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aborate, Innovate, Accelerate
SiSoft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High-Speed Design 문제에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고객과 공급 업체(Vendor)와 협력하여 디자인
사이클을 가속화 할 것입니다.
SiSoft는 수상 경력에 빛나는 EDA 소프트웨어 Tools, 자동화된 분석방법론 및 컨설팅 서비스의 조합을 통해 완벽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합니다.
SiSoft는 성능과 안정성에 최신기법을 적용한 디자인을 개발하거나, 제조업체의 권장 지침인“Outside the Box”고객 작업을 돕기 위해 풍부한
디자인 경험을 활용합니다. SiSoft는 1995년부터 자동화된 Pre- 및 Post -Route 시스템 분석을 제공하기 위한 Modeling 표준 구축에 의거하여
Advanced Signal Integrity에 초점을 맞추어 오고 있습니다.
SiSoft의 Signal Integrity에 대한 특별한 기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999 Seamless HSPICE integration and automation
2001 Integrated SI/Timing analysis
2002 Automated post-route analysis
SiSoft
2004 Automated DDR2 analysis
2007 IBIS-AMI SerDes simulation models
2008 Automated DDR3 analysis
2009 IBIS-AMI correlation results
2010 Opal™ IBIS-AMI extensions
2011 Automated post-route serial link analysis
2012 IBIS-AMI Certification and Correlation services
2013 Automated DDR4 analysis

AUTOMATED SIGNAL INTEGRITY ANALYSIS
SiSoft의 최신 EDA Software는 Pre-route Design Space에 대한 탐색 및
Post-route 설계검증에 대한 작업을 모두 자동화해 줍니다. Automated Preroute Analysis는 수천 개의 Tradeoffs를 자동으로 탐색하고 가격, 안정성
및 성능에 대한 최적화를 실행해주며, Post-route Analysis는 Best & Worst
case에 대한 신호를 찾기 위해 수 천 개의 Nets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Full
System-Level 검증을 제공해 줍니다 귀하의 Design이 Multi-Gigabit Serial
Link 또는 High Speed Parallel(DDR3/DDR4) Interface든 무엇이든 간에
SiSoft의 Tool은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고 Design Cycle을 가속시킬 것
입니다.
Quantum Channel Designer(QCD)는 SerDes Equalization이 Bit Error
Rate(BER)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속채널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보여
주기 위해 Multi-Gigabit Serial Link해석에 진보된 IBIS-AMI model을 사용
하고 있습니다.
Quantum-SI(QSI)는 병렬 Interface에 대한 신호무결성 분석을 위하여 IBIS
및 HSPICE model을 사용하며, DDR2/DDR3/DDR4 및 그 외의 표준들에 대
한 Compliance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파형 분석을 자동적으로 처리 해 줍니다.
QCD 및 QSI는 전체 Interface에 대한 각각의 모든 Signal의 Voltage 및
Timing margin을 report해 줍니다.
SiSoft의 Design Kits는 선택된 Device model 및 Interface Standard에 대하
여“ready-to-run”setup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esign Kit는 귀하의 Design을 반영한 Topologies로 편집함으로써 Kit에 포
함된 Compliance Rule및 model을 재실행하여 정교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
도록 해줍니다
Simulation Model은 사전검증 및 내장이 되어 있어서 model을 준비하고 해석
을 실행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에 귀하가 실제 작업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해줍
니다.

▶

Serial Link Design & Analysis
Quantum Channel Designer is a DesignVision 2009 award winner

▶

DDR4/DDR3/DDR2 Design & Analysis
Quantum-SI is a DesignVision 2005 award finalist

▶

Pre-Configured SI Design Kits
Available kits include Intel, IBM, TI, Xilinx, Altera & more

We Are Signal Integrity

CONSULTING SERVICES
SiSoft는 시리얼 링크 분석, 병렬 / 직렬 인터페이스 분석, 전원무결성 분석, 디자인 리
뷰와 랩 검증을 포함한 모든 범위에 대한 System-level SI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iSoft
의 전문 Consultant는 귀하의 Project가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디자인을 분석하고 지원
할 것입니다. SiSoft는 SiSoft의 컨설턴트와 같이 첨단 분석을 귀하가 수행 할 수 있도
록 광범위한 방법론적 교육을 제공합니다.
다른 SI Consultant들은 고객에게 그들의 방법을 가르치기를 꺼려 하지만 SiSoft는
SiSoft가 내부 적으로 사용 하는 방법을 Software고객들에게 제공합니다. 우리는 심지
어 기존의 Tool 및 Process에 대해서도 SiSoft의 해석 Flow로 통합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Jump Start Consulting은 특정 Project와 관련된 Methodology Training 및 Design Kit
set-up을 제공합니다. SiSoft는 귀하의 Data를 받아 분석을 수행하여 귀하가 신속하게
Set-up 하고 분석 할 수 있도록 Design Kit 및 현장 교육을 제공 합니다.

