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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초거대 언어모델를 활용한 퓨샷(few shot) 학습법은 여러 자연어 처리 문제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다. 하지만 데이터를

활용한 추가 학습으로 문제를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이산적인 공간에서 퓨샷 구성을 통해 문제를 정의하는 방식은

성능 향상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거대 언어모델의 모수 전체가 아닌 일부를 추가 학습하거나 다

른 신경망을 덧붙여 연속적인 공간에서 추론하는 P-tuning과 같은 데이터 기반 추가 학습 방법들이 등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문맥에 따른 질의 정규화 문제를 대화형 음성 검색 서비스에 맞게 직접 정의하였고, 초거대 언어모델을

P-tuning으로 추가 학습한 경우 퓨샷 학습법 대비 정확도가 상승함을 보였다.

주제어: 질의 정규화, P-tuning, 초거대 언어모델, 프롬프트 학습, prompt learning

1. 서론

초거대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등장이전의다양한

자연어처리 문제는 각 태스크에 맞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

을 처음부터 학습하거나, 기 학습된 모델을 각 태스크에 맞게

추가 학습(fine tuning) 시켜 해결하였다.[1] 하지만 GPT-3 [2]

와 같은 초거대 언어모델의 등장으로 학습 모수의 크기가 매우

커지게 되면서 재학습에 드는 비용이 커지는 문제와 각 태스크

별 학습된 모델을 따로 운용해야하는 문제를 풀어야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모수 학습 없이 각 태스크에 적용 가

능한 퓨샷(few shot) 학습법이 등장하였다. 고정 퓨샷(static

few shot) 방법론은 몇 가지 예시만을 이용하여 빠르게 적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퓨샷의 구성에 따라 성능이 매우

달라지는 문제가 있고,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분포에 대한 확률분포를 정확히 추론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면서도 모수 전체를

재학습 시키는 것이 아닌 일부 혹은 새로운 신경망을 추가하여

학습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3][4].

초거대 언어모델은 사용자의 질의에 대한 응답을 생성하는

대화 모델 (conversational model)에도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

대화 모델이 사용자와의 대화에서 원하는 응답을 생성하기 위

해서는 이전의 사용자와 대화 모델 간의 문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이때문에문맥에대한사용자의최종의도를파악하

여 한 문장으로 명확히 표현하는 정규화 문제는 하나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되었다. 특히 질의 정규화 기술을 이용하면 사용

자의최종발화에모든슬롯및인텐트정보를담고있기때문에

문맥을 보지 않는 기존 대화 시스템에서도 출력을 낼 수 있도

록 쉽게 결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화 시스템에 있어서 최종

의도를 하나의 문장으로 정규화하는 문제는 특히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초거대 언어모델의 새로운 데이터 기반 추가

학습 방법중 하나인 P-tuning 방법론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을 제시한다.

• P-tuning을활용한실험을통해질의정규화문제에서기존

고정 퓨샷 학습법 대비 정확도 향상을 보였다. 우리는 크게

대화 문맥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의도를 요약하는 대화형

질의 정규화와 대화형 질의를 검색어로 변환하는 음성검색

에서의 질의 정규화에 대해 실험하였다.

• P-tuning에서의 퓨샷 유무에 따른 성능 변화와 에폭

(epoch), 크기별 성능 탐색을 통해 최적의 프롬프트를 찾

아 성능을 극대화 하였다.

• 기존 실험은 P-tuning을 분류 문제에서만 적용한 데 반해

본논문에서는생성문제에대해적용함으로써생성문제에

대해서도 P-tuning이 잘 동작함을 보였다.

2. 관련 연구

초거대모델 등장 이전의 자연어처리 연구는 사전 학습된

BERT[1], RoBERTa[5] 등의 언어 모델을 각 태스크에 맞게

추가 학습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하지만 추가 학습에는 방

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학습에 소요되는 상당한 시간을

고려했을 때 다양한 태스크에 빠르게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GPT3와 같은 초거대 언어모델에

단 몇 개의 샘플만을 이용하여 각 태스크에 빠르게 적용하는

퓨샷 학습법이 제시되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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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학습법이 아닌 퓨샷 학습법에는 몇 가지 한계

점이 존재하는데, 고정 퓨샷을 사용할 경우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태스크에 대한 퓨샷 선정 및 위치, 개수 등 명확한 탬

플릿을 정의해야하며[6], 명확한 탬플릿을 정의했다 하더라도

퓨샷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입력에 대한 적용 범위가

떨어진다.이를해결하기위해검색기기반동적퓨샷(dynamic

fewshot) 학습법이 제안되었으며, 각 쿼리에 대해 가장 알맞는

퓨샷을 찾은 후 활용하여 성능을 높였다[7]. 하지만 동적 퓨샷

은검색기의성능에의존적이며검색대상인퓨샷의풀(pool)의

데이터 분포가 실제 응답의 분포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의 성능을 끌어내기 어렵다.

