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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요  

VHDL, Verilog, SystemVerilog Coding 작성시 자동화 및 빠른 분석, 그리고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Sigasi Studio 는 특허 받은 Parsing technology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Eclipse-Platform 의 모든 이점을 사용하며  

속도, 품질 및 다른 툴 들과의 연결성에 중점을 두고 기능들을 추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EDA 툴과  

다른 벤더의 플랫폼과의 연결 등 복잡한 설계 작업을 할 때 HDL 엔지니어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B. 사용 연계  

Sigasi Studio 주요 사용자는 FPGA 또는 ASIC 개발에 하드웨어 설명 언어를 사용하는 하드웨어 (설계 또는 검증)  

엔지니어입니다.  Sigasi Studio 는 모든 안전 또는 보안에 중요한 Work flow 에 사용 될 수 있으며 Riviera-Pro,  

Active-HDL, ALint-Pro, Altera Quartus, Cadence, NCSim, ModelSim/Questa-Sim, Xilinx ISE 및 Vivado 와 같은  

다양한 EDA Software 와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C. Sigasi Studio 특별한 기능   

- Code Editing, Code checking, Code browsing,    

- Instance (type-time) feedback  

- Graphical navigation 

- Context-aware auto-complete 

- Integration with other tools 

 

D. 시스템 요구 사항  

- Windows 10 (64bit) or newer, MacOS X latest version, Linux RHEL 7.5 (64bit) or newer, RHEL 6.x  

- Java 8 or higher 

- Eclipse Version 4.7.3a Oxygen or higher 
 

D. 제품 구성  

1) Sigasi Studio Creator 모든 VHDL or SystemVerilog 프로젝트를 위한 강력한 설계 입력 도구 및 코드 브라우저 

 2) Sigasi Studio XL 강력한 추가 기능을 갖춘 Mixed-language 언어 프로젝트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 

 3) Sigasi Studio XPRT 강력한 시각적 피드백 도구와 문서화를 갖춘 차세대 주력 제품 

 

D. 제품 특징 

Sigasi Studio 는 VHDL, Verilog, SystemVerilog 로 Design 설계시 효율적인 Code 작성 및 점검, 유지 보수를  

가능케 하는 Eclipse base 의 통합 개발 환경(IDE)을 제공하며, 엔지니어들이 필요로 하는 자동 Code error 검사,  

자동 Code 완성, Code 의 Formatting, Code templates 및 Refactoring 등의 수많은 Best Features 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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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제품 장점 

- Design Code 입력 = 20% 단축 

- Code comprehension = Read, Understand, Debug and Reuse Legacy Code

- Code Quality = Same coding style – Makes it easier to review and reuse 

- Documentation and Graphic Generation = Fast and Accurate Generation, always is Sync with Code 

- Code editing 

 Mixed-language를 포함한 모든 design code를 하나의 project로 관리

 내장된 template과 project에 포함된 code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빠른 자동 Code 완성 가능

- Code browsing 

 Code 탐색 기능

 Graphical code 탐색 기능 – Dependencies, Block Diagram, State Machine

 하이퍼링크를 이용하여 찾는 code 위치로 이동

 전체 project에 대한 processor view 기능

 Control Views : Tasks, Problems and Console

 Navigation works across all your files

- Code checking 

 잘못된 code 입력 즉시 error message 표시 & 해결할 수 있는 code 자동으로 제안

 광범위하고 확장 가능한 template library

 Simulator 및 Linting tool 등 3rd party EDA tools와 연동 가능

 Templates 및 refactoring을 통한 지속적인 code 향상

- Documentation 

 PDF Documentation / 한글 Comments

 Industry Standard DoCBook Format

(Fully configurable for postprocessing to PDF or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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