▶

High-Speed Digital Design Services

IBIS-AMI MODEL DEVELOPMENT
신호무결성 시뮬레이션은 단지 모델의 사용 정도에 불과하며, SiSoft는 누구보다 IBISAMI SerDes 해석 모델 개발에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SiSoft는 IBIS-AMI가 시장 개척을 선도할 수 있도록 차세대 장치에 대한 모델을 개
발하고 상관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을 정의하기 위해 반도체벤더와 함께 협력하여
IBIS-AMI에서의 리더십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SiSoft는 IBIS-AMI Model의 개발
툴, 서비스 및 교육에 대한 완벽한 조합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IBIS-AMI 소프트웨어 개
발 키트는 누구보다 집중적으로 IBIS-AMI모델을 개발 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

COLLABORATION + INNOVATION = ACCELERATION
SiSoft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설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 및 공급업체와 긴밀하
게 일하는 것에 탁월 합니다. 귀하의 시도가 양질의 해석 모델확보든, 데이터 처리 및
변환 또는 귀하의 디자인 흐름과 함께 신호무결성 해석통합이든 간에 SiSoft의 숙련
자들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SiSoft는 트랙에서 프로젝트의 일정을 유지하는
“on-the-fly”방식의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리얼 타임 혁신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최고의 High-Speed Digital 디자인 회사들과의 파트너쉽은 우리를 진보된 시스템
레벨 신호무결성의 최선두에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의 풍부한 경험들은 뛰어난 고객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고객이 진보된 해석
툴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과 가장 도전적인 디자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있습니다.

IBIS-AMI Model Development

Experts in Signal Integrity, Timing, Crosstalk and Power Integrity

System Level Signal Integrity Package Design
Design Kits IBIS/IBIS-AMI Modeling
AREAS OF EXPERTISE :
System Level Signal Integrity
SiSoft의 컨설턴트는 오늘날의 복잡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방법과 High-Speed 디지털 디자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직원은
엄격한 신호무결성, 타이밍, 크로스토크 및 복잡한 Multi-Board시스템에 대한 전원무결성 분석, Advanced Packages, ASICs, Custom IC 및 복잡한
Interconnect등의 분석 수행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작업이 디자인 레이아웃 Rule을 개발하기 위한 Pre-layout 해석 또는 기존 디자인에 대한 Post-layout추출이든 어떤 작업이든 간에 우리의
통상적인 구조적 코어-투-코어 해석 방법론은 고속디자인 마감을 달성하도록 반복적이고 포괄적인 Process를 보장해 줍니다.
Serial Links
SiSoft의 직원은 28Gb/s 직렬링크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
습니다.
QCD제품은 디자인마진을 예측하기 위한 frequency-Domain, Time-Domain 및
Statistical Analysis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컨설턴트들은 시리얼 링크가 디자인 성능 및 신뢰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실 상관관계와 시뮬레이션을 병행하여 해석합니다.
반도체 업체와의 제휴는 최신의 가장 정확한 IBIS-AMI모델에 대한 액세스를 보장
해 줍니다.
Parallel Interfaces
PCI에서 2400MTs DDR4까지, SiSoft 엔지니어는 PCB, 패키지 및 ASICs에 대한 강
력한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Quantum-SI제품은 신호무결성, 전력무결성, 크로스 토크, 그리고 초기디자
인 성공을 보장하는 타이밍 등 디자인 결정에 대한 영향을 해석합니다.
Power Integrity
SiSoft엔지니어는 건설적인 의견을 제공하기 위한 전원시스템의 구현들을 검토하
게 됩니다. 이러한 검토는 전원플레인의 시각적 검사에서 전원계에 구성되어있는
Decoupling에 대한 자세한 시뮬레이션을 Time 및 Frequency-Domain내에서 수행
하게 됩니다.