이후 제시된 데이터 기반 학습법은 위에서 언급한 여러 한계

점을해결하였다. GeDI[8]방식은추가로판별모델을학습하여

태스크에맞는출력을잘선택하도록하였고, PPLM[9]학습법

은디코더를추가로두어응답생성시우도를역전파하여출력

을 태스크에 맞게 생성하도록 하였다. LoRA[3] 학습법은 기존

모수는고정한채로,낮은차원의랭크를갖는행렬을추가하고

학습함으로써 전체 모수 갱신 없이 적은 모수만으로 좋은 성능

을 내었다. P-tuning[4]은 기학습된 모델이 가지고 있지 않는

추가 토큰을 정의하고, 프롬프트 인코더를 통해 해당 토큰을

학습 및 할용함으로써 기존 초거대모델 퓨샷 방법론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다. 특히 P-tuning은 추가 토큰의 임베딩을 학습하

고 기존 토큰임베딩 은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기존에 잘 학습된

모델의 모수를 충분히 활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P-tuning 방법을 질의 정규화

문제에 적용하여 원하는 데이터 분포에 잘 맞도록 학습하고,

응답을 생성하도록 설계하였다.

3. 질의 정규화

본 논문에서 정의한 질의 정규화는 크게 대화에서의 문맥을

바탕으로 최종 의도를 파악하는 대화형 질의 정규화와 대화형

질의를 검색형 질의로 변경하는 검색 질의 정규화로 나뉜다.

그림 1과 그림 2에서 각 데이터들의 예시들을 확인할 수 있다.

대화형 질의 정규화는 스피커 환경에서 사용자와 클로바 간의

대화 문맥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마지막 발화를 한 문장으로

정규화 하는 문제다. 질의 정규화기는 마지막 사용자 발화가

이전 문맥과 관련있는 발화인지, 혹은 문맥과 단절된 발화인지

판단하고 만약 문맥과 관련된 발화일 경우 문맥에서 필요한 단

어,즉슬롯혹은인텐트들을현재발화와재조합하여정규화된

응답을 생성하도록 학습한다. 문맥과 단절된 발화는 사용자의

마지막 발화와 동일하게 응답을 생성하도록 학습한다.

검색 질의 정규화는 크게 단일 발화와 다중 발화의 정규화로

나뉜다. 단일 발화의 경우 음성 대화 인터페이스를 통해 음성

발화로 검색을 수행하려는 대화형 발화에 대해 명사 위주의

그림 1. 대화형 질의 정규화 데이터 예시

그림 2. 검색 질의 정규화 데이터 예시

검색형 질의로 정규화하여 생성하도록 학습한다. 다중 발화의

경우 대화형 질의 정규화와 유사하게 이전 문맥에서 필요한 슬

롯 및 인텐트들을 추출하여 현재 질의와 함께 검색형 질의로

정규화하도록 학습한다.

4. P-tuning

기존 초거대모델을 활용한 퓨샷 학습법은 이산 공간에서의

퓨샷 탐색 과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탬플릿을 어떻게 구성하느

냐에 따라 성능 차이가 매우 크다. 반면, P-tuning의 경우 추가

토큰을 정의하고 데이터에 기반하여 추가 토큰을 연속 공간에

서 학습하기 때문에, 태스크에 대해 초거대모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P-tuning 학습을 위해서는 크게 그림 3와 같이 프롬프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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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더와 기학습된 언어 모델이 요구된다.

그림 3. P-tuning 학습 구조

4.1 기학습 언어 모델

본 논문에서 사용된 기학습 언어 모델(pretrained LM)은

네이버의 HyperClova 모델[10]을 사용하였다. HyperClova는

5,600억개의 토큰 데이터를 Transformer[11] 구조를 기반으로

모수 θ로 학습된 모델이며, BBPE[12] 토크나이저에 의해 토큰

화된 T개의 연속된 토큰들 x = (x1, x2, ..., xT ) 에 대해 다음과

같은 확률 분포를 따른다.

