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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Fine-Tuning BERT와 같은 사전 학습 언어 모델을 자연어 응용 태
스크에 적용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론으로 각 응용 태
스크에 적용 시 모델의 모든 파라미터를 조정하기 때문에 업데이트
된 파라미터를 저장하기 위한 별도의 저장공간이 요구
<문제점> 언어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장 공간의 비용이 증대
됨에 따라 이러한 언어모델을 효율적으로 튜닝 할 수 있는 방법론
에 대한 연구성 대두
<솔루션> 경량화(lightweight) Fine-tuning, 프롬프팅 등이 존재
· 경량화 (lightweight) Fine-tuning 대부분의 사전 학습된 파라미
터를 고정하고 사전 학습된 모델을 작은 학습 가능한 모듈로만 수
정하는 Fine-tuning 방법
· 프롬프팅 (prompting) 태스크의 입력에 작업 지침과 몇 가지 예
를 추가하여 언어모델에서 출력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초대형의 파
라미터를 지닌 GPT-3로 자연어 문장 생성 능력을 보임

프롬프팅 방법에서 영감을 얻어 일종의 설명을 나타내는 가상토큰
으로 prefix라고 하는 연속적 태스크 특화 벡터를 추가하여 해당
prefix와 관련된 파라미터만 튜닝하는 방법인 Prefix-Tuning을 한
국어 감성 분석 태스크에 적용하여 기존 Fine-tuning 방법과 성능
비교

Proposed System

Ⅱ. 제안 방법

Ⅲ. 실험 결과

· prefix라고 하는 하는 연속적 태스크 특화 벡터를 프롬프트로 추
가하여 기존의 파라미터의 변경 없이 자연어 분류 태스크인 한국어
영화 리뷰 감성분석에 적용하여 실험결과를 얻음. 파인튜닝 방식
대비 소폭의 성능 하락을 보이지만 메모리에 강점을 보여 향후 초
대형의 언어모델을 응용태스크에 적용 시 활용가치가 높음
· 향후 연구로는 다양한 한국어 자연어 이해 태스크와 생성 태스크
에도 prefix-tuning과 다양한 프롬프트 방법론을 적용하여 기존
fine-tuning과의 성능을 비교할 예정

Ⅳ. 결론 및 향후 연구

·실험 집합 네이버 영화리뷰 데이터 셋을 사용하였으며 위 데이터
셋은 학습 데이터 15만 문장, 평가 데이터 5만 문장의 총 20만 문장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리뷰 문장 마다 긍정/부정의 이진레이블을
포함. 학습데이터에서 1만 문장을 분리하여 개발 셋으로 사용.
·사전 학습 언어모델 사전학습 언어 모델로 ETRI 어절 BERT와 한국
어 RoBERTa를 사용.
1) ETRI 어절 BERT는 어절에 대해 별도의 형태소 분석기 없이 byte-

pair encoding(bpe)토큰화를 수행하는 토크나이저를 사용한
BERT 모델

2) 한국어 RoBERTa는 형태소 분석을 수행 한 후 해당 형태소가 3만
개의 형태소 단어장에 있으면 형태소 단위로 토큰 단어장에 없으
면 bpe 토큰화를 수행하는 하이브리드 토크나이저를 적용한 모
델

· ETRI BERT에서의 실험 결과

· 한국어 RoBERTa에서의 실험결과

모델 정확도

RoBERTa 감성분석 (KSC ‘19) 89.88%

LM-parameter Fix (0%) 78.13%

Prefix-length10 (9.22%) 87.26%

Prefix-length100 (9.28%) 87.71%

Prefix-length200 (9.35%) 87.81%

Prefix-length200-MLPdim1024 (19.35%) 87.84%

Fine-Tune 90.16%

<모델의 입력>
자연어 분류를 수행하기 위해 위의 그림처럼 인코더의 입력 시퀀스
x의 앞에 접두사(prefix)를 추가한 z = [prefix; x]의 형태. 𝑃𝑖𝑑𝑥는 접두
사 인덱스의 시퀀스를 나타내며 |𝑃𝑖𝑑𝑥|는 접두사의 길이를 나타냄

모델 정확도

RoBERTa 감성분석 (KSC ‘19) 89.88%

LM-parameter Fix (0%) 68.16%

Prefix-length10 (9.22%) 85.19%

Prefix-length100 (9.28%) 86.52%

Prefix-length200 (9.35%) 86.71%

Prefix-length200-MLPdim1024 (19.35%) 86.71%

Fine-Tune 89.94%

· 두 모델에서 모두 prefix 길이를 10에서 100으로 올렸을 때의 성
능 변화의 폭이 높았으며 100 이후 prefix길이의 변화 및 차원 증
가에 따른 성능 향상의 폭이 미미하여 성능과 계산 복잡도 면에서
prefix 길이 100일때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보임

<파라미터의 학습>
· fine-tuning과 달리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 세트가 변경되어 언어 모
델 파라미터 𝜙는 고정되어 prefix 파라미터 𝑃𝜃만이 오직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로 활용
· prefix 파라미터 𝑃𝜃를 직접 업데이트 하는 것은 성능 저하. 추가적
인 MLP 층을 이용하여 𝑃𝜃 = 𝑀𝐿𝑃𝜃(𝑃𝜃

′ )형태로 재모수화하고 여기서
MLP는 높은 차원의 feedforward Neural Networks로 즉, 𝑃𝜃와 𝑃𝜃

′는
동일한 행 차원(즉, 접두사 길이)을 같지만 열 차원은 다르게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