝐺를 목적에 맞게 

표현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임베딩 인코더 함수 ENC(𝑣)를 찾는 것이다. 

공간 네트워크의 거리 정보는 보통 2차원의 지표면 상 유클리드 

거리로 정의된다. 실제 지표면은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세계의 

많은 현상들은 2차원의 평면 그래프로 해석되기에 본 연구의 공간 

네트워크 역시 2차원의 평면 그래프로 가정한다(Barthélemy, 2011). 

이는 그래프 자료구조의 관계 정보가 고차원의 비 유클리드 공간에 

속하는 것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관계 정보는 고차원의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나 공간 네트워크 상의 거리 정보는 엣지 속성의 

영역에서 평면 그래프 상의 유클리드 거리로 구성되는 것이다. 

GNN을 활용한 공간 네트워크 학습의 목적 함수는 풀고자 하는 

문제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정답이 있는 지도학습 문제의 경우 

ENC(𝑣) 에 의해 생성된 예측 결과 �̂� 와 라벨 데이터  y 와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을 목적 함수로 한다(argmin(�̂�, 𝑦)).  

 

 

정답이 없는 비지도 학습의 경우 ENC(𝑣)에 의해 생성된 임베딩 벡터 

집합 𝐙를 통해 재구성된 인접행렬 �̂�과 그래프의 인접행렬 𝐀와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을 목적 함수로 한다(argmin(�̂�, 𝐀)). 

 

[그림 2 - 4] 네트워크 임베딩을 통한 비지도 학습 문제 순서도 

  

[그림 2 - 3] 네트워크 임베딩을 통한 지도학습 문제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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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거리 기반 네트워크 어텐션 메커니즘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사용되는 어텐션 메커니즘은(Bahdanau et al., 

2014) LSTM으로 이루어진 인코더와 디코더의 구조에서 query-key-

value방법을 사용한다. 디코더의 LSTM 이 출력하는 시점( 𝑡 )의 결과 

벡터를 query로, 인코더 LSTM 에 속한 𝑁 개의 모든 셀에 대한 결과 

벡터를 key로 설정한다. 모든 인코더의 셀에 대해 key와 query 두 

벡터는 스코어 함수를 거치며 value 값을 반환한다. 인코더의 모든 시점 

( 𝑁 개)에 대한 스코어 value로 이루어진 |𝑁| 크기의 스코어 벡터를 

softmax함수에 적용하면 각 셀에 대한 어텐션 값 α ∈ 𝛂𝑡를 구할 수 있다. 

𝛂𝑡 는 정규화된 벡터로 인코더 내 각 단어가 현 시점 디코더가 예측할 

단어에 대해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어야 하는가를 나타낸다. 

Veličković et al.(2017)은 어텐션 메커니즘 개념을 활용한 GNN 

모델인 GAT를 제시하며 message passing 단계에서 AGG 함수를 통해 

이웃 노드 정보의 합산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각 이웃별 대응하는 

어텐션 값으로 영향력을 결정하는 그래프 신경망을 선보였다. 

Bahdanau의 기계 번역 모델과 달리 그래프 신경망은 Encoder-

decoder 구조가 아니기에 query-key-value구조 대신 message 

passing 방식을 이용한다. GAT는 message passing과정에서 레이어 

𝑘에서 업데이트 대상 노드 𝑣에 대한 이웃 노드 𝑢 ∈ 𝒩(𝑣)의 영향력인 

어텐션 값을 다음과 같이 구한다. 

 𝒆𝒗𝒖
𝒌 =  LeakyReLU(𝐚𝑻[𝐖𝐡𝑣

𝑘||𝐖𝐡𝑢
𝑘]) (2 - 1) 

 𝛼𝑣𝑢
𝑘 = softmax𝑢(evu

k ),   𝛼𝑣𝑢
𝑘 ∈  𝛂𝑘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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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𝐡𝑣
𝑘 ∈ ℝF는 레이어 𝑘에서의 노드 𝑣의 임베딩 벡터이며 𝐖 ∈

ℝ�̅�× 𝐹 는 학습 대상인 파라미터 행렬이다. LeakyReLU는 활성화 함수이며 

|⋅| 은 concatenation 연산, ⋅T 은 전치 연산이며 𝐚 ∈ ℝ2�̅� 는 파라미터 

벡터이다. 파라미터 행렬에 의해 변환된 두 벡터가 이어 붙여진 

후(concatenated) 𝐚와 dot-product 되어 하나의 스칼라 값인 어텐션 

값이 된다. 이와 같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거쳐 나온 두 노드( 𝑣, 𝑢 )의 

스코어 값 𝒆𝒗𝒖
𝒌 를 softmax 함수를 거쳐 노드 𝑣 가 𝑢 에 대해 가져야할 

집중도를 구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이웃 노드 𝑢 ∈ 𝒩(𝑣) 에 대한 

집중도를 원소로 가진 벡터 𝛂𝑘를 구할 수 있다((2 - 2)). 이 벡터의 각 

원소는 대응하는 모든 𝑢의 임베딩 벡터인 𝐡𝑢
𝑘와 곱해져 𝑣의 다음 임베딩 

벡터 𝐡𝑣
𝑘의 업데이트를 위한 message passing에 활용된다. 

노드 𝑣와 𝑢 사이의 어텐션 값 𝛼𝑣𝑢
𝑘 를 구하는 과정은 그림 2 - 5와 같다. 

 

[그림 2 - 5] 두 노드 사이의 어텐션 값을 구하는 과정(Veličković 

et al., 2017) 

GAT의 어텐션 기법은 message passing 시 이웃 노드 별 다른 

가중치를 고려해 메시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나 엣지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은 GNN 모델이라는 점에서 공간 네트워크의 거리 

가중치 정보 𝐰가 주어진 상황일 때 효율적인 모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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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기반 어텐션 메커니즘은 GAT의 어텐션 메커니즘과 달리 이웃 

노드와의 거리 정보에 따른 상대적인 어텐션 값을 얻기 위해 주어진 

거리 정보를 직접 활용한다. 각 이웃 노드에 대한 정규화된 상대적 

어텐션 값을 통해 지리학 제1 법칙에 의거한 상대적 집중도를 얻을 수 

있다. 거리 가중치를 고려한 어텐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𝛼𝑣𝑢 = softmin𝑢 (MinMaxScale(𝐰𝒩(𝑣))),   

𝑤ℎ𝑒𝑟𝑒  𝐰𝒩(𝑣) = {𝑤𝑣𝑢|𝑢 ∈ 𝒩(𝑣)}  

(2 - 3) 

여기서 𝑤𝑣𝑢는 노드 𝑢에서 𝑣로 가는 엣지 𝑒𝑣𝑢의 거리 가중치를 뜻하며 

𝑣 의 inflow 엣지, 즉 𝑣 로 들어오는 모든 엣지의 가중치를 모은 

벡터  𝐰𝒩(𝑣) 를 입력으로 softmin함수를 적용하면 거리 값에 따른 이웃 

노드들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리 가중치 벡터 𝛂𝑣를 구할 수 있다. 

softmin 함수는 본질적인 쓰임새는 softmax 와 같으나 함수의 결과는 

반대로 작동한다. softmax 함수는 입력으로 들어온 벡터의 각 원소에 

대해 상대적 크기가 큰 원소에게 큰 값을 부여하지만 softmin 함수는 

작은 원소에게 큰 값을 부여한다. 이는 지수함수의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softmax와 softmin함수는 식 2 - 4, 2 - 5와 같다. 

 softmax𝑖(𝐱) =
𝑒𝑥𝑖

∑ 𝑒𝑥𝑘𝐾
𝑘=1

   for   𝑖 = 1, … , 𝐾 (2 - 4) 

 softmin𝑖(𝐱) =
𝑒−𝑥𝑖

∑ 𝑒−𝑥𝑘𝐾
𝑘=1

   for   𝑖 = 1, … , 𝐾 (2 - 5) 

두 함수를 살펴보면 입력벡터 𝐱 를 입력으로 받아 𝐱 내 각 원소의 

상대적 크기에 따른 정규화된 값을 반환한다. 따라서 변환된 모든 

원소의 합은 1이 된다. 그림 2 - 6은 노드의 속성 추정을 위한 

softmin함수 적용 예시이다.  



