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BDtoVerilog 변환기의   

Correctness 를 검증하기 위한  

자동화된 시나리오 생성기 구현 

 

김의섭 
- 건국대학교 - 



2 

발표내용 

• 소개 

• 구현 도구 

– 시나리오 생성기의 특징 

– 시나리오 생성기 구성 

– 시나리오 생성기 입 출력 

– 시나리오 생성의 기본 원리 

– 생성된 시나리오의 문법 

– 도메인 특징을 반영한 시나리오 생성 

• 사례연구 

• 결론 및 향후 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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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동기 

– FBDtoVerilog 변환기 검증 

– Co-Simulation 을 통한 간접적인 증명 

• 목적 

– Co-Simulation 환경을 지원하는 자동화된 시나리오 생성기 구현 

 

 

 

FBD program for PLC 
Verilog program for FPGA 

FBDtoVerilog 

Cor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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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Co-Simulation 환경 

FBD 
Si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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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 Generator 

FBD Verilog 

Co-Simulation 환경 

FBDtoVerilog 

Input 

Correct? 

FBD-Ver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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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D  Verilog 변환 프로세스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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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work 

Men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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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s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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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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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생성기의 특징 

• 특징 

– 1. 자동화 생성 (무한한 수의 시나리오 생성) 

– 2. 도메인의 특징을 반영한 시나리오 생성 

– 3. FBD 시뮬레이션을 위한 시나리오 + ModelSim의 test bench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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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생성기 구성 

 
FBD 입력 

변화율 &  
초기값 설정 

시나리오 
생성 

콘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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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생성기 입 출력 

• 입력 

– FBD (Function Block Diagram) – PLCOpen format 

• 출력  

– FBD와 ModelSim을 위한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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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생성의 기본 원리 

• 랜덤 생성 

– 무한한 수의 시나리오 생성 가능 

변화율 &  
초기값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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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시나리오의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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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시나리오의 문법 

시나리오 이름 

입력 변수 

생성된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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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시나리오의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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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특징을 반영한 시나리오 생성 

• 원자력 발전소의 RPS (Reactor Protection System) 

– 특정 상황 시 셧다운 시그널 출력 

– 입력은 아날로그로써 연속적인 값이 디지털화 되어 입력 

FIX-Rising 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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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특징을 반영한 시나리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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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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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사례 

Name of Logic Scenarios Initial Values Rate of Change Cycles 

FIX-RISING 1,000 
27,000 – 28,000 
(Stepwise: 100) 

10 – 100 
(Stepwise: 10) 

100 

FIX-FALLING 1,000 
12,000 – 13,000 
(Stepwise: 100) 

10 – 100 
(Stepwise: 10) 

100 

Total 2,000 All correct 

• 원자력 발전소의 RPS BP 로직 중 FIX-RISING 과 FIX-FALLING 에 대

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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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향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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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향후 연구 

• 결론 

– FBDtoVerilog 변환기의 Correctness 를 검증하기 위한  

– Co-Simulation 환경을 지원하는 도구인 시나리오 생성기를 구현  

 

• 향후 연구 

– 질 높은 시나리오 생성을 위한 연구 필요 

• 경계 값을 중심으로 생성된 시나리오 

• 특정 커버리지를 만족하는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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