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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a) PLM(Pre-trained Language Model) 의 𝐶𝐿𝑆 에 추가적인 선형 층을 쌓아
학습하는 방식

b) 주어진 문장에 템플릿 함수를 통하여 프롬프트(최소 하나의 𝑀𝐴𝑆𝐾 를
포함하는)를 PLM 에 넣고 MLM Head 로 학습하는 방식

𝐶𝐿𝑆 이 영화는 재밌어 . 𝑆𝐸𝑃

CLS 
Head

Label: 긍정
Label: 부정

(a). 일반적인 Fine-tuning 기반 학습

𝐶𝐿𝑆 이 영화는 재밌어 . 이 문장은 [MASK] 이다. 𝑆𝐸𝑃

MLM
Head

훌륭: label (긍정)
나쁨: label (부정)

(b). Prompt 기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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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선형 층을 쌓는 (a)와 다르게 MLM Head 를 이용하여 학습하는 Prompt 
기반 학습은 보다 PLM 에 친화적인 방식



1. 서론

• 한국어 자연언어처리에서 “좋은”을 토큰화하였을 때 [“좋”, “은”] 으로 분리됨.
• 영어와 다르게 교착어의 특성으로 인하여 적절한 Label word 를 구성하기 어려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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𝐶𝐿𝑆 이 영화는 재밌어 . 이 문장은 [MASK] 이다. 𝑆𝐸𝑃

MLM
Head

훌륭: label (긍정)
나쁨: label (부정)

(b). Prompt 기반 학습

[1]. 공개된 PLM 마다 토큰화하는 방식이 다른 것도 어려움을 가중시킴.
[2]. Automatically identifying words that can serve as labels for few-shot text classification [Schick et al, 20’]

본 논문의 주요 기여는 아래와 같음.
a) 적절한 자동 단어 토큰 검색을 이용한 Prompt 기반 Few-shot 연구
b) Multi-Verbalizer 를 이용한 Few-shot 연구
c) Few-shot 뿐만이 아닌 전체 데이터 집합 기반 학습에서의 Prompt 기반 학습 효과 검증



2. 관련 연구
• AutoPrompt: Eliciting Knowledge from Language Models with 
Automatically Generated Prompts [Shin et al,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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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ked LM

Cris
marvelous

worse
incompetence

Worse

philanthrop
positive

negative

+

+

Original Input
a real joy.

AUTOPROMPT

a real joy. atmosphere alot dialogue Clone totally [MASK].

Template
{sentence}[T][T][T][T][T][P].

Trigger Tokens
atmosphere, alot, dialogue, Clone...

• 수동으로 최적의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것은 어려움.
• 입력 문장의 단어들을 검색한 결과와 트리커 토큰 기반 적합한 프롬프트를 찾는 접근법



2. 관련 연구
• Making Pre-trained Language Models Better Few-shot Learners 
[Gao et al,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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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5 및 앙상블 기반 최적의 프롬프트와 Label words 를 구축하는 방법을 제안함.
• 또한 Prompt 기반 학습에 설명문 (Demonstrations)을 추가함으로서 좋은 성능을 도출함.

MLM
head

···
no
utterly ✔
···

MLM
head

great (label:positive)
terrible (label:negative) ✔

label:positive
label:negative ✔

CLS
head

[CLS] No reason to watch . It was  [MASK] . [SEP] A fun ride . It was great . [SEP] The drama discloses nothing . It was terrible . [SEP]

[CLS]  No reason to watch . [SEP] [CLS] it's a [MASK] movie in every regard , and [MASK] painful to watch . [SEP]

MLM
head

···
great
terrible ✔
···

(a) MLM pre-training (b) Fine-tuning

(c) Prompt-based fine-tuning with demonstrations (our approach)

Demonstration for label:positive Demonstration for label:negativeTemplateInput

Vocab   V

<latexit sha1_base64="/8v18XM/5jjHz8Bu3KqobBykbcg=">AAAB9HicbVDLSgMxFL3js9ZX1aWbYCuIizJTFF0W3LisYB/QDiWTZtrQJDMmmUIZ+h1uXCji1o9x59+YaWehrQcCh3Pu5Z6cIOZMG9f9dtbWNza3tgs7xd29/YPD0tFxS0eJIrRJIh6pToA15UzSpmGG006sKBYBp+1gfJf57QlVmkXy0Uxj6gs8lCxkBBsr+ZWewGZEME9bs0q/VHar7hxolXg5KUOORr/01RtEJBFUGsKx1l3PjY2fYmUY4XRW7CWaxpiM8ZB2LZVYUO2n89AzdG6VAQojZZ80aK7+3kix0HoqAjuZZdTLXib+53UTE976KZNxYqgki0NhwpGJUNYAGjBFieFTSzBRzGZFZIQVJsb2VLQleMtfXiWtWtW7ql4/1Mr1y7yOApzCGVyABzdQh3toQBMIPMEzvMKbM3FenHfnYzG65uQ7J/AHzucPSEyRtg==</latexit>

Label space    Y

<latexit sha1_base64="KiH56zM6qOeuxejTCrDO4mnCAPI=">AAAB9HicbVDLSsNAFL2pr1pfVZduBltBXJSkKLosuHFZwT6kDWUynbRDJ5M4MymU0O9w40IRt36MO//GSZqFth4YOJxzL/fM8SLOlLbtb6uwtr6xuVXcLu3s7u0flA+P2iqMJaEtEvJQdj2sKGeCtjTTnHYjSXHgcdrxJrep35lSqVgoHvQsom6AR4L5jGBtJLfaD7AeE8yTx3l1UK7YNTsDWiVOTiqQozkof/WHIYkDKjThWKmeY0faTbDUjHA6L/VjRSNMJnhEe4YKHFDlJlnoOTozyhD5oTRPaJSpvzcSHCg1CzwzmWZUy14q/uf1Yu3fuAkTUaypIItDfsyRDlHaABoySYnmM0MwkcxkRWSMJSba9FQyJTjLX14l7XrNuaxd3dcrjYu8jiKcwCmcgwPX0IA7aEILCDzBM7zCmzW1Xqx362MxWrDynWP4A+vzB0zekbk=</latexit>