 

25 

 

 

[그림 2 - 6] softmin함수 적용 예시 

노드 𝑣 는 자신에게 inflow로 들어오는 이웃 노드 𝑠1, 𝑠2, 𝑠3 의 속성 

값을 받아 자신의 속성 값을 구하고자 한다. 또한 각 이웃 노드들은 

𝑣까지의 거리 가중값을 가지고 있다. 거리 가중값을 고려한 속성 부여를 

위해 softmin함수를 사용한다. Inflow edge weight 벡터 𝐱는 차례대로 

[3, 7, 4]이며 𝐱 를 softmin 함수에 적용하면 정규화된 가중치 벡터는 

[0.466, 0.171, 0.363]이 된다. softmin함수를 적용하기 전 스케일을 

맞추기 위해 𝐱는 Min-Max 정규화된다. Min-Max 정규화 식은 식 2- 

6과 같다. 

 𝐱scaled =
𝐱 − 𝐱min

𝐱max − 𝐱min
 (2 - 6) 

softmin함수를 통해 나온 벡터 𝛂𝑣는 다음으로 대응하는 이웃 노드의 

속성값과 곱해진 후 더해진다. 가중합 연산을 거친 후 결과 값은 

41.43이 되며 𝑣의 속성 값으로 부여된다. 결과적으로 𝑣의 속성은 대략 

𝑠1에게서 47%, 𝑠2에게서 17%, 𝑠3에게서 36%의 영향을 받는다. 

예시의 경우처럼 softmin 함수를 사용하면 거리 가중치를 고려한 

상대적 어텐션 값을 이웃 노드에 부여할 수 있어 공간 네트워크를 위한 

어텐션 메커니즘을 표현할 수 있다. 

식 2 - 3을 보면 GAT의 어텐션 메커니즘 식인 식 2 - 1, 2 - 2와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GAT의 어텐션 메커니즘은 신경망을 이용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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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방식으로 각 레이어 별 서로 다른 파라미터 행렬을 가진다. 이와 

달리 식 2 - 3은 모든 레이어에 동일하게 작동하며 이에 따라 수식 

내에서 특정 레이어를 표기하지 않는다. 학습 기반 방식이 아닌 단순히 

엣지 속성을 변환하는 방식이기에 GAT의 어텐션 메커니즘에 비하여 

시간, 공간적으로 효율적이다. 

제안하는 거리 기반 어텐션 메커니즘은 공간 보간법에서 쓰이는 역 

거리가중법(Inverse Distance Weighted Method)(Shepard, 1968)과 

유사한 방법을 쓴다. 역거리가중법은 𝑛개의 관찰된 지점으로부터 보간 

대상이 되는 지점 𝑣 의 값을 구하기 위해 거리를 기반으로 가중치를 

부여해 값 Z𝑣을 구하는 공간 보간법으로 식 2 - 7과 같다. 

 Z𝑣 =
∑ Z𝑢

𝑛
𝑢=1 𝑤𝑣𝑢

∑ 𝑤𝑣𝑢
𝑛
𝑢=1

 (2 - 7) 

여기서 w𝑣𝑢는 지점 𝑣로부터 지점 𝑢까지의 거리 𝑑𝑣𝑢의 역수로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𝑤𝑖𝑗 =
1

𝑑𝑖𝑗
𝑏  (2 - 8) 

𝑏 값은 감쇠(decay)값으로 𝑏 값이 무한대로 가까워질수록 가중치인 

𝑤의 값은 대상의 거리 값이 클 경우 작아진다. 보통 1과 2를 사용해 

가중치를 거리에 반비례하게 적용한다. 

역거리가중법은 거리 값에 증가에 따라 영향력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거리 기반 어텐션 메커니즘과 유사한 성질을 띄나 감쇠값 𝑏에 

따라 가중치 값의 결과가 크게 차이 난다. 그림 2 - 6의 예시에 

적용해보면 𝑏 = 1일 경우 가중치 벡터는 [0.459, 0.197, 0.344]가 되어 

대상 노드의 속성값은 41.41이 되며 𝑏 = 2 일 경우 [0.573, 0.105, 

0.322]가 되어 41.542로 계산된다. 이는 𝑏 값이 커짐에 따라 가까운 

참조점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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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기반 어텐션 메커니즘은 Min-Max 정규화를 사용하여 가중치 

벡터가 단일 값을 가지기에 더욱 안정된 거리 가중치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거리의 비대칭성이 심할 경우 역거리가중법을 적용하면 

산출되는 가중치 또한 매우 큰 차이를 보이나 거리 기반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균등한 가중치를 반환한다. 예를 들어 

노드 𝑣와 세 이웃 노드의 거리가 벡터 [3, 70, 40]로 주어졌을 경우 

역거리가중법(𝑏 = 1)은 [0.895, 0.038, 0.067]을 반환하지만 거리 기반 

어텐션 메커니즘은 [0.515, 0.189, 0.296]을 반환해 거리가 먼 노드의 

영향력 이탈을 완화할 수 있다. 

GNN의 message passing 시 주변 이웃에 대한 어텐션 값 분포가 

가까운 이웃 노드들에게만 크게 치우쳐져 있을 경우 만들어질 메시지는 

소수의 노드에 집중돼 구성되며 이는 신경망의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넓은 범위의 이웃 노드들을 고려한 업데이트가 진행되지 않고 최단 거리 

노드의 집합으로 구성되는 특정한 경로를 중심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웃 노드 집합에 대한 어텐션 값의 

분포를 비교적 균등하게 구성하는 것은 노드의 대상 노드의 이웃 지역을 

넓은 범위로 참조하여 임베딩을 진행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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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Distance-Weighted Graph Neural Networks 

 

거리 기반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한 그래프 신경망인 Distance-

Weighted Graph Neural Networks(DWGNN)은 GraphSAGE(Hamilton 

et al., 2017)모델을 기반으로 거리 기반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한 공간 

네트워크 임베딩을 위한 GNN 모델이다.  

 

2.3.1. 거리 기반 Graph Convolutional Network 

 

Distance-Weighted Convolutional Network(DWConv)는 

DWGNN의 기본 구성요소로 message passing 시 대상 노드의 주변 

노드로부터 주어진 거리 가중치를 고려해 노드 임베딩을 실시한다. 

DWConv의 레이어 𝑘 에서 노드 𝑣 의 업데이트 프로세스는 식 2 -

9~11과 같다.  

 𝛂𝒩(v) = softmin(MinMaxScale(𝐰𝒩(𝑣))) (2 - 9) 

 𝐡𝒩(𝑣)
𝑘+1 = AGG𝑘 (𝐖𝑁

𝑘 ⋅ 𝐡𝑢
𝑘 ⊙ 𝛂𝒩(𝑣)𝑢

, 𝑢 ∈ 𝒩(𝑣)) (2 - 10) 

 𝐡𝑣
𝑘+1 = σ ((𝐖𝑆

𝑘 ⋅ 𝐡𝑣
𝑘) + 𝐡𝒩(𝑣)

𝑘+1 ) (2 - 11) 

식 2 - 9는 대상 노드인 𝑣 와 𝒩(𝑣)  사이의 가중치 벡터 집합인 

𝐰𝒩(𝑣) 를 정규화한 뒤 softmin 함수를 적용해 어텐션 벡터를 만드는 

과정으로 2.2 장에서 설명한 거리 기반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과정이다. 식 2 - 10를 보면 어텐션 벡터 𝛂𝒩(𝑣)는 각 원소는 이웃관계 

내에서 대응하는 이웃 노드의 레이어 𝑘 에서의 임베딩 벡터와 곱해진 

후(⊙, element − wise 곱연산) 이웃 파라미터 행렬인 𝐖𝑁
𝑘를 거친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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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벡터를 미리 정의한 AGG함수에 적용하면 메시지 벡터인 𝐡𝒩(𝑣)
𝑘+1 가 

완성된다. 이 후 𝑣의 이전 레이어 임베딩 벡터인 𝐡𝑣
𝑘 는 파라미터 행렬 

𝐖𝑆
𝑘 를 거쳐 𝐡𝒩(𝑣)

𝑘+1 와 더해지며 레이어 𝑘 +  1에서의 임베딩 벡터 𝐡𝑣
𝑘 가 

완성된다(식 2 - 11). 이 과정은 그림 2 - 7과 같다. 

