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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ponential family

X를주어진변수집합이라고하자. Exponential family P는다음과같이 (τ,Θ, t, A)
로 정의된다:

• τ (X → RK): sufficient statistics function (일종의 feature vectors)

• Θ ∈ RM : Parameter space (convex set)

• t (RM → RK): Natural parameter function

• A: Auxiliary measure over X

Pθ(ξ) =
1

Z(θ)
A(ξ) exp {〈t(θ), τ(ξ)〉} (1)

Linear exponential family는 t가 identity function인 특수한 exponential fam-
ily로 Eq. (1)는 다음과 같이 단순화된다.

Pθ(ξ) =
1

Z(θ)
exp {〈θ, τ(ξ)〉} (2)

이때, θ를 natural parameter라고 한다.

1.1 Linear exponential family for Gaussian distribution

mean이 µ, variance가 σ2인 Univariate Gaussian distribution를 linear exponen-
tial family형태로 기술하시오.

1.2 Linear exponential family for Bernoulli distribution

이진출력 x(0), x(1)에대한 Bernoulli distribution에서 θ가 x(1)이발생할확률이라

고 할때, Bernoulli distribution을 위한 P (X = x(1))를 Linear exponential family
의 형식으로 기술하고, natural parameter를 θ의 함수로 나타내시오.

1.3 Linear exponential family for Multinomial distribu-
tion

X를 k개의 출력 x(1), · · · , x(k) 중 하나를 취하는 multinomial random variable
이라고 하자. θ(k)를 x(k)가 발생할 확률이라고 할 때, multinomial distribution
을 위한 P (X = x(k)) Linear exponential family의 형식으로 기술하고, natural
parameter를 θ(1),· · · ,θ(k)의 함수 벡터로 표현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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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ntropy of exponential family

Pθ를 sufficient statistics function τ , Natural parameter function t로 정의되는
exponential family라고 할때, 다음의 엔트로피 식을 유도하시오.

HHHPθ
(X ) = lnZ(θ)− 〈EEEPθ

[τ(X )] , t(θ)〉 (3)

1.5 Entropy of Gaussian distribution

위 문제의 exponential family에 대한 일반화된 entropy 공식을 이용하여, univari-
ate Gaussian distribution의 entropy를 유도하시오.

2 Mean field approximation

주어진 Markov network G에 대한 확률 분포 PΦ이 다음과 같이 factorization된다
고 하자.

PΦ(X ) =
1

Z
P̃Φ(X ) =

1

Z

∏
φ∈Φ

φ(Uφ) (4)

여기서 Uφ은 Scope[φ] ∈ X이다.
확률 분포 P1과 P2간의 Relative entropy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DDD(P1‖P2) =EEEP1

[
ln
P1(X )

P2(X )

]
(5)

PΦ의 I-projection은DDD(Q‖PΦ)가최대가되는확률분포Q이다 (Q ∈ Prestricted).

2.1 Energy functional

PΦ에 대한 Q의 Energy functional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F
[
P̃Φ, Q

]
=DDD(Q‖PΦ)− lnZ (6)

lnZ는 Q에 독립적인 상수이므로, DDD(Q‖PΦ)를 최소화 하는 것은 F
[
P̃Φ, Q

]
를 최

대화하는 것과 등가가 된다.
위의 정의 Eq. (6) 에 따라, Energy functional에 대한 다음의 식을 유도하시오.

F
[
P̃Φ, Q

]
= EEEQ

[
ln P̃Φ(X )

]
+HHHQ(X )

=
∑
φ∈Φ

EEEQ [lnφ] +HHHQ(X ) (7)

2.2 Energy functional on Mean field energy

Mean field approximation을 위해 분포 Q를 다음과 같이 marginals들의 곱으로
factorization된다고 가정한다.

Q(X ) =
∏
i

Q(Xi) (8)

여기서
∑
xi
Q(xi) = 1이다. (clarity를 위해 Q(Xi)는 Qi(Xi)으로 가정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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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setting에서 PΦ에대한 Q의 Energy functional이다음이됨을유도하시오.

F
[
P̃Φ, Q

]
=
∑
φ∈Φ

EEEUφ∼Q [lnφ] +
∑
i

HHHQ(Xi) (9)

이때 Uφ는 potential function φ의 scope에 해당되는 랜덤 변수들의 집합이다.
추가로, 유도과정에서 위의 식에서 사용된 EEEUφ∼Q [lnφ]의 정의를 명확하게

기술하시오 (Uφ ∼ Q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라).

2.3 Lemma for maximizing energy functional on Mean
field energy

Q(X ) =
∏
iQ(Xi)일때, 다음의 식이 성립함을 보여시오.

∂

∂Q(xi)
EEEUφ∼Q [f(U)] =EEEUφ∼Q [f(U)|xi] (10)

이때, 유도과정에서 EEEUφ∼Q [f(U)|xi]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

2.4 Maximizing energy functional on Mean field energy

Lagrangian method를 이용하여 Eq. 9의 local maximum에서 Q(xi)의 조건이 다
음이 됨을 유도하시오.

Q(xi) =
1

Zi
exp

∑
φ∈Φ

EEEX∼Q [lnφ|xi]

 (11)

마찬가지로,유도과정에서위의식의EEEX∼Q [lnφ|xi]이명확히정의되어야한다.

2.5 Maximizing energy functional on Mean field energy:
Mean field algorithm

위의 식을 더 전개하여 Q(xi)의 local optimal 조건이 다음이 됨을 보이시오.

Q(xi) =
1

Zi
exp

 ∑
φ:Xi∈Scope[φ]

EEEUφ−{Xi}∼Q [lnφ(Uφ − {Xi}, Xi = xi)]

 (12)

여기서, φ(Uφ − {Xi}, Xi = xi)는 변수 Xi의 값이 xi로 고정되고, scope
Uφ − {Xi}인 φ로부터 파생된 function이다. 예를 들어, 두 개의 variables로 구
성된 potential function φ(X1, X2)에 대해서 φ(Uφ − {X2}, X2 = x2)는 다음과
같다.

φ(Uφ − {X2}, X2 = x2) = φ(X1, X2 = x2) (13)

(참고로, Uφ = {X1,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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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G: A simple graphical model

2.6 Example: Mean field algorithm

그림 1과같이변수 A, B에대한두개의노드로구성된단순한 Undirected graph-
ical model G가 주어졌다고 가정하자. G에 대한 확률 분포 PΦ는 다음과 같이 fac-
torization 된다.

PΦ(a, b) =
1

Z
φA,B(a, b)φA(a)φB(b) (14)

위의확률분포에대한Mean field approximation을위해Q(a, b) = QA(a)QB(b)
라고 놓고, 앞의 문제들의 결과를 이용하여 QA(a)와 QB(b)에 대한 fixed-point al-
gorithm을 위한 local optimal 조건식을 유도하라.
이렇게 구한 조건식을 이용한 mean field approximation algorithm의 기술하

시오 (구현을위한 pseudo code의핵심절차를기술할것 -초기화및 update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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