Label mapping            M(Y)

<latexit sha1_base64="EwIV6ulOE3r2P2XPhMU3VSsyDnU=">AAACA3icbZDLSsNAFIZP6q3WW9SdbgZbobooSVF0WXDjRqhgL9KGMplO2qGTCzMToYSCG1/FjQtF3PoS7nwbJ20Qrf4w8PGfc5hzfjfiTCrL+jRyC4tLyyv51cLa+sbmlrm905RhLAhtkJCHou1iSTkLaEMxxWk7EhT7Lqctd3SR1lt3VEgWBjdqHFHHx4OAeYxgpa2euVfq+lgNCebJ1aT8zbeTo1LPLFoVayr0F+wMipCp3jM/uv2QxD4NFOFYyo5tRcpJsFCMcDopdGNJI0xGeEA7GgPsU+kk0xsm6FA7feSFQr9Aoan7cyLBvpRj39Wd6ZJyvpaa/9U6sfLOnYQFUaxoQGYfeTFHKkRpIKjPBCWKjzVgIpjeFZEhFpgoHVtBh2DPn/wXmtWKfVI5va4Wa8dZHHnYhwMogw1nUINLqEMDCNzDIzzDi/FgPBmvxtusNWdkM7vwS8b7F0pnlzg=</latexit>

Vocab   V

<latexit sha1_base64="/8v18XM/5jjHz8Bu3KqobBykbcg=">AAAB9HicbVDLSgMxFL3js9ZX1aWbYCuIizJTFF0W3LisYB/QDiWTZtrQJDMmmUIZ+h1uXCji1o9x59+YaWehrQcCh3Pu5Z6cIOZMG9f9dtbWNza3tgs7xd29/YPD0tFxS0eJIrRJIh6pToA15UzSpmGG006sKBYBp+1gfJf57QlVmkXy0Uxj6gs8lCxkBBsr+ZWewGZEME9bs0q/VHar7hxolXg5KUOORr/01RtEJBFUGsKx1l3PjY2fYmUY4XRW7CWaxpiM8ZB2LZVYUO2n89AzdG6VAQojZZ80aK7+3kix0HoqAjuZZdTLXib+53UTE976KZNxYqgki0NhwpGJUNYAGjBFieFTSzBRzGZFZIQVJsb2VLQleMtfXiWtWtW7ql4/1Mr1y7yOApzCGVyABzdQh3toQBMIPMEzvMKbM3FenHfnYzG65uQ7J/AHzucPSEyRtg==</latexit>



3. Proposed Approach (자동 단어 토큰 검색)
• 전체 학습 데이터 집합 𝒟!"##을 이용하여 검색
• MLM Head의 디코딩 층을 거치기 직전 자질의
ℋ $%&' 와𝒲(으로 이진 분류 학습

• 추론 시 PLM의 단어 임베딩𝒲)와𝒲( 으로
𝒕𝒐𝒑𝒌 𝓦𝟎

𝑻𝓦𝟏 로 레이블 별 상위 K개의 후보
레이블 단어를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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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posed Approach (Prompt 기반 Few-shot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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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으로 지정한 Single Verbalizer
자동 단어 토큰 검색으로 추출한 토큰이 아닌 수동으로 레이블 단어를 지정.
부정: “부정/NNG”, 긍정: “긍정/NNG”로 지정

𝒫 𝑦 𝑥 =
exp 𝐿𝑀 𝑀𝐴𝑆𝐾 = 𝜙 𝑦! |𝒯 𝑥

∑" exp 𝐿𝑀 𝜙 𝑦" 𝒯 𝑥

• 자동 단어 토큰 검색 기반 Multi-Verbalizer
자동 단어 토큰 검색으로 추출한 토큰이 아닌 수동으로 레이블 단어를 지정.
부정: “대학은, Copyright/SL, …”, 긍정: “훌륭히/MAG, 들썩였/VV, …”로
지정

𝒫 𝑦 𝑥 =
exp 1

|𝜙#|
∑# 𝐿𝑀 𝑀𝐴𝑆𝐾 = 𝜙 𝑦# |𝒯 𝑥

∑!$%
" 1

𝜙!
exp ∑& 𝐿𝑀 𝜙 𝑦& 𝒯 𝑥



4. 실험 결과 (자동 단어 토큰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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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절해보이는 토큰들임에도 최근 연구[1]에서는 어느정도 성능을 얻는다는
것을 보임.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토큰들이 학습에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1]. Do prompt-based models really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ir prompts? [Webson et al, 21’]



4. 실험 결과 (Prompt 기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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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S FT (일반적인 Fine-tuning 기반 학습)보다 {Single, Multi}-Verbalizer 
Prompt 기반 학습 결과에서 17.74, 16.3 만큼 높은 성능을 보임.

• 𝒟!"## 학습에서도 CLS FT 보다 0.5 만큼 높은 성능을 보임.



5. 결론 및 한계점
• 결론

a) 일반적인 Fine-tuning 기반 학습보다 Prompt 기반 학습이 {Few, Full}-shot 
실험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임.

• 한계점
a) NSMC 데이터 집합에 대해서만 학습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 집합에 대해서도
실험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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