 

그림을 보면 노드 𝑣 는 총 5개의 이웃 노드를 가지며 각 이웃과의 

거리 정보를 가진 벡터 𝐰𝒩(𝑣) 가 주어진다. 𝐰𝒩(𝑣) 는 이후 정규화되어 

softmin함수에 적용되고 그 결과로 어텐션 벡터인 𝛂𝒩(𝑣)를 얻을 수 있다. 

𝛂𝒩(𝑣)의 각 원소는 이 후 대응하는 이웃 노드의 임베딩 벡터와 곱해지며 

이웃 벡터들은 AGG에 따라 단일 메시지로 가중 합산된다. 결과적으로 

대상 노드인 𝑣 는 이웃의 메시지와 이전 임베딩 벡터를 토대로 다음 

레이어인 𝑘 +  1에서의 임베딩 벡터를 부여받을 수 있다. 

임베딩 대상 그래프 𝐺 는 엣지의 방향이 없는 무방향 그래프일 수 

[그림 2 - 7] DWConv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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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경우 inflow와 outflow의 구분이 없으므로 이웃관계인 노드 

𝑣와 𝑢는 각자의 임베딩 벡터 업데이트 시 상호 영향을 준다(𝑢 ∈  𝒩(𝑣), 

𝑣 ∈  𝒩(𝑢) ). 𝐺 가 방향이 있는 그래프일 경우 노드 𝑢 에서 𝑣 로 가는 

엣지만 존재한다면 𝑢 의 임베딩 벡터 업데이트 시 𝑣 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𝑢 ∈  𝒩(𝑣), 𝑣 ∉ 𝒩(𝑢) ). 또한 그래프 내 모든 노드는 자신을 

스스로 연결하는 self-loop를 가지지 않는다(𝑣 ∉ 𝒩(𝑣)). 

  

2.3.2. DWGNN 모델 아키텍처 

 

다수의 DWConv로 이루어진 DWGNN은 공간 네트워크인 그래프 

𝐺 를 입력으로 받아 𝐺 의 모든 노드 𝑣 ∈ 𝑉 에 대한 네트워크 임베딩을 

실시한다. 그래프 신경망인 DWGNN은 목적 함수에 따라 웨이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며 DWConv를 통해 message passing 단계에서 

거리 가중 벡터인 𝐰 를 활용하여 이웃 노드 집합의 거리에 따른 

영향력을 고려해 노드 임베딩을 진행한다. 초기 단계( 𝑘 =  0 )에서 

노드의 임베딩 행렬은 노드 속성 행렬 𝐗 와 동일하다( 𝐇0 = 𝐗 ). 이후 

DWConv로 구성된 다층 신경망을 지나며 신경망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각 노드는 주변 노드의 전 단계 임베딩 벡터를 포함하여 자신의 벡터를 

업데이트한다. 벡터화된 업데이트는 식 2 - 12와 같다. 

 
𝐇𝑘+1 = σ (𝐖𝑆 ⋅ (AGG(𝐖𝑁, 𝐀, 𝐰, 𝐇𝑘) + 𝐇𝑘)) (2 - 12) 

레이어가 끝까지 가면( 𝑘 =  𝐾 ) 업데이트를 종료한 후 결과를 

기반으로 예측을 시행한다. 예측 결과와 라벨 데이터를 비교한 후 손실 

값을 계산, 역전파과정을 통해 웨이트 파라미터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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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8] 노드 분류 문제를 위한 DWGNN의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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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8은 𝐶개 클래스에 대한 노드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DWGNN의 예시이다. DWGNN은 노드 분류와 같은 지도학습과 

더불어 비지도방식 학습에도 적용할 수 있다. 비지도방식 학습의 경우 

대표적으로 Graph Auto-Encoder(Kipf and Welling, 2016)를 예로 들 

수 있다.  Graph Auto-Encoder(GAE)는 입력 그래프 𝐺를 입력으로 

저차원의 네트워크 임베딩 행렬 𝐙를 생성하는 인코더 ENC(𝐺)와 𝑍 를 

입력으로 재구성된 인접행렬을 생성하는 디코더 DEC(𝐙) 로 

이루어진다(그림 2 - 9). 재구성된 인접행렬 �̂� 를 입력 그래프 𝐺 의 

인접행렬 𝐀 와 비교한 후 손실값을 구하고 손실값에 의한 역전파를 

실시해 파라미터 행렬을 업데이트한다. 최종 결과는 인코더에 의해 

생성된 저차원의 네트워크 임베딩 행렬 𝐙이며 𝐙를 문제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GAE의 인코더 속 노드 임베딩 업데이트를 위한 그래프 

신경망으로 DWConv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림 2 - 9] GAE의 학습 과정 

DWGNN은 transductive 학습과 더불어 inductive 학습에도 적용 

가능하다. DWGNN은 GraphSAGE를 기반으로 거리 기반 어텐션 

메커니즘을 추가한 모델로 GraphSAGE와 마찬가지로 두 형식의 학습 

모두에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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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적용 및 결과 

 

3.1. 결과 비교를 위한 GNN 모델 정의 

 

실험에 앞서 결과 비교를 위한 다양한 GNN 모델을 정의한다. 1장의 

관련 연구에서 소개한 GCN, GIN, GraphSAGE를 구현해 실험의 비교 

모델로 활용했다. 코드 구현은 딥러닝 프레임워크인 PyTorch를 

기반으로 구축된 Deep Graph Library(Wang et al., 2019)를 사용했다. 

 GCN은 message passing 시 self-loop 인접행렬인 �̃� = 𝐀 + 𝐈 과 

차수 행렬인 �̃� 를 통해 만들어진 정규화된 그래프 라플레시안 

�̃�−
𝟏

𝟐�̃��̃�−
𝟏

𝟐를 사용해 각 노드가 직접 연결된 모든 이웃 노드들의 임베딩 

벡터를 모을 때 자기 자신을 포함한 각 이웃의 벡터를 균등하게 

가져온다. 노드 임베딩 업데이트 프로세스는 식 3 - 1과 같다. 

여기서 1/𝑐𝑣𝑢는 �̃�−
𝟏

𝟐�̃��̃�−
𝟏

𝟐에서 𝑣열 𝑢행 값을 의미한다. 

GAT는 논문(Veličković et al., 2017)에 소개된 모델을 구현해 

사용했으며 Multi-Head Attention 값을 3으로 설정해 3개의 어텐션 

값을 따로 구해 적용한 뒤 동일한 대상에 대한 3개의 임베딩 벡터를 

MAEN연산 하여 각 레이어의 임베딩 벡터로 할당했다. 식 2 - 2를 통해 

구한 어텐션 벡터 𝛂𝑘를 다음과 같이 레이어에 적용했다. 

 𝐡𝑣
𝑘+1 = σ (𝐖𝑘 ⋅ ∑

1

𝑐𝑣𝑢
𝐡𝑢

k

u∈𝒩(𝑣)

) (3 - 1) 

 𝐡𝑣
𝑘+1 = ∑ 𝛼𝑣𝑢

𝑘

𝑢∈𝒩(𝑣)

𝐖𝑘𝐡𝑢
𝑘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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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은 해당 논문(Xu et al., 2018)에서 소개한 모델을 구현했으며 

노드 임베딩 업데이트 프로세스는 식 3 - 3과 같다. 

