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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텍스트 인지형 Deep-Symbolic 하이브리드
개념그래프 생성 및 질의응답

A Deep-Symbolic Hybrid Approach to Context-aware 
Conceptual Graphs (CG) and Question Answering (QA)



엑소브레인 3세부 과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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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브레인 3세부 과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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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QA를 위한 언어자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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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ic CG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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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CG Question CG
wildcard

Simple Factoid QA Example: What was founded by Lee Byung-Chul?



Symbolic CG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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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More complex question answered with context

질의: 이곳은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주도로 하버드, MIT 등 다수의 명문대와 명문

고등학교들이 있는 도시이다. 미국을 대표하는 교육도시인 이곳은 어디일까?

(정답: 보스턴)
검색된 Top 
Context

1. 매사추세츠 주

2. 미국

3. 인하대학교

…

정답랭킹

모듈

매칭된 정답후보

1. 보스턴

2. 우스터

3. 케임브리지

…
질의그래프



Symbolic CG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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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개념
정답과 관련 있는 개념

Example: Association Inference Question (연상추론 질의)

다음 내용들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식물은 무엇입니까? 

1. 라이너 마리아 릴케

2. 열렬한 사랑 혹은 질투, 결백

3. 1921년 5월에 창간된 한국
최초의 시 동인지

4. 15세기 영국의 랭커스터가와
요크가 사이에 일어난
왕위계승 전쟁



Symbolic CG QA - CG KB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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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쌍후보추출

Context별로
그래프형태로표현/저장

개념인식
의미범주추출
속성정보추출

마리 퀴리(인물/과학자)
프랑스(인물/과학자)

…
“마리 퀴리의 딸 부부인“ 이렌 졸리오퀴리(인물)

소르본 대학교(교육기관) …
노벨 물리학상(칭호/상)

개념간
관계탐지

관계 모델



Symbolic CG QA - CG KB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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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ant Supervision 기반 관계 학습
• Wikidata 개체명 쌍 및 relation 추출

• 각 relatio을 가지는 개체명 쌍이 사용된

Wikipedia 문장 집합 추출

• 언어 자질 벡터 추출

생성되는 언어적 자질의 수가 많고, 중의적

의미를 갖지 않는 개체명 쌍을 우선 사용

관계 모델

Heuristics + Rule-based + Model-based



CG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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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Side

Query 
Analysis

Text: 
Questions

Coreference
Resolution

Concept
Recognition

Relation
Extraction

Context
CG 

Generator

Coreference
Resolution

Text: 
Documents

Concept
Recognition

Relation
Extraction

Context
CG 

Generator

§ Document Side

Context-
attached
Triples

• 질의 문장 분리

• 정답 유형 감지

• 질의內 대명사

상호참조해결

• span 구분

• entity 추출

• 개념 연결(linking)

• 개념 유사도 계산

• 개념간 관계 추출 • 컨텍스트 추출
(시간, 공간, 토픽) 

• 개념, 관계, 컨텍스트

활용한 CG 생성

(질의 CG)

• 문서內 대명사

상호참조해결

• span 구분

• entity 추출

• 개념 연결(linking)

• 개념 유사도 계산

• 개념간 관계 추출 • 컨텍스트 추출
(시간, 공간, 토픽) 

• 개념, 관계, 컨텍스트

활용한 CG 생성

(문서 CG)

• 지식 학습

• 지식 축적

Query 
CG

Document 
CGs



Neuro-symbolic Hybrid  System  for  CG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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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_for Davide Santon

Dino Zoff

Simone Barone

play_for

play_for

* Wild_card

national football 
team

is_a

[TriviaQA Question] “Davide Santon, Dino Zoff and Simone Barone have all played 
for which national football team?”

Concept embedding Relation embedding

CG KB 
with 

Symbols

With 
Context
Embedding
Space

play_for

play_for

play_for

* Wild_cardIs_a

<…..>

<…..>

“October 23, 1959”

“1976”“Alfred Matthew “
America

CG KB with 
Embeddings

è Triple Embedding? è Graph Embedding?

Matching

• Time
• Place
• Topic



CG Generation with Neuro-symbolic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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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Side

Query 
Analysis

Text: 
Questions

Coreference
Resolution

Concept
Recognition

Relation
Extraction

Context
CG 

Generator

Coreference
Resolution

Text: 
Document

s

Concept
Recognition

Relation
Extraction

Context CG 
Generator

§ Document Side

Context-
attached
Triples

• 질의 문장 분리

• 정답 유형 감지

• 질의 재구성(요약)

• 질의內 대명사

상호참조해결

• span 구분

• entity 추출

• 개념 연결(linking)

• 개념 유사도 계산

• 개념 임베딩

• 개념간 관계 추출

• 관계 임베딩

• 관계 유사도 계산

• 컨텍스트 추출
(시간, 공간, 토픽) 

• 컨텍스트 임베딩

• 컨텍스트 유사도 계산

• 개념, 관계, 컨텍스트

활용한 CG 생성

(질의 CG)

