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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G: A Bayesian network

Figure 1과 같이 Bayesian network G가 주어졌을 때 다음 문제에 답하시오.

1.1 Factorization

Distribution P가 G에 따라 factorization될때 (i.e., P factorizes according to G),
P (U, V,W,X, Y, Z)를 Bayesian network의 chain rule을 이용하여 전개하시오.

1.2 D-separation

I(G)는 d-separation에 대응되는 independencies의 집합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I(G) =
{
(X⊥Y |Z) : d-sepG(X;Y |Z)

}
(1)

여기서, d-sepG(X;Y |Z)는 G상의 노드 집합 X, Y , Z에 대해 X, Y는 Z가 주어
질때 d-separated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ure 1의 그래프에서, |X| = |Y | = |Z| = 1 (노드집합의 크기가 1)로 제한
하였을때, d-sepG(X;Y |Z)을 만족하는 I(G)의 부분집합을 구하시오.

1.3 Moralization

M[G]는 G에 대해 moralization을 수행하여 얻은 Undirected graph, 다시 말해
moral graph 라 한다. 위의 그림에 대한 moral graphM[G]를 그리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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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Variable Elimination

P (Z)를 얻기 위해서, Variable elimination을 수행하고자 한다. 제거되는 variable
의순서가, U , V ,W , X, Y 일때,교과서의 Table 9.1 (or 9.2)와같이다음테이블을
완성하시오.

Step Variable eliminated Factors used Variables involved New factor
1 U
2 V
3 W
4 X
5 Y

추가로, Bayesian network의 조건부 확률 (conditional probability)를 initial
factor φ로할당하고,각 step별로얻어지는 new factor ψi가얻어지는 sum product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시오.

1.5 Induced graph

Morph graph M[G]에 대해서 elimination ordering 가 U , V , W , X, Y 일때,
induced graph를 그리시오.

1.6 Clique tree

앞 문제에서 구한 induced graph의 cliques를 모두 찾고, 이에 대응되는 clique tree
를 그리시오.

1.7 Message passing on clique tree

Ci와 Cj가 인접한 cliques일때 sum-product message passing에서 Ci에서 Cj로

전달되는 메시지 δi→j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δi→j =
∑

Ci−Si,j

φi ·
∏

k∈Nbi−{j}

δk→j (2)

P̂Φ(Z)를 구하기 위해서 Z에 포함되는 clique를 root로 놓고, upward pass방식
의 sum-product message passing에서 발생하는 message δi→j를 순서대로 나열하

고, 단계별로 각 δi→j를 정의하여, root clique의 belief 를 얻는 과정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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