여기서 MLP𝑘 는 레이어 𝑘 에 위치한 다중 퍼셉트론 신경망으로 각 

레이어에서의 임베딩 벡터에 대한 분별력을 높인다. 다중 퍼셉트론과 

아울러 𝜖𝑘 은 각 노드가 중심 노드인지, 주변부 노드인지 학습하는 

스칼라 파라미터이다. 본 연구의 실험에선 제외하였다( 𝜖𝑘  =  0 ). 또한 

AGG함수로 MAX, MEAN, SUM을 적용했다. 

GraphSAGE는 식 1 - 6을 구현해 사용하였다.  MEAN의 경우 GCN의 

업데이트 식과 큰 차이가 없기에 제외하였으며 POOL과 LSTM을 AGG 

함수로 사용했다. 

DWGNN은 2장에서 제안한 DWConv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구현했으며 AGG 함수는 MEAN 연산과 MAX, SUM,  그리고 LSTM 을 

사용했다. 

  

 𝐡𝑣
𝑘+1 = σ (MLP𝑘 ((1 + 𝜖𝑘) ⋅ 𝐡𝑣

𝑘 + AGG (𝐡𝑢
𝑘 , 𝑢 ∈ 𝒩(𝑣))))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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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내 네트워크: 도면 요소 추출 및 분류 

 

DWGNN의 실내 공간 네트워크 적용에 대한 실험을 위하여 실내 

공간 네트워크 분석 실험으로 도면 이미지 내 실내 요소 추출 및 분류를 

진행했다. 기존 도면 분석 연구는 도면 이미지를 입력으로 영상 처리 

기술을 사용해 전처리를 시행한 후 통계적, 분석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휴리스틱한 방식을 취했기에 다양한 도면 스타일에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Lu et al., 2007; Macé et al., 2010). 

Heras et al.(2014)의 연구를 시작으로 머신러닝 기법을 도면에 

적용한 연구가 시작됐으며 이미지로 표현되는 도면의 특성상 CNN을 

기반으로 한 딥러닝 기법의 적용이 주로 연구됐다(Liu et al 2017; Zeng 

et al., 2019; Jang and Yang, 2020; Kim et al, 2021). 하지만 도면 

이미지를 픽셀 단위로 분류, 예측하기에 결과 이미지의 각 부분이 

뚜렷한 모양을 유지하지 못하고 원본 도면의 형상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Renton et al.(2019)은 GNN을 사용해 

도면 내 심볼들을 탐지, 분류하는 모델을 선보였다. 하지만 오직 도면 

내 심볼만을 대상으로 하여 도면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벽과 방과 

같은 지역을 제외하였으며 출력 형태가 심볼의 클래스만을 표현하는 

그래프에 그친다는 단점을 가진다. 

본 실험에서는 완전한 도면 해석을 위해 (1) 도면 이미지를 전처리 

한 후 벡터화를 통해 도면의 형상을 폴리곤 형태로 유지하여 추상화를 

최소화하고, (2) 폴리곤 개체 고유의 속성을 추출하고 개체 사이의 인접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지역인접그래프(RAG)로 모델링한 후 (3) GNN을 

사용해 관계 네트워크 상 노드의 클래스를 분류하였다. 본 실험의 

전체적인 흐름은 그림 3 -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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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1] 도면 요소 추출 및 분류 실험 프로세스 

본 실험의 문제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수의 도면 집합 𝐺 = {𝐺𝒊|𝐺𝑖 =

(𝑉𝑖, 𝐸𝑖)}의 분석을 위해 GNN을 사용해 inductive 학습을 진행한다. 𝐺𝑖는 

방향이 없는 정적 그래프이며 라벨 데이터를 통해 도면 그래프 G 에 

속하는 모든 폴리곤 노드의 클래스를 예측하는 지도학습 방식의 노드 

분류 문제이다. 

폴리곤의 중점(centroid)을 노드의 좌표점으로 지정하고 폴리곤 

사이의 인접관계에 따라 구성된 도면 그래프는 중점 사이의 유클리드 

거리를 추출할 수 있다. 이는 엣지의 속성 정보로 활용할 수 있으며 

도면 그래프는 단일 연속 변수 엣지 속성 정보를 가지기에 양방향 가중 

그래프(weighted-undirected graph)로 모델된다. 따라서 거리 정보를 

가진 가중 그래프인 도면 그래프는 DWGNN의 분석 대상으로 적합하다. 

본 실험은 도면그래프 분석을 위한 모델로서 DWGNN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GCN, GraphSAGE 등 3장 1절에서 정의한 GNN 

모델들과 함께 실내 요소 클래스 예측의 정확도, F1 score를 사용해 각 

모델과 AGG 사이의 성능을 비교한다. 

 

 

 

 



 

37 

 

3.2.1. 데이터 처리 및 환경 

 

실험을 위한 데이터로 CubiCasa5K(Kalervo et al., 2019) 데이터셋을 

사용했다. 해당 데이터셋은 5000개의 도면으로 구성된 다양한 종류의 

아파트 도면 데이터셋으로 도면 이미지 데이터와 svg 형식의 

정답데이터 쌍 400개를 실험에 사용했다. 파이썬 OpenCV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전처리를 수행한 뒤 Rasterio와 Shapely를 사용해 

벡터화를 진행했으며 과정은 다음과 같다(그림 3 - 2).  

전처리된 도면 이미지를 입력으로 흰색 영역에 대한 벡터화를 

진행한다. 입력 이미지와 동일한 크기의 폴리곤에서 흰색 영역 폴리곤 

집합에 대한 차이(difference) 연산을 통해 검은 영역 폴리곤 집합을 

뽑아내고 두 집합을 합산한 뒤에 폴리곤 별 픽셀 라인 굵기(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길이 만큼 버퍼를 부여하면 벡터화 결과 집합을 구할 수 있다. 

 

 

[그림 3 - 2] 벡터화 과정 

벡터화 과정을 통해 추출된 폴리곤 집합은 다음으로 지역 인접 

그래프(Region Adjacency Graph, RAG)로 모델된다. 지역 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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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는 인접한 지역 또는 폴리곤 사이의 연결관계를 통해 표현된 

그래프이다. 우선 그래프를 생성한 뒤 폴리곤 집합의 모든 폴리곤에 

대해 중점 좌표를 노드로 할당한다. 본 실험의 그래프가 폴리곤 집합을 

기준으로 구성되기에 두 폴리곤쌍 사이에 공간 연산인 INTERSECT 를 

시행해 true값을 반환하면 두 폴리곤의 중점을 엣지로 연결한 후 그 

거리를 가중치로 저장한다(그림 3 - 3).  

앞서 만들어진 도면 그래프 𝐺 = (𝑉, 𝐸) 에서 폴리곤 노드 집합 𝑉 의 

원소 𝑣𝑖 는 4차원의 속성 벡터인 𝐱𝑖 ∈ ℝ4 를 갖는다. 속성 값으로 

폴리곤의 면적(area)과 이미지 moments 중 2차 정규화된 중심 모멘트 

nm11, Zernike moment(Zernike, 1934)의 차수 4, 반복수 2인 zm42로 

구성했다. 사용한 이미지 모멘트는 차수가 짝수이기에 나타내는 

형상정보가 크기와 회전(rotation)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기에 

RAG에서 도출되는 각 노드의 degree를 포함해 총 4차원의 벡터로 

구성된 속성 행렬 𝐗 ∈ ℝ|𝑁|×4 를 구성했다. 엣지 가중치 벡터 𝐰 =

{𝑤𝑣𝑢|𝑣, 𝑢 ∈ 𝑉 and 𝑒𝑣𝑢 ∈ 𝐸}는 엣지로 연결된 두 노드 𝑣, 𝑢 사이의 유클리드 

거리인 √(𝑣𝑥 − 𝑢𝑥)2 + (𝑣𝑦 − 𝑢𝑦)
2
로 구성된다. 위 과정에 따라 하나의 

도면은 벡터화된 폴리곤 집합 P와 인접 정보 행렬 𝐀, RAG 𝐺를 가진다. 

