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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자동 생성기

- 선택된 FBD 프로그램을  parsing해서 데이터 분석하여 최초 시나리오를  자동 생성

- 기존 NuDE 코드를 분석 및 활용하여 구현

- 기존 Generator의 ADD 기능과 패턴 선택 기능은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필요없으므로  제거

- 로직과 UI를 분리하여 구현 



ISG_Generater
ISG_Gener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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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NuDE 프로그램에서  Default Setting 알고리즘을  
차용

- ADD기능에서 사용되는 Scenario_num 변수나 패턴 
선택에 사용되는 pattern_setting 부분 제거



ISG_Gener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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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_ISG_Generater

- initial_value와 rate를 
랜덤생성

- Data type을 
제작하려는  프로그램에  
맞게 변경



ISG_Generator

8

- Scenario를 제작하려는  프로그램에  맞게 
생성

- BOOL과 INT를 구분하여 랜덤하게 생성



Problem

ISG_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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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UI 구현 
a. SRA에서의 Prototype에 맞춰 구현 필요
b. Coverage 등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각 Class간 연동이 필요 

2. Scenario 파일 형식 디테일 수정
a. ISG_Model, ISG_Simulator에 맞춰 Scenario file의 형식 수정 필요

3. NuDE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a. 필요한 상당부분을  이해했지만  simulation 부분과 동시에 이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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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erage 계산 및 Scenario 연산

- ISG_Generation을 통해 생성된 시나리오를  통해 Coverage 및 Scenario 결과 연산

- 기존 FBD_Simulation을 분석 및 활용하여 구현

- 기존 Simulation의 GUI 기능은 개선을 위해 배제

- 로직을 통해 File text형식의 Output 추출



ISG_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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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과 Scenario의 경로를 통해 파일을 읽어온다 .

- Scenario와 모델을 이용해 
FBDCover_Scenario_Result_Generation에서  
Simulation과 Coverage 계산을 진행



ISG_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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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enario를 통해 Coverage를 위한 element 
저장

- 처음 for문을 통해 Toggle Coverage 및 MCDC 
Coverage를 위한 작업 진행

- 다음 for문을 통해 FBD Scenario에 대한 연산을 
진행



ISG_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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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DC Coverage 계산

- 커버가 가능한 block들의 개수를 percentage 
전체 MCDC의 블록 개수를 
Total_percentage에 저장

- 이후 percentage * 100 / total_percentage 를 
통해 MCDC Coverage 계산



Problem

ISG_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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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utPut 형식
a. Model에서 사용하기 위한 Output 형식 지정
b. Toggle Coverage 및 MCDC Coverage의 Result를 저장할 필요가 있음

2. Simulation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a. 필요한 상당부분을  이해했지만  Generation부분과 Model Input을 위해 전체적인 코드를 

해석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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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 유전 알고리즘 사용

- mutation 생성에 2가지 전략 사용
1. crossover된 시나리오 중 중앙 시나리오 PV_OUT 값에 rate보다 큰 값 더함
2. crossover된 시나리오의  무작위로 선별된 PV_OUT 2개 값을 무작위로 변경

- generator의 결과로 생성된 시나리오를  읽어들여 새로운 시나리오를  생성

- 생성한 시나리오를  simulator를 위한 형식에 맞춰 새로운 시나리오 파일 생성

- Python 3.8로 유전 알고리즘을  구현



ISG_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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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ation 방법 1] [mutation 방법 2]



1. 시나리오 생성에 활용할 딥러닝 알고리즘 부재
a. 기존 계획(딥러닝을 활용)과 부합하지 않음
b. 다른 부분(simulator, generator)와 호환되지 않아 성능 저하 가능성 존재

2. 유전 알고리즘을  Python으로 구현
a. simulator, generator와 호환성 문제

3. 유전 알고리즘 성능 개선 방안
a. crossover
b. mutation

ISG_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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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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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UI에 대한 이해 및 로직 수정 → Problem 1.a

2. ISG_Simulation 및 ISG_Model과 연동 후, ISG_Coverage_Data_Manager를 구현하여 GUI 연동, 
만약 힘들 경우 GUI를 두 단계로 나누고 SRA 일부분 수정 → Problem 1.b, 2.a

3. Simulation과의 연계를 위해서 NuDE 프로그램을  심층 분석 → Problem 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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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utput 형태에 대한 고민 후 형식 바꾸기 → Problem 1.a

2. Toggle과 MCDC의 Coverage에 대한 OutPut 연구 및 형태 변형→ Problem 1.b

3. Simulation과 Model의 연동을 위한 코드 연구→ Problem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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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전 알고리즘의  mutation 생성에 linear regression 활용 → Problem 1.a

2. 적절한 강화학습 알고리즘 활용 → Problem 1.a

3. 적절한 neural net 알고리즘을  찾지 못할 경우 유전 알고리즘을  Java로 구현 → Problem 1.b

4. Java로 유전 알고리즘 구현 → Problem 2.a

5. 다른 부분(simulator, generator)과 연결 후 실험적으로  유전 알고리즘 성능 개선 → Problem 3.a, 
3.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