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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Linear Temporal Logic synthesis 는 LTL formula 로 표현된 요구 사항으로부터 그것을 만족하는 시

스템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synthesis 과정은 2EXPTIME-complete 이 요구 되지만 GR formula 라는 

특수한 형태를 사용함으로써 복잡도를 Polynomial 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LTL synthesis 는 작업 공

간, 로봇이 취하는 센서 정보와 액션의 종류, 상위 수준의 작업 명세를 입력으로 받아 GR formula 

형태로 변환하고, 기대되는 작업이 실현 가능하다면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오토마타를 생성해 

낸다. Synthesis 알고리즘을 구현한 LTLMoP 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LTL synthesis 과정을 보이고 화

성 행궁의 미아 찾기 로봇 작업 계획을 구현한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 기대하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음을 보인다. 

 

1. 서론 

요구 사항들로부터 그것을 만족하고 올바른 기능을 
수행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검증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검증을 하기 위한 여러 방법

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 모델 검증이 있다. 모델 
검증은 완성된 시스템이나 개발 프로세스 과정의 산
출물을 기반으로 하여 모델을 만들고 요구 사항에 해
당하는 것을 시제 논리로써 표현하여 모델에서 요구 
사항이 만족 되는지를 확인 하는 것이다. 모델 검증

은 빠르고 정확하지만, 모델은 실제 시스템과 큰 차
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지 못한 모델을 통한 
검증 결과는 실제 시스템에서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
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모델 검증 후에 모델이나 
실제 시스템을 수정하기 위한 비용이 필 수적으로 수
반된다. 또한, 요구 사항을 시제 논리로 작성하는데 
있어서 모델과 마찬가지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많다. 

반면에 synthesis 는 모델 검증과는 반대의 접근법으

로써, 주어진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하여 요구 사항

에 부합하는 올바른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LTL formula 로 작성된 요구 사항을 synthesis 과정을 
통하여 올바른 시스템을 만들어 낸다면 검증 과정에

서 발생 가능한 오류 및 비용을 줄일 수 있다. 
synthesis 과정은 LTL 의 모든 표현을 허용할 시에 
LTL formula 크기의 2EXPTIME-complete 이 필요하다[3]. 
그러나 최근에 [1]에서 상태 공간에 polynomial 시간

을 가지는 효율적인 synthesis 알고리즘이 소개 되었다.  
 

  

 본 연구는 경기도의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2010-034-7,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콘텐츠 응용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본 논문에서는 LTL Synthesis 를 소개하기 위하여 로
봇의 작업 계획 구현을 다루며 전체 과정의 개요는 
그림 1 과 같다. 작업 계획이라는 것은 작업 공간, 로
봇이 취하는 센서 정보와 액션의 종류, 그리고 상위 
수준의 작업 명세가 주어 질 때 그 작업을 성취할 수 
있는 오토마타를 만들어 내는 것이 목적이라 하겠다. 
생성된 오토마타에 기반하여 로봇이 기대되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  

 

 

(그림 1) Synthesis 개요 

 
그리고, LTLMoP[2]라는 synthesis 및 시뮬레이션 도

구를 통하여 실제 적용 가능한 화성 행궁에서의 미아 
찾기 로봇 시나리오를 통해 LTL Synthesis 의 전체 과
정을 진행한다. 또한, 전문가가 아니라면 LTL formula
를 작성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구조적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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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작성하고 그로부터 LTL formula 로 변환되는 것을 
보일 것이다. 

 
 

2. 관련 연구 

LTL(Linear Temporal Logic)은 명제 논리와 몇 개의 
시제 연산자를 포함함으로써 명제들의 순서들 상에 
요구사항 표현이 가능케 하는 논리이다. 명제 집합 
상에 LTL formula 는 아래와 같이 구성 된다. 

 

 ::  p |￢  |   |○ |  u  

 
일반적으로 이진 상수 True 와 False 는 True = φ∨￢φ, 

False = ￢True 로 정의 된다. ￢와 ∨이 주어지면 ∧, 
⇒, ⇔를 정의할 수 있다.  

“Eventually” ◇φ = True, “Always” □φ =￢◇￢φ로 유
도할 수 있다. LTL formula 의 의미는 명제 집합 상에

서 명제들의 무한한 순서로 정의 되어지며, 의미의 
자세한 정의는 [1]를 참고한다. 
본 논문에서 synthesis 를 위하여 시제 논리의 특수

한 종류인 GR(General Reactivity) Formula[1]를 사용 한

다. 이 특수한 형태는 φg
e 
⇒ φg

s
와 같이 구성된다. 

여기서 φg
e 
은 환경에 대한 가정이며, φg

s
은 시스템에 

대한 기대되는 행위를 표현하고 있다. Synthesis 과정

은 시스템(로봇)과 환경(적) 사이의 게임이라고 여겨 
질 수 있는데, 이때 주어진 GR formula 가 이 게임의 
승리 조건이 된다. 만약 시스템이 이 식을 만족할 수 
있다면 시스템이 승리하게 되고 시스템의 기대되는 
행위를 실현하는 오토마타를 생성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환경이 이 식을 만족하지 못하게 한다면 환경

이 승리하게 되고, 시스템의 기대되는 행위는 실현 
불가능하게 된다. 환경에 대한 가정과 시스템에 대한 

기대되는 행위는 φ = (φe
 
⇒ φs) 형태이며 각각은 다

음과 같은 LTL formula 로 구성된다. 
 