 

[그림 3 - 3] 폴리곤 중점 기반 도면 그래프 생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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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모델 구성 및 학습 

 

본 실험은 앞서 살펴본 문제 정의에 따라 다중 그래프의 노드 분류 

문제로 정의된다. 이를 위해 그림 2 - 8과 같은 구성으로 GNN 모델을 

구축했다. 모든 GNN 모델에 대해 학습율(learning rate)은 0.001, 

손실함수는 복수의 클래스에 속할 확률 분포와 라벨 데이터 분포의 

차이를 계산하기 위해 cross entropy를 사용했으며 파라미터 튜닝을 

위해 Adam optimizer(Kingma and Ba, 2014)를 사용했다. 모든 

모델에서 총 여섯 층의 그래프 신경 망을 사용했으며 GIN의 각 

신경망에 사용된 MLP 의 은닉층은 2로 설정했고 모든 모델의 은닉층 

차원수는 128로 통일했다. 활성화 함수는 ReLU함수를 사용했다. 

400개의 도면 데이터 중 200개를 훈련용 데이터로 나머지 200개를 

테스트 용으로 사용했다. 

그 외 실행 코드에서의 학습을 위한 몇 가지 설정을 적용했다. Graph 

mini-batch는 inductive 학습에서 다수의 그래프를 하나의 큰 그래프로 

통합시켜 사용하는 방법을 뜻한다. 본 실험에서는 10개의 그래프를 

하나의 그래프로 합쳐 학습에 사용했다. 또한 노드의 속성 행렬을 

정규분포를 따르게 정규화한 후 엣지의 가중치 벡터에 Min-Max 

normalization 기법 (식 2 - 6)을 적용했다. 또한 Batch 정규화를 각 

은닉 층 끝단에 추가했다. 학습을 위한 epoch는 GCN, GAT, GIN, 

GraphSAGE(POOL)의 경우 1000으로, 나머지 모델과 AGG는 300으로 

설정해 학습을 진행했다. 

이렇게 구성된 GNN모델을 포함한 학습/예측 그림 3 - 4와 같다. 

도면 벡터에게서 추출된 도면 그래프는 정의된 GNN 모델의 입력으로 

들어가 분석된다. 분석 결과인 ŷ는 그래프 내 각 노드에 대한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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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값을 지닌다. 도면 벡터가 지닌 정답 값인 y 는 ŷ 와 함께 손실 

함수의 입력으로 들어가 손실값을 구하고 이에 따라 GNN의 파라미터 

행렬이 업데이트 된다. 미리 정해 놓은 epoch이 지난 후 학습을 마친 

모델에 대해 테스트셋에 속한 도면들의 결과를 예측한다. 

 

 

 

 

 

[그림 3 - 4] 도면 추출 실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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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실험 결과 분석 

 

도면 내 다중 요소 노드 분류 문제에 대한 다양한 GNN 모델을 

사용해 각 모델의 AGG 별 총 5회의 실험을 진행한 결과에 대한 

정확도를 비교해보았다(표 3 - 1).  

 [표 3 - 1] 도면 요소 노드 분류 실험 GNN 모델 별 정확도 비교 

 

표를 살펴보면 모든 AGG중 MAX, MEAN, SUM와 같은 단순 연산 기반 

AGG에 비해 학습 기반, 즉 신경망이 추가된 POOL 과 LSTM  AGG를 

사용한 모델의 성능이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LSTM 을 사용한 두 

GNN 모델 사이에서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한 DWGNN이 

GraphSAGE에 비해 좋은 성능을 내어 전체 중 가장 뛰어난 결과를 

보였다. 단순 연산 기반 AGG를 쓴 모델들 중에서도 DWGNN 모델의 

세가지 방식이 GIN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이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모델 AGG F1 Score 최고 정확도 

GCN - 0.8429 (±0.054) 0.8501 

GIN MEAN 0.8815 (±0.015) 0.884 

GAT - 0.9136(±0.01) 0.9212 

GIN MAX 0.9241 (±0.022) 0.9327 

GIN SUM 0.9317 (±0.006) 0.9332 

DWGNN MEAN 0.9467 (±0.006) 0.9485 

DWGNN MAX 0.9496 (±0.002) 0.9523 

DWGNN SUM 0.9512 (±0.001) 0.9521 

SAGE POOL 0.9569 (±0.002) 0.9598 

SAGE LSTM 0.9611 (±0.002) 0.9629 

DWGNN 𝐋𝐒𝐓𝐌 0.9639 (±0.001) 0.9654 



 

42 

 

통해 가중연산이 적용됐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GIN의 MEAN 은 

단순 평균을 적용했다면 DWGNN의 MEAN 의 경우에는 가중평균 

(weighted mean)을 적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공간 네트워크 

상에서 대상 노드가 주변 노드의 메시지를 가져올 때 가중치를 이용해 

가까운 노드의 메시지를 더욱 중요하게 가져왔을 경우 대상 노드를 더욱 

잘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Xu et al.(2018)은 GNN의 목적 별 AGG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그림 3 - 5의 (a)와 같이 간단한 구조의 단일 노드 

속성을 가진 두 그래프가 있을 때 MEAN과 MAX는 두 그래프에서 𝑣와 

𝑣′를 구분하지 못한다. 또한 노드의 속성이 2개로 나뉘는 그래프를 보면 

그림 3 - 5의 (c) 또한 분포가 동일한 두 그래프이기에 𝑣 와 𝑣′ 를 

구분하지 못한다. 오직 (b)와 같이 다양한 노드 속성이 있으며 분포가 

다른 그래프에서만 MEAN 은 구분 가능한 메시지를 구성하며 MAX 는 

이경우에도 𝑣와 𝑣′ 에게 동일한 값을 할당한다. 따라서 오직 SUM만이 

구조를 고려한 message passing을 수행할 수 있다.  

해당 논문의 예시는 노드의 속성이 간단한 그래프에 대한 예시이나 

표 3 - 1을 보면 MEAN과 MAX를 사용했을 때보다 SUM을 사용했을 때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Xu et al.(2018)은 분석 대상 

그래프를 구성하는 노드 속성의 통계적 분포 자료가 그래프의 구조적 

속성보다 중요한 경우 MEAN AGG가 node classification 문제에서 좋은 

[그림 3 - 5] 다양한 AGG에 따른 표현력의 차이(Xu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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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본 실험에 사용된 그래프는 구조적 

특성이 매우 중요한 경우이기에 MEAN  AGG의 성능이 좋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다만 DWGNN의 경우엔 모든 AGG둘이 가중연산을 수행하게끔 

해주므로 그림 3 - 5와 같은 단순한 구조와 속성을 가진 그래프에서 

또한 다양한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다. 이는 실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복잡한 노드 속성을 가진 도면 그래프에서 거리에 따른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한 후 AGG를 수행하기에 대상 노드와 이웃 노드와의 

구조에 따라 매우 다양한 메시지를 만들 수 있다. 

또한 거리 기반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DWGNN은 학습 기반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GAT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GAT의 경우 multi-head attention을 이용해 3개의 어텐션을 

따로 사용했기에 연산량, 메모리 공간 사용량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표 3 - 2는 실험에 사용된 총 8개의 전체 도면 요소 별 정확도를 

나타낸다. 표를 살펴보면 외부 공간을 제외한 모든 클래스에서 LSTM을 

사용한 DWGNN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비공간 요소 클래스(오브젝트, 벽, 창문, 문, 계단)에 비해 공간 

요소 클래스(방, 현관, 외부공간)의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간 요소는 비 공간 요소에 비해 연결된 이웃들의 

개수가 많으며 정형화된 이웃 구조를 갖기 힘들기 때문에 이웃 관계를 

기반으로 클래스를 예측하는 GNN의 특성 상 예측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거리 기반 어텐션을 적용해도 다수의 이웃들이 가중치를 

나눠 가지기에 성능 향상에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한다. 