Design Kits
SiSoft의 컨설팅 팀은 Technology-Specific Model 및 Standard Compliance
Check을 포함한 업계 표준 직렬 및 병렬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디자인 키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SiSoft는 특정 공급업체의 부품에 대한 디자인 키트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키트는 모델개발과 디자인 캡쳐에 대한 노력을 줄이거나 제거함으로써 전통
적인 디자인 사이클을 단축할 수 있는“Ready To Run”분석 환경을 제공합니다.
디자인 마진과 Compliance에 대한 분석은 토폴로지 편집을 통해 디자인을 반영하
고“Go”를 실행하는 것처럼 간단 합니다.

Methodology Training
SiSoft는 귀하의 고속디자인 환경을 함께 평가하고, 컨설턴트가 사용한 동일한 프
로세스를 귀하에게 교육합니다. 다른 컨설턴트들은 종종 그들의 지식을 공유하기를
꺼려 하지만 SiSoft는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고객을 지원하기 위
한 Business를 합니다.

We Are Signal Integrity

IBIS Modeling
SiSoft는 시작부터 IBIS사업에 관여해 왔으며, 양질의 IBIS모델을 개발하고 검증의 선두 주자로써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는 IBIS Open 포럼의 활동적인 회원이며 모델링표준을 공개 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Traditional IBIS buffer models
SiSoft의 컨설턴트는 일반적으로 IBIS와 HSPICE모델 사이에 99%보다 큰 상관관계를 달성하도록 I/O Buffer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SiSoft의 독점적인 프로세스를 이용합니다.
SiSoft의 IBIS모델링과정은 정확하게 부품의 캐패시턴스 및 온-다이 터미네이션(ODT)과 디퍼런셜 I/O를 포함하는 소자 모델을 추출합니다.

IBIS-AMI Modeling
IBIS-AMI는 고속 직렬 링크의 빠르고,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분석을 제공하는 SerDes 트
랜시버를 위한 모델링 표준입니다.
IBIS-AMI모델은 디자이너가 시리얼 링크의 성능, 신뢰성 및 비용을 최적화 하도록 해줍니다.
SiSoft는 IBIS-AMI표준의 원저자 중 하나이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의 표준을 확장하기
위해 반도체 파트너들과 함께 작업할 것입니다.
IBIS-AMI Model Development
SiSoft의 컨설턴트는 현재 모델링 방법론을 평가하고, IBIS-AMI모델을 개발하고 검증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귀하와 함께 작업합니다.
SiSoft의 컨설턴트는 귀하의 트랜시버를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된 모델과 상관 데
이터를 제공합니다. SiSoft는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IBIS 모델을 개발하고 상관 하
고 있습니다.
IBIS-AMI Tools and Training
SiSoft는 귀하의 직원에게 IBIS-AMI를 교육하고 완벽히 Compliant된 IBIS-AMI를 만들
기 위한 기존의 모델들(Matlab, HSPICE등..)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 줍니다.
SiSoft는 Transmit Equalizer 모델링 알고리즘, Peaking 필터, Decision Feedback
Equalizer(DFE) 및 Different Clock Recovery 구조 등이 포함된 IBIS-AMI Software
Development Kit(SDK)의 라이센싱에 의해 귀하의 모델개발과정을 가속 시켜줍니다.
IBIS-AMI Model Certification
SiSoft는 철저한 테스트를 통해 귀하의 AMI 모델을 특성화하고 모델이 항상 시뮬레이
션에서 정확히 설정되도록 공인 디자인 키트(Certified Design Kits)를 개발하기 위해
귀하와 함께 작업하고 있습니다..
SiSoft는 또한 Golden Reference Data의 모델에 대한 상관관계를 문서화 하기 위하여
귀하와 함께 작업합니다.

Package Design
SiSoft는 패키지 디자인, ASIC설계 및 시스템 구현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활용하여 50여
개 이상의 복잡한ASIC Package들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일반적인 프로젝트는 범프/패드 배치, 핀/볼 배치, 신호 대 리턴비율의 정의, Stack-up정
의, SSO분석 및 Routing 가이드라인의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SiSoft의 컨설턴트는 신호무결성, SSO, Coupling 그리고 전원공급계에 대한 분석을 지원
하는 패키지 인터페이스의 자세한 전자기 모델을 구축해줍니다.

STAFF
SiSoft는 1995년부터 최첨단 고속 설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균 20년 이상 된 우리의 컨설턴트의 고속디자인 경험은 고객의 개발 시간을 줄여 주면
서 가장 힘든 고속설계문제를 해결하는 데 입증된 Track 기록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