 
 

환경과 시스템에서 φi
e
와 φi

s
은, 센서와 시스템 명제

의 초기 값을 표현하며, φt
e
와 φt

s
은 환경과 시스템에

서 상태들간의 가능한 천이를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φg
e
와 φg

s
은 환경을 위한 목표 가정과 시스템에서의 

기대되는 목표를 표현한다. 본 논문에서는 로봇의 작
업 계획을 위하여 구조적 언어로 작업 명세를 작성하

고 위와 같이 LTL formula 로 변환 된다. 
 
 
3. 문제 형식화 

본 논문에서 다루어질 단일 로봇의 작업 계획은 수
원의 화성 행궁에서 특정 지역들을 순찰하며 미아를 
찾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기대하는 작업 명세는 이
와 같다 : “길을 읽어버린 미아를 찾는다. 로봇은 화
성 행궁의 외곽 지역인 별주, 복내당, 화령전을 순찰

한다. 만약 미아를 찾으면 미아 보호센터에 미아가 
현재 어느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직원이 미아를 
데려가기 전까지는 멈춰서 알람을 울린다. 직원이 미
아를 데려가면 다시 순찰을 계속한다.” 이 작업을 수
행할 작업 공간은 그림 2 에 보여진다. 그리고 별주, 
복내당, 화령전은 작업 공간의 가장 외곽 세 곳이다. 

 

 

(그림 2) 작업 공간 

우리는 이 작업을 위하여 센서 명제 집합과 로봇 
명제 집합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로봇이 미아

를 발견하였다는 것을 나타낼 명제 {MissingChildren}
을 사용한다. 이 명제는 미아를 발견하였을 때는 true
가 되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false 가 된다. 로봇 명제 
집합은 Robot proposition = Region U Action 으로 정의 
된다. 먼저 작업 공간 집합과 액션 집합은 {entrance, 
r1 … r9, byeolju, boknaedang, hwaryeonjeon}, {Alarm, 
NotifyMissingChildren}으로 각각 정의한다. 

 
 

4. 구조적 언어로부터 LTL formula의 생성 

기대 작업을 명세하기 위하여 LTL formula 를 바로 
작성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많은 어려움이 따
르므로 자연어를 제한한 구조적 언어를 통해 대응하

는 LTL formula 를 생성한다. 이 구조적 언어의 자세한 
설명은 [4]를 참고한다. 
먼저 환경에 대한 가정을 해야 한다. “최초에는 미아
를 보지 못한다”, 이것은 환경에 대한 initial condition
으로써 구조적 언어는 “Env starts with false”로 작성하

며, LTL formula 는 ￢MissingChildren 이 된다. “미아는 
별주, 복내당, 화령전에서만 발견하는 것으로 한다”, 
이것은  “If you were not in byeolju or boknaedang or 
hwaryeonjeon then always not MissingChildren”으로 작성

이 되며, 생성되는 LTL formula 는 □(￢(byeolju∨
boknaedang∨hwaryeonjeon) ⇒￢○MissingChildren)이다. 
이는 환경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센서에 대한 
safety condition 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제 로봇의 기대 작업을 명세 한다. “로봇은 입구에
서 출발하고 모든 액션은 비활성화 되어 있다”, 이것

은 initial condition 에 해당한다. 구조적 언어로 “Robot 
starts in entrance with false”로 작성 되며, LTL formula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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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ance∧￢Alarm∧￢NotifyMissingChildren)이다. 
 
로봇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safety condition 들은 다음

과 같다. 
 “로봇은 별주, 복내당, 화령전에서 미아를 발

견하면 알람을 울린다” 
 “로봇이 별주, 복내당, 화령전에 있지 않으면 

알람을 끈다” 
 “로봇이 별주, 복내당, 화령전에서 미아를 발

견하면 발견 지역을 송신한다” 
 “로봇이 별주, 복내당, 화령전에 있지 않으면 

송신을 멈춘다” 
 
각각 작성된 구조적 언어는 다음과 같다.  

 “If you are sensing MissingChildren and you were 
in byeolju or boknaedang or hwaryeonjeon then do 
Alarm” 

 “If you are not in byeolju or boknaedang or 
hwaryeonjeon then do not Alarm” 

 “If you are sensing MissingChildren and you were 
in byeolju or boknaedang or hwaryeonjeon then do 
NotifyMissingChildren” 

 “If you are not in byeolju or boknaedang or 
hwaryeonjeon then do not NotifyMissingChildren” 

 
따라서, LTL formula 들은 다음과 같이 각각 생성 된다.  