Pθ(x1:T ) =

T∏
t=1

Pθ(xt|x<t) (1)

본 논문에서는 1.3B, 6.7B, 13B, 39B의 모수 갯수를 갖는 4

개의 기학습 HyperClova 모델을 사용하였다.

4.2 프롬프트 인코더

프롬프트 인코더는 탬플릿에 정의된 n개의 프롬프트 토큰

p = (p1, ..., pn)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수식을 따른다.

hi = PromptEncoderφ(p1...pn)[i]

PromptEncoderφ = MLP (BiLSTM)
(2)

프롬프트 인코더에 의해 인코딩된 벡터 h = (h1, ..., hn)는

탬플릿 내 프롬프트 토큰 p = (p1, ..., pn)의 각 위치에 맞게

대체되어 언어모델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된다. 활성화 함수로

ReLU를 사용하였다.

4.3 학습 방법

입력값 x와 프롬프트 인코더로부터 추출된 벡터 h를 정의

된 P-tuning용 탬플릿에 매핑하여 입력을 정의하고, 이와 짝을

이루는 K개의 응답 토큰 y = (y1, ..., yK)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목적함수를 따른다.

h = PromptEncoderφ(p)

max
K∑
i=1

logPθ(yi|y1...yi−1,x,h)
(3)

이 때, 언어모델의 모수 θ는 고정하고, 프롬프트 인코더의

모수 φ만 학습한다.

5. 실험 및 결과

5.1 데이터

5.1.1 대화형 질의 정규화

대화형 질의 정규화 실험에서는 사용자와 클로바 간의 대화

를 여러 턴으로 구성하여 직접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학습셋으

로 4,009건, 테스트셋으로 1,142건을 각각 활용하였다. 학습셋

의 경우 문맥 단절 발화는 전체 발화의 약 10% 로 구성하였다.

데이터 길이가 너무 길어지는 경우 학습 시 메모리 부족 문제

가 있기 때문에 대화 구성을 최대 직전 6턴으로, 최대 길이는

BBPE 토큰 기준 1,024 미만으로 제한하였다.

5.1.2 검색 질의 정규화

검색 질의 정규화 실험에서는 네이버 상위 검색 질의 및 연

관 검색어로부터 추출하였으며, 학습셋 4,322건, 테스트셋 735

건을 각각 활용하였다. 데이터는 단일 발화와 다중 발화로 구

성되어있다. 단일 발화의 경우 (대화형 쿼리, 검색형 쿼리), 다

중발화는 (이전 대화형 쿼리, 현재 대화형 쿼리, 검색형 쿼리)

로 구성된다. 이 데이터 역시 최대 길이를 1,024로 제한하였다.

5.2 실험 구성

프롬프트 구성은 고정 퓨샷을 기준으로 가장 성능이 높은

퓨샷을 탐색 및 고정한 후, 프롬프트 토큰을 추가로 배치하고

P-tuning을 통해 학습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은 경우를 사용하

였다. 각 실험의 최종 프롬프트 구성은 그림 4과 같다. 대화형

질의 정규화는 총 7개의 대화 예시가 퓨샷으로 사용되었고 검

색 질의 정규화는 다중, 단일 검색어를 합하여 4개의 예시가

퓨샷으로 사용되었다.

프롬프트 인코더의 P-tuning 학습 시 학습률(learning rate)

은 1e-5, 배치 크기(batch size)는 2, 프롬프트 인코더의 히든

크기(hidden size)는 HyperClova의 각 히든 크기와 동일하게

세팅하였다.