• 문서內 대명사

• 상호참조해결

• span 구분

• 지식 학습

• 지식 축적

Query CG

Document CGs

• entity 추출

• 개념 연결(linking)

• 개념 유사도 계산

• 개념 임베딩

• 개념간 관계 추출

• 관계 임베딩

• 관계 유사도 계산

• 컨텍스트 추출
(시간, 공간, 토픽) 

• 컨텍스트 임베딩

• 컨텍스트 유사도 계산

• 개념, 관계, 컨텍스트

활용한 CG 생성

(질의 CG)

새로운 연구 영역



Neuro-symbolic Hybrid System for Trivia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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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Pages

Wikipedia
Pages

Question Bing
Search

&
Human

Judgments

Evidence
Documents

Reading
Comprehension

QA

Evidence Documents 
CG

CG 
Matching 
Based
QA

End-to-End DNN 
QA External KB

Query 
CG

Question
Analysis

Q-Type Driven Ensemble
& Answer Generation

Answer Candidates

Wikipedia CG

Web Page CG

Concept 
Embedding

Relation 
Embedding

Context Embedding

Triple/Graph Embedding

Advantages 

• Flexibility of inference 
with embeddings

• Dual representations 
for interpretability

Experimental!



Co-referenc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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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참조해결

(1)(1) (2) ()…

word embeddings in  additional mention features

Input 
Layer 

Hidden Layer 
Hidden Layer 

Hidden Layer 





Score Layer 

 
Environment:

cluster-ranking 
model

Clark, K. and Manning C., “Deep Reinforcement Learning for Mention-Ranking Coreference Models”, EMNLP, 2016 

• 심층강화학습(deep reinforcement learning) 기반 모델

• 멘션(mention)의 쌍 대신 멘션 클러스터의 쌍 정보 활용

• 클러스터 랭킹을 통해 개체 정보 활용하여 상호참조해결



Concept Extraction 
Poly-modal Word Embe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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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tactic context

Perception

Emotion

Cognition

Sentiment

Linear context
Corpus-driven

Embedding

Embedding
trained with

additional
resources

Poly-modal
Embedding

Better representation of words/concepts for semantic tasks such as QA?

[Park & Myaeng, IJCNLP 2017]



Concept Extraction 
Poly-modal Word Embe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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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ar context
• Syntactic context [ scientist/nsubj, star/dobj, telescope/prep_with]

• Emotion: NRC Word-Emotion Association Lexicon (EmoLex)

• 10 types: anger, trust, fear, disgust, sadness, anticipation, joy, surprise, negative, positive

• 14,182 words labeled using Mechanical Turk

• 10-dimensional “one-hot” encoding

• Sentiment: SentiWordNet 3.0

• Assign sentiment values using semi-supervised learning and random walk refinement

• 1-dimensional polarity value

[Park & Myaeng, IJCNLP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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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ception: 
Image modeling CNN and sentence modeling RNN are trained jointly

MS COCO dataset: 
300k images with 
5 captions per image

[Park & Myaeng, IJCNLP 2017]

Concept Extraction 
Poly-modal Word Embedding



Concept Extraction 
Poly-modal Word Embe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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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gnition: 
• Incorporate lexical relations with retrofitting
• Fine-tune the existing embedding space using a semantic lexicon
• Start with GloVe and the tune it with WordNet relations 

synonym, hypernym, and hyponym (148,730 words, 934,705 edges)
• Objective function to be minimized:

to preserve
the original
structure

to reflect
the lexical

relations

feline cat puppy dog canine

synonym synonymhyponym


existing

embedding
(Glove)

embedding
to be learned
(retrofitted)

[Park & Myaeng, IJCNLP 2017]



Concept Extraction 
Poly-modal Word Embe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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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semble of six vectors 

Copyright © 2018 Sung-Hyon Myaeng



Relation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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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 단위로 주어진 텍스트로부터 관계 추출

• 추출된 개체를 활용하여, <개체, 관계, 개체> 집합 생성

• 생성된 <개체, 관계, 개체>의 신뢰도 계산

• 복합적 관계 추출

• 명사 중심, 동사 중심 관계 추출

• 의미 역할(semantic role)에 따른 관계 추출

• 기수 관계 추출

• 접속절을 포함하는 문장에서의 관계 추출

chunkers

parsers

preprocessed 
text

semantic 
role 

labeling

verb
mediate
relations

noun
mediate
relations

numerical
relations

conjunctive
relations

relations 
set

• Distant Supervision for Pre-defined Relations

• SVM + pattern-based è PCNN+Pretraining

• Open Info Extraction (OIE V5) + …

Relation Embedding



Neural Approaches to Relation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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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 Classification: to determine the relation between two entities
è Generate (entity, relation, entity) triples

embeddings

e1

e2

a sentence
with s words

from
Skip-gram

Vectors after 
applying n filters
of size w

Classifier (o)
for
r 

relations

pi

g=tanh(p1:n)  =  + 
Dot product 
between (∗)(filter vector) and 
concatenation of . , and 

of dim d


.
.