 □((byeolju∨boknaedang∨hwaryeonjeon)∧○

MissingChildren⇒○Alarm) 
 □(￢(byeolju∨boknaedang∨hwaryeonjeon) ⇒

￢○Alarm) 

 □((byeolju∨boknaedang∨hwaryeonjeon)∧○

MissingChildren⇒○NotifyMissingChildren) 
 □(￢(byeolju∨boknaedang∨hwaryeonjeon) ⇒

￢○NotifyMissingChildren) 
 

마지막으로 로봇의 기대되는 행위인 goal condition 들

을 작성하여야 한다. 기대되는 행위는 “미아를 발견
하지 않는 한 로봇은 별주, 복내당, 화령전을 무한히 
언젠가는 순찰한다”이며, 작성된 구조적 언어는 다

음과 같다. 
 Go to byeolju unless you are sensing 

MissingChildren 
 Go to boknaedang unless you are sensing 

MissingChildren 
 Go to hwaryeonjeon unless you are sensing 

MissingChildren 
 
해당하는 LTL formula 들은 다음과 같다. 

 □◇(byeolju∨MissingChildren) 
 □◇(boknaedang∨MissingChildren) 
 □◇(hwaryeonjeon∨MissingChildren) 

 
단, 로봇이 작업 공간에서 이동하는 Transition 과 로봇

은 작업 공간에서 한 시점에 하나의 지역에만 있어야 
된다는 Mutual exclusion 은 LTLMoP 도구에서 자동으

로 생성해 주므로 생략한다. 그리고 모든 LTL formula

들은 ∧로 묶여져서 구성된다. 

 

 
5. LTL Synthesis 

 

(그림 3) 생성된 오토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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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L Synthesis 문제는 이 전에 생성한 LTL formula
들을 행위적으로 만족하는 오토마타를 만들어내는 것
이다. 단, 만족하는 오토마타가 존재 하지 않는 경우

에는 만들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오토마타를 
만드는 것은 LTL formula 크기의 2EXPTIME-complete
이 필요하다. 하지만, [1]에서 소개된 효율적인

synthesis 알고리즘은 LTL formula 를 특정한 형태로 제
한하여 Polynomial O(n3)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확인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위 synthesis 알고리즘에 대한 자세

한 설명은 생략하고, 이것을 구현한 LTLMoP[2]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오토마타를 생성하였다. 그림 3 은 
이전에 생성한 LTL formula 에서 작업 계획을 만족하

는 오토마타로써 총 25 개의 상태수를 가진다. 각 상
태 안에는 시스템 명제들이 나타날 수 있으며, 나타

난 명제들은 해당 상태에서 true 인 것을 표현한다. 그
리고 상태 사이의 간선에는 센서 명제들이 나타날 수 
있으며, 나타난 센서 명제는 해당 천이에서 true 임을 
표현한다. 
 
6. 시뮬레이션 및 분석 

시뮬레이션 환경을 위해 LTLMoP 도구를 사용하였

다. 그림 4 과 그림 5 는 로봇의 이동 궤적 및 센서 및 
명제들이 변해가는 시뮬레이션 로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는 로봇이 entrance 에서 출발하여 r4, byeolju, r4, 
r3, r8, boknaedang 을 이동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화면

이다. 그림 5 아래의 로그에서 보듯이 복내당에 도착

하였을 때 NotifyMissingChildren 이 true 가 되어 미아 
보호 센터에 알리고 Alarm 이 true 가 되어 알람을 울
리고 있다. 게다가 직원이 미아를 데려가면 액션에 
해당하는 NotifyMissingChildren 과 Alarm 이 각각 false
로 되면서 다시 미아를 찾으러 별주, 복내당, 화령전

을 순찰하게 된다. 또한 두 액션들은 별주, 복내당, 
화령전을 제외한 어느 지역에서도 true 가 되지 않아

야 한다는 조건도 충실히 만족 되고 있었다. 즉, 구조

적 언어로 작성된 기대 하는 작업 명세로부터 LTL 
formula 들을 만들어 내고, 그것들을 만족하는 오토마

타에 기반하여 작성한 작업 명세를 올바르게 수행한

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림 4) 로봇의 궤적 

 

(그림 5) 시뮬레이션 로그 

 
7.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LTL Synthesis 를 통한 단일 로봇의 
작업 계획 구현을 다루었다. 그리고 실제 상황에 적
용 가능하며 유용하리라 기대되는 미아 찾기 로봇을 
통해 LTL Synthesis 가 가지는 장점을 보일 수 있었다. 
먼저 로봇의 작업 계획 구현은 실제 코드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 또한, 작업 명세를 구조적 언어로 작성

하기에  LTL formula 작성이나 프로그램 코드 작성에 
비 전문가라 하더라도 더 적은 비용으로 쉽게 작성이 
가능하다. 또한, 명세가 올바르고 그것을 만족하는 오
토마타가 생성된다면 항상 기대 작업을 언제나 성공

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 보장 된다. 
향후 반응형 시스템의 synthesis 에 대한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synthesis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

된 오토마타의 해석 및 로봇의 작업 계획 외에 다양

한 분야와 결합을 시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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