표 3 - 3은 도면 이미지와 라벨 데이터, GNN을 적용해 예측된 도면 

요소들의 차이를 보여준다. GIN은 SUM을, DWGNN과 GraphSAG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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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TM을 적용한 결과이며 라벨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도면의 클래스별 

색은 같으며 시각화 결과 역시 LSTM을 사용한 DWGNN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실험은 기존의 CNN 기반 도면 요소 추출 실험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첫째로 신경망으로 들어가기 전 선 벡터화를 

거치기에 최종 결과가 입력 이미지의 형상을 그대로 보유한 벡터 형태로 

유지된다. 둘째로 벽, 창문과 같은 기본 도면 구성 요소와 더불어 방과 

같은 공간 요소를 한번에 추출, 인식한다. 셋째, 제안한 벡터화 기법은 

도면을 이진 이미지로 변환한 후 흰 영역과 검은 영역에 대해 벡터화를 

적용, 합산하는 방법을 취하기에 도면 스타일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GNN을 사용해 노드(폴리곤) 집합을 분류하기에 

관계성에 따른 예측을 시행하고 CNN에 비해 다양하고 넓은 영역에 

위치한 이웃 노드를 감안해 예측을 시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복도, 긴 

벽체와 같은 면적과 길이가 긴 도면 객체에 대한 인식률을 높일 수 있다. 

분류 문제에 GNN을 활용할 경우 노드들 사이의 관계 정보를 통해 

대상 노드의 클래스를 예측한다. 한편 GNN 모델로 DWGNN을 사용할 

경우 거리 정보를 활용하기에 거리가 먼 노드보다 가까운 노드에 집중해 

대상의 클래스를 예측한다. 본 문제는 하나의 실내 요소가 복수의 

폴리곤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각 노드는 자신과 다른 클래스에 속하는 

노드와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노드 모두를 이웃으로 가지며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이웃 노드들이 대상 노드와 가까운 경우가 많다. 

DWGNN은 거리 기반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해 각 노드가 가까운 

이웃 노드들에게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게 유도하며 결과적으로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이웃 노드들에게 더욱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전반적인 

예측 성능에 도움을 준다.



 

45 

 

 

[표 3 - 2] GNN 모델에 따른 도면 요소 클래스 별 정확도 

GNN모델 AGG 오브 

젝트 
벽 창문 문 계단 방 

현관/ 

발코니 

외부 

공간 

전체 정확도 

(F1 Score) 

GCN - 0.9007 0.763 0.8872 0.7886 0.8691 0.7545 0.4696 0.672 0.8501 

GIN MEAN 0.9156 0.8314 0.9275 0.823 0.9051 0.8067 0.6974 0.7683 0.884 

GIN MAX 0.9411 0.8673 0.9679 0.8924 0.9096 0.849 0.7068 0.818 0.9212 

GIN SUM 0.946 0.9101 0.969 0.9108 0.8911 0.8962 0.7742 0.84 0.9327 

DWGNN MEAN 0.9498 0.9027 0.9664 0.9029 0.9411 0.8827 0.7474 0.8397 0.9332 

DWGNN MAX 0.9613 0.9014 0.9861 0.939 0.9448 0.8868 0.7576 0.8571 0.9485 

DWGNN SUM 0.9602 0.9273 0.9835 0.9391 0.9435 0.91 0.809 0.8851 0.9521 

SAGE POOL 0.962 0.9196 0.9861 0.9376 0.9407 0.9073 0.8182 0.8859 0.9523 

SAGE LSTM 0.9665 0.936 0.9845 0.9547 0.94 0.9212 0.8759 0.9159 0.9598 

DWGNN 𝐋𝐒𝐓𝐌 0.9675 0.9462 0.9867 0.9573 0.9539 0.9248 0.8645 0.9212 0.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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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3] 원본 도면, 라벨 데이터와 GNN 모델 별 결과 시각화 

Ground Truth  GCN 

GAT GIN 

GraphSAGE DWG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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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 Truth  GCN  

GAT  GIN 

GraphSAGE DWGNN  

  



 

48 

 

3.3. 실외 네트워크: 버스 네트워크 정류장 임베딩 

 

실내 공간 네트워크와 더불어 실외 공간 네트워크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수원시 버스 네트워크 정류장 임베딩 실험을 

진행했다. 본 실험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발주한 스마트 버스정류장 우선 

설치위치 선정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COMPASS, 2021.03)의 분석 

내용 중 일부로 수원시에서 제공한 도시 내 다양한 데이터와 도로망, 

유동 인구 등 공간데이터를 통해 기존에 설치된 버스 정류장 중 

중요성에 따라 스마트 버스정류장으로 대체될 정류장을 선발하는 목적을 

가진다. 

해당 대회의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수원시의 버스 

네트워크 자료를 그래프로 변환 후 제공된 인구 데이터, 교통 데이터, 

대기 오염 데이터 등을 그래프의 노드와 엣지의 속성 정보로 변환 후 

할당한다. 다음으로 속성 정보가 구성된 그래프를 대상으로 노드 

우선순위를 구하기 위해 그래프 알고리즘을 수행해 최종 결과를 낸다. 

본 실험은 다음 단계인 버스 네트워크 임베딩에 대한 내용이다. 각 

노드가 보유한 속성 정보와 네트워크의 구조 정보를 통해 훈련된 그래프 

신경망을 사용하여 저차원의 임베딩 공간으로 맵핑을 시행한다. 임베딩 

공간에서 노드들의 분포를 파악해 선출된 노드와 거리가 가까운, 즉 

유사한 특징을 띄는 노드를 관찰할 수 있는 맵핑 함수를 찾아 최종 

정류장 선발에 활용한다. 

한정된 지역 내 버스 정류장과 노선으로 이루어진 버스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 특성을 가진다. 첫째, 버스 네트워크를 이루는 

정류장은 지상 위 하나의 지점으로서 포인트 데이터로 치환된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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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은 정류장들의 리스트 형태로 이루어진 관계 쌍 집합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포인트 데이터의 연결, 즉 직선 라인 데이터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포인트 데이터인 정류장과 라인 데이터인 노선은 

각자의 고유한 속성값을 할당 받을 수 있다. 본 실험에 활용한 속성 

자료는 정류장 속성으로 인구, 유동인구, 승객 데이터, 대기 오염 물질 

등이 있으며 노선 속성으로 교통량과 노선 길이가 있다. 

이러한 데이터 관점의 해석을 바탕으로 버스 네트워크는 그래프로 

변환된다. 버스 정류장 집합은 그래프 내 노드 집합으로 변환되며 각 

노드는 좌표값을 가진다( 𝑉 = {𝑣𝑖 |0 < 𝑖 ≤ |정류장| } ). 또한 라인으로 

변환되는 노선은 정류장 노드를 이어주는 엣지로 치환된다( 𝐸 =

{𝑒𝑣𝑢 | 𝑣,  𝑢 ∈ 𝑉}). 여기에 앞서 정리한 정류장, 노선의 속성값을 부여하면 

( 𝑥𝑣 ∈ 𝐗𝑉 , 𝑥𝑒 ∈ 𝐗𝐸  ) 버스 네트워크는 공간 네트워크 그래프로 모델링 

된다( 𝐺 = (𝑉,  𝐸,  𝐗𝑉 ,  𝐗𝐸) ). 특히 노선의 방향과 길이에 의해 방향이 

있으며 가중 그래프인 weighted-directed graph가 된다.  