평가 척도로 BLEU[13] 점수와 직접 수동 평가한 정확도 점

수를사용하였다.정확도는대화질의정규화의경우이전대화

문맥에 따라 생성된 정규화 문장에 사용자의 최종 의도가 정확

히반영되었는지수동으로태깅한값이며,검색질의정규화의

경우 대화형 질의가 검색형 질의로 잘 변환되었는가를 수동 태

깅한값이다.초기실험에서는다양하고빠른실험을위해자동

평가 점수인 BLEU 점수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일정 성능을

달성한 이후에는 더욱 정확한 평가를 위해 수동 평가를 진행하

였고 정확도를 평가 척도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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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프롬프트 구성

표 1. 대화형 질의 정규화 결과 (BLEU 점수)

고정

제로샷

고정

퓨샷

P-tuning

제로샷

P-tuning

퓨샷

13B 0.3615 0.5695 0.5804 0.6865

39B 0.4772 0.6734 0.7380 0.7299

표 2. 대화형 질의 정규화 에폭별 정확도 (6.7B)

에폭 5 10 15 20 25 30

정확도(%) 90.22 90.13 92.84 94.02 93.30 93.12

5.3 실험 결과

5.3.1 대화형 질의 정규화 결과

고정 퓨샷과 P-tuning간의 성능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13B

와 39B에서의 BLEU 점수를 각각 산출하였고 (표 1) 그 결과

13B, 39B두모델모두고정퓨샷에비해 P-tuning을통해성능

이향상되었음을알수있다. 13B P-tuning의경우 39B의고정

퓨샷과 거의 성능이 동일함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P-tuning이

보다 작은 모델에서도 태스크에 맞는 응답을 생성할 수 있도

록 학습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이할 점은 39B의

경우 P-tuning 제로샷(zero shot)의 성능이 P-tuning 퓨샷의

성능보다 더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이미 충분히 큰

39B 모델이 컨텍스트를 고려한 응답 생성은 충분히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 P-tuning을 통해 오히려 기존 퓨샷들이 noise로

작용한 것이라 유추해볼 수 있다.

그림 5. 학습 에폭 별 생성 응답 예시

표 3. 모델 크기별 대화형 질의 정규화 결과

모델 크기 1.3B 6.7B 13B

정확도(%) 91.19 94.02 91.50

이후 실험에서는 보다 정확한 성능 측정을 위해 결과를 수동

평가하여 정확도로 평가하였다. 표 2는 에폭 별 정확도에 대한

실험을진행한결과이다. 20에폭에서가장정확도가높았으며,

이보다 더 학습을 진행한 경우 컨텍스트의 과한 연결로 오답이

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그림 5)

모델 크기별 성능을 표 3에 정리해두었다. 학습 에폭은 세

모델 모두 20 에폭일 때 성능이 가장 좋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모델을 비교하였다. 질의 정규화 정확도는 6.7B에서 가장 높았

으며,학습모수수와정비례하지는않았다.이는모수의숫자가

많을수록 이미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P-tu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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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검색 질의 정규화 결과 (6.7B)

고정

퓨샷

P-tuning

제로샷

P-tuning

퓨샷

정확도(%) 73.33 90.88 94.42

이 충분한 bias로 작용하기 힘든 상황일 수 있을 것이라는 유

추가 가능하다.

5.3.2 검색 질의 정규화 결과

검색 질의 정규화 실험은 앞서 실험한 모델 중 가장 성능이

좋고 서비스에 적용하기에 속도, 정확도 트레이드 오프 간 가

장좋다고판단한 6.7B에대해서실험하였다.표 4를통해고정

퓨샷, P-tuning제로샷, P-tuning퓨샷순으로정확도가높아졌

으며 P-tuning을 통해 고정 퓨샷 대비 정확도가 약 20%p 이상

상승하였다. 특히 예시가 없는 제로샷에서도 90% 이상의 정확

도를 보이는데, 이는 이산 공간 대비 연속 공간에서의 탐색의

효과를 보여준다.

보다 자세한 질의 정규화 결과 예시들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6. 결론

본논문에서는초거대언어모델을 P-tuning으로학습함으로

써 분류 문제만을 실험했던 기존의 P-tuning 실험과는 다르게

대화및검색어질의정규화라는생성문제에서고정퓨샷대비

약 20%p 가량 정확도가 상승함을 보였다. 질의 정규화 문제에

가장 적합한 프롬프트를 찾아 학습하였으며 모델 크기별 실험

을 통해 최적의 모델 크기를 찾아내었다. 향후 연구로는 질의

정규화 문제에서 P-tuning과 다른 추가 학습 방법론과의 비교

실험을 통해 최선의 학습방법을 탐색할 계획이다. 추가로, 본

논문에 적용된 방법론을 활용하여 생성 응답의 정규화 문제도

풀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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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ces

A 대화형 질의 정규화 결과 예시

B 검색형 질의 정규화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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