||

(r x 3n)

[Zeng et al., 2015]

Piecewise CNN (PCNN)



Pre-training with Sentence Embeddings for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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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in sentence embeddings for a 
prediction task (c.f. Skip Gram)

• Task: predict clue words for a relation 
based on sentence embeddings

Copyright © 2018 Sung-Hyon Myaeng

| Sentence Encoder

Feature representation for 
relation extraction

| Supervised Training
Relation classification 
among prefixed target 
relation types

Unsupervised 
pre-training |
Clue  words 

prediction

• Words on Shortest Dependency Path 
(SDP) between two entities

• Context Words (CW) around the entities 

[Jung et al., 2018]



Pre-training of Sentence Embeddings for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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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aluation

Copyright © 2018 Sung-Hyon Myaeng

Better initialization 
with pre-training! 

[Jung et al., 2018]



CG Matching
Distributed Subgraph Operations for Efficient CG Query Processing

24

분산 CG 매칭 모듈

- 질의 그래프와 관련된 CG를 효율적으로 찾는 pre-filtering 연산 지원

- 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부분 매칭 및 연관 서브그래프 추출 연산을 효율적으로 수행

- 40 코어를 사용한 경우 장학퀴즈 문제 집합에서 질의당 평균 1초 내로 그래프 연산 수행



CG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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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순방향/역방향 랜덤 워크를 이용하여 wildcard에 대한 centrality score 측정

*






query 
CG 

 

 

document
CG ⋯ ⋯

matched

matched

matched

partially 
matched

forward 
random walk

backward
random walk

Partial Subgraph Matching

목표: 질의 그래프에 정확하게 대응되는 문서 그래프에 없는 경우 최대한 유사한 구조의

서브그래프를 찾아 정답 후보 추출 (효율성, 정확성)



An Efficient RWR Method for CG Partial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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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I (Best of Preprocessing and Iterative approaches) [1]

- 그래프의 정점 순서를 변경하여 Block Elimination이 빠르게 수행

- Block Elimination과 반복적 접근법을 함께 활용하여 성능 향상

대용량 CG에서 실시간 정답 도출을 위한,
부분 매칭 연산 RWR을 고속으로 수행하는 전처리 및 질의 기법 개발

[1]. Jung, J. et al. BePI: Fast and Memory-Efficient Method for Billion-Scale Random Walk with Restart, SIGMOD 
2017.



An Efficient RWR Method for CG Partial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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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I 는 최신 RWR기법인 Bear에 비해

- 최대 130배 적은 메모리를 소비함

- 최대 8000배 빠르게 전처리 함

- 최대 10배 빠르게 질의를 수행함



CGQA에 보완적인 End-to-End DNN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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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모델: 1) Bidirectional Attention Flow for Machine Comprehension(BiDAF)[1]

2) FastQA[2]

[1] Seo, M., Kembhavi, A., Farhadi, A., & Hajishirzi, H. (2016). Bidirectional attention flow for machine comprehension. https://arxiv.org/pdf/1611.01603.
[2] Weißenborn, D. & Wiese, G. & Seiffe, L. (2017). FastQA: A Simple and Efficient Neural Architecture for Question Answering. https://arxiv.org/pdf/1703.0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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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QA에 보완적인 End-to-End DNN QA

model F1 exact match

GloVe 100d (baseline) 57.43 45.38

Retrofitting (wordnet) 59.35 45.14

Retrofitting (PPDB) 58.40 43.63

Retrofitting (wordnet+) 55.34 41.74

Counterfitting (PPDB) 58.63 44.60

NewsQA 데이터셋 적용 중간 결과

• 목표: 더 많은 동의어(synonym)와 일치 유도

• Synset을 이용한 retro-fitting[1] 으로 임베딩 이동

• Counter-fitting[2] 으로 벡터 공간 보존 및 동의어 유인 및 반의어 배

척

WordNet synset을 활용한 단어 임베딩

[1] Faruqui et al., Retrofitting Word Vectors to Semantic Lexicons, ACL 2015.
[2] Mrkšić et al., Counter-fitting Word Vectors to Linguistic Constraints, NAACL 2016.

지문 문장의 사전 랭킹을 활용한 정답 추출

who bananaaatejohnate banana

Sim

max pooling max pooling

model F1 exact match

FastQA 48.52 32.82

FastQA + Selection 49.20 33.28



Ongoing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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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to-End DNN 
QA 

External KB
(e.g. WordNet)

Query 
CG

Concept 
Embedding

Relation 
Embedding

Context Embedding

CG 
Matching 
Based
QA

Q-Type Driven Ensemble
& Answer Generation

Question
Analysis

Answer Candidates

Triple/Graph Embedding

Question
Evidence Documents

Evidence Documents 
CG

(Dual Representation)

Issues being investigated

Efficacy of

• Neuro-symbolic dual 
representation 

• Contexts

• Approximated matching for 
flexible inferencing

Effective integration of 

• End-to-end RC QA

• Neuro-symbolic CG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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