구성된 공간 네트워크의 특징과 문제정의는 다음과 같다. 분석 대상인 

단일의 거대한 네트워크에 우선 설치된 스마트 버스 정류장은 없으며 

버스 정류장의 추가 설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네트워크에 

할당된 정류장, 즉 노드의 특성을 분석해 정량적인 유사도를 산출하는 

문제로 해석되며 이에 따라 정적인 큰 그래프의 transductive한 비지도 

방식의 학습을 목적으로 한다. 버스 네트워크의 구조 정보와 질적 

정보인 속성 값들을 이용해 버스 정류장 노드( 𝑣𝑖 )의 스코어( 𝐳𝒊 ∈ 𝐙 )를 

구하는 문제로 정의 가능하며 이를 위해 노드 임베딩을 위한 인코더 

함수인 𝐙 = ENC(𝐀, 𝐗; 𝚯)를 찾는 네트워크 임베딩 문제로 치환할 수 있다. 

데이터와 스코어에 따라 𝚯 를 훈련해 목적에 맞는 𝐙 를 찾는 것이다. 

실제 버스 네트워크 내 각 정류장이 가진 고유한 속성값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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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차원으로 변환된 임베딩 벡터는 정류장 사이의 유사도를 함유하여 

임베딩 공간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노드는 실제 정류장 사이의 

유사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스마트 버스정류장으로 

선출된 정류장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는 정류장을 쉽게 추출할 수 있다. 

문제 정의에 따라 선택된 그래프 신경망 분석 모델은 Graph Auto-

Encoder(Kipf and Welling, 2016)이다. GAE는 그림 2 - 9와 같은 

구조의 딥러닝 아키텍처로 ENC와 DEC의 학습을 통해 모든 노드에 대해 

표현 가능한 맵핑 함수를 구한다. ENC를 통해 구한 𝐙를 DEC의 입력으로 

주어 재구성된 인접행렬 �̂�을 구한 후 손실함수 𝐿𝐺,𝑅𝐸𝐺(𝐀,  �̂�; 𝚯)을 통해 

인접행렬 𝐀와 비교해 계산된 손실값을 토대로 ENC의 웨이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한다. 

원데이터의 그래프 변환과 속성 추출, GAE적용을 통한 네트워크 

임베딩의 순서는 그림 3 - 6과 같다. 다양한 정보를 지닌 원자료 중 

버스 정류장, 승하차 정보를 이용해 기반 그래프로 만들었으며 인구정보 

할당을 위한 인구 그래프, 교통 정보를 위한 교통 그래프 등 추가 

데이터 모델링을 통해 기반 그래프에 다양한 노드와 엣지 속성을 

할당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기반 그래프를 공간 네트워크로 정의한 후 

GAE의 분석 대상으로 설정해 네트워크 임베딩을 실시했다.  

 

[그림 3 - 6] 버스 네트워크 정류장 임베딩 실험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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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데이터 처리 및 환경 

 

실험을 위해 사용한 데이터는 수원시 2020년 인구, 승객, 노선 데이터 

등 총 10 종이다. 그래프를 만든 후 노드와 엣지의 속성 값을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노드와 엣지에 할당 가능한 형태로 

변형했다. 우선 정류장 이름, 위치 자료를 기본으로 버스 공간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고유값인 ID와 좌표값을 기준으로 정류장 집합을 노드 

집합으로 변환했다. 다음으로 노선 자료를 정리한 후 엣지로 부여했다. 

노드의 속성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속성 부여 과정을 수행했다. (1) 

버스 승하차 이력 데이터에서 정류장 별 승차 데이터를 노드의 

feature로 부여했다. (2) 격자 형태로 제공된 거주 인구, 유동인구 

자료를 버스 정류장 노드의 속성으로 주기 위해 수원시를 버스 정류장 

포인트를 기준으로 Voronoi diagram을 적용해 구역을 분할했으며 

겹치는 그리드 내 속성 정보를 각 노드와 대응되는 폴리곤과 중첩해 

정보를 할당했다. (3) 8개의 대기 관측소에서 관측된 대기 오염 물질 

정보를 버스 정류장에 할당하기 위해 각 정류장 별 8개의 관측소와의 

직선거리를 구한 뒤 그림 2 - 6과 같이 Softmin함수를 적용해 대기 

정보를 할당했다.  

다음으로 엣지의 속성을 추출하기 위해 수원시 도로망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 그래프를 만들고 Dijkstra 알고리즘을 활용한 길찾기 

기능을 구현했다. 이는 직선거리로 나타나는 엣지의 한계점 때문에 

길찾기를 수행해 실제 정류장 간 경로에 속하는 모든 도로의 정보를 

모으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경로 내 모든 도로의 길이의 총 합을 구해 

엣지의 가중치로 할당했다. 노드 속성 정보 추출을 통한 결과 예시는 표 

3 - 4와 같으며 그래프의 전체 속성 정보는 표 3 - 5와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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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4] 수원시 버스 네트워크 노드 속성값 시각화(일부) 

 

 [표 3 - 5] 수원시 버스 네트워크 노드, 엣지 속성 종류 

노드 속성 

속성 명 세부 컬럼 종류, 설명 

대기 승객 전체, 초승, 환승정보 

인구 총인구, 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 유소년 인구 

교통 노선 길이, 혼잡시간강도, 혼잡빈도강도 

대기 오염 물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6종 

승객 데이터 거주 인구 데이터 

미세먼지 데이터 혼잡시간강도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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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지 속성(가중치) 

속성 명 설명 

노선 길이 길찾기를 통해 찾은 경로 상 모든 도로 길이 총합 

 

3.3.2. 모델 구성 및 학습 

 

학습을 위해 GNN 신경망을 다층으로 쌓아 GAE 모델을 구성했다.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은 다음과 같다. 학습율은 0.003으로 설정했으며, 

손실함수는 원래의 인접행렬과 재구축된 인접행렬의 차이를 계산하기 

위해 Binary cross entropy loss를 사용했고 파라미터 튜닝을 위해 

Adam optimizer(Kingma and Ba, 2014)를 사용했다. 노드 속성 벡터의 

차원은 16차원이며 출력 임베딩 벡터의 차원은 시각화를 위해 

3차원으로 설정했다. 다양한 차원변화를 위해 은닉층은 총 5차원으로 

구성했으며 각 레이어 별 차원 수는 [32, 64, 32, 16, 8]로 설정했다. 

은닉층의 개수만큼 그래프 신경망을 구성했으며 GIN의 경우 MLP 의 

은닉층은 2로 설정했다. 학습 epoch는 GCN, GAT, GIN,  POOL 을 

사용한 GraphSAGE의 경우 10000회, 나머지 모델은 2000회를 

시행했다. 

학습을 위한 기타 설정은 다음과 같다. GCN을 위한 인접행렬은 

정의에 따라 정규화된 그래프 라플레시안으로 설정된다. 또한 이웃이 

없는 노드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 자신으로 엣지를 연결한 self-loop가 

적용된다. 이외 나머지 GNN 모델은 거리 가중치를 적용한 인접행렬을 

이용했다. 학습 중간에 발생하는 nan값은 0으로 바꿔 학습을 진행했다. 

이는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nan값의 전파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DE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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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행렬 곱 연산으로, 임베딩 행렬 𝐙 와 전치 행렬인 𝐙𝐓 를 곱해 

재구성된 인접행렬 �̂�를 만든다. 

이렇게 구성된 GNN모델을 포함한 학습 과정은 그림 2 - 9와 같다. 

고차원의 노드 속성 행렬을 갖는 공간 네트워크 그래프는 ENC를 거치며 

저차원의 임베딩 행렬 𝐙가 된다. 𝐙를 DEC의 입력으로 넣어 재구성된 

인접 행렬 �̂�를 생성한 후 𝐿𝐺,𝑅𝐸𝐺(𝐀,  �̂�; 𝚯)을 통해 인접행렬 𝐀와 비교해 

손실 값을 구한 후 손실값을 토대로 ENC 의 웨이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한다. 설정한 epoch이 지난 후 ENC를 통해 생성된 𝐙는 노드 

속성 행렬 𝐗내 각 노드에 대한 임베딩 벡터로 비슷한 노드는 임베딩 

공간 상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다. 이를 활용해 스마트 버스 정류장 

설치 선정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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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실험 결과 분석 

 

 [표 3 - 6] 버스 네트워크 임베딩 실험 GNN 모델 별 정확도 비교 

 

다양한 GNN 모델을 적용한 수원시 버스 네트워크 임베딩 실험에 

대한 결과는 표 3 - 6과 같다. 라벨 데이터가 없는 실험이기에 학습 중 

손실값이 가장 적은 모델을 더욱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모델로 평가한다. 

결과를 보면 LSTM을 활용한 DWGNN의 결과가 가장 뛰어났다. 이전 

실험과 달리 LSTM 을 제외한 AGG 중 MAX가  비교적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 이는 Xu et al.(2018)에 따르면 MAX는 개별 노드의 유일한 

특징이나 분포 정보를 알아내기보다 비슷한 노드들 사이의 유사한 

모델 AGG 손실값 최소 손실값 

GCN - 1.0535 1.0485 

GAT - 0.9979 0.9931 

GIN SUM 0.9837 0.9707 

GIN MEAN 0.9821 0.9628 

DWGNN MEAN 0.9607 0.9485 

DWGNN SUM 0.95 0.9402 

SAGE POOL 0.9189 0.9155 

GIN MAX 0.9061 0.8974 

DWGNN MAX 0.9029 0.8943 

SAGE LSTM 0.895 0.8847 

DWGNN 𝐋𝐒𝐓𝐌 0.8838 0.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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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알아내기 알맞기 때문이다. 주변 노드들 중 속성값이 가장 큰 

값을 가지는 노드를 메시지로 선정한다.  

 [표 3 - 7] GNN 모델 별 노드 임베딩 행렬 𝐙(𝑑 = 3)  시각화  

  

GCN 

  

G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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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MAX) 

  

GraphSAGE(LSTM) 

  

DWGNN(L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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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3차원으로 임베딩 된 노드의 벡터를 시각화하면 성능 차이에 

따른 노드들의 군집화를 확인할 수 있다(표 3 - 7). 해당 시각화는 

3차원 시각화의 결과를 두가지 각도에서 나타낸 것이며 거리가 가까운 

노드들을 K-means 알고리즘을 활용해 구분했다( 𝑘 = 10 ). 가장 낮은 

성능을 보이는 GCN과 LSTM 을 사용한 DWGNN을 살펴보면 GCN에 

비해 DWGNN을 적용한 결과 노드들의 군집성이 짙은 양상을 보인다. 

같은 군집에 속하는 노드들 사이의 거리는 짧은 동시에 군집 간 거리는 

긴 것으로 비지도 학습에서 구조 정보와 속성 정보를 통해 각 노드의 

특징이 잘 표현된 노드 임베딩을 수행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DWGNN은 엣지의 속성 값으로 주어진 거리 정보를 추가로 

활용하기에 정류장 사이의 경로 길이가 가까운 노드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는 방식으로 노드의 임베딩 벡터를 업데이트한다. 대상 정류장에 대해 

거리가 가까운 정류장은 거리가 먼 정류장에 비해 비슷한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크며 특히 인구, 대기 오염 정보 등에서 유사성을 띈다. 

그래프 신경망으로 DWGNN을 사용할 경우 메시지 형성 시 거리에 

대응하는 영향력을 할당하고 이러한 특징을 임베딩 벡터 형성에 

적용하는 효과를 주며 이는 결과적으로 비슷한 특징을 가지는 노드들 

사이의 임베딩 공간에서의 거리를 더욱 좁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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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논문은 공간 네트워크 임베딩을 위한 새로운 Graph Neural 

Networks(GNN) 모델인 Distance-Weighted Graph Neural 

Networks(DWGNN)를 제안한다. 기존의 GNN 모델들은 엣지의 속성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네트워크 임베딩을 수행하거나 한정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거리를 가중치로 가지는 공간 네트워크를 분석하기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간 네트워크 내 노드 사이의 거리 가중치를 

활용할 수 있는 GNN 모델에 대한 필요성이 생겼으며 이에 따라 거리 

기반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한 GNN 모델인 DWGNN을 개발했다. 

DWGNN은 기존 GraphSAGE를 기반으로 엣지 사이의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거리 기반 어텐션 메커니즘을 추가한 모델이다. 거리 

기반 어텐션 메커니즘은 message passing 시 분석 대상 노드의 이웃 

노드들의 거리 벡터를 정규화 후 softmin  함수에 적용해 거리에 따른 

대상 노드에게 주는 영향력을 계산하고 각 이웃 노드에 대응하는 어텐션 

값을 할당해준다. 할당된 어텐션 값은 DWConv에서 이웃 노드의 임베딩 

벡터와 곱해지며 그 후 AGG 함수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구성된 메시지를 이용해 대상 노드의 임베딩 벡터를 

업데이트한다. DWGNN은 이전 GNN 모델들이 그래프에 존재하는 엣지 

속성 정보를 활용하지 못했던 것을 보완하며 특히 거리를 기반으로 

구성된 공간 네트워크에서의 노드 임베딩 벡터 생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실제 공간 네트워크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보기 위해 실내, 실외 공간 

네트워크에서 적용해보았다. 다양한 GNN 모델과 비교해본 결과 두 

실험에서 모두 LSTM 함수를 사용한 DWGNN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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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것을 확인했다. 두 실험은 공간 네트워크의 실내외 차이 이외에도 

지도, 비지도 학습, transductive, inductive 방식 등 상이한 학습 유형과 

목적을 가진다. 이를 통해 거리 기반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한 

DWGNN의 범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엣지의 속성 정보가 단일 정보가 아닌 다차원 정보일 경우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거리 가중치만을 가중연산을 통해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추가 엣지 정보가 있을 경우 함께 고려하여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추가 기능이 필요하다. EGNN과 같은 다양한 

엣지 정보를 학습해 노드 임베딩에 적용할 수 있는 기존 모델과의 

융합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거리 정보가 비율 척도에 해당하는 

연속 변수의 형태가 아닌 서열 척도에 속하는 데이터일 경우 적용 

불가능하다. 거리 정보가 값 사이에 순서가 있는 데이터 변수의 형태로 

주어질 경우 가중치로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후속 연구로 본문에서 제시한 softmin 함수 이외의 거리 기반 

함수의 적용 및 더욱 다양한 형태의 거리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Traveling Salesman Problem과 같은 조합 

최적화 문제 해결을 위한 거리 기반 어텐션 기법과 DWGNN모델의 

적용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엣지에 존재하는 거리 정보를 어텐션 

값으로 변환하고 그래프 신경망에 직접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이 거리를 기반으로 구성된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임베딩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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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patial network is a graph data structure consisting of nodes and 

edges in a metric space, used to represent various real-world 

problems and phenomena. Recently, along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deep learning techniques, various Neural Network models for 

graphs have been studied. However, these models barely utilize 

distance information as they did not consider the distance factors 

between nodes present in spatial networks. This paper introduces 

the distance-based attention mechanism, which can measure the 

attention values from the relationship among the nodes with distance 

features in a spatial network, and proposes Distance-Weighted 

Graph Neural Networks(DWGNN). DWGNN effectively extracts 

features of each node in a spatial network by making the near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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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ghboring nodes more influential to the target node than the distant 

neighboring nodes in the embedding update process. 

Two node embedding experiments with indoor and outdoor spatial 

networks have been conducted, to apply the proposed GNN model to 

real-world node embedding problems in spatial networks. Compared 

to the existing GNN models, DWGNN shows performance 

improvement in node classification tasks and extracting latent feature 

vectors. The suggested model is developed as an element for various 

GNN architecture depending on the purpose and is expected to be 

used as a model for analyzing various problems on spatial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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