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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I compiler TIPS

PGI Compiler 6.0 서포트 프로세서
 

 

기술정보・TIPS　> 서포트하는프로세서의 특성

　

서포트하는 프로세서와 이용가은한 기능
 

 

32비트 혹은 64비트 프로세서를 포함한PGI 콘파이라 제품이 서포트하는 프로세서의 종별과 그 이용가능한  하
드웨어 기능을 이하에 저술합니다。 아하의 표중에 있는 'target' 을 콘파이루 코만도 옵션으로서 지정하면 、지
정된 CPU 의 특성에 응한  최적화가 가능한 크로스콘파이루가 가능하게 됩니다。CPU target 옵션의 상세는 이
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또、「크로스콘파이루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족 페이지를  봐주세요。 

 
또한 、PGI 6.0-5 보다 Pentium 840、PentiumD、Opteron、Athlon64X2등의 AMD64/EM64T 프로세서의  Dual Core 판
에 대응을 실행하고 있습니다。（2005年7月）

 

  

PGI Workstation 6.0-5 Supported Processors

Supplier CPU <target>
Dual 
Core

Memory Address Floating Point HW

x86-64 x87 SSE1 SSE2 SSE3

AMD Opteron/Athlon64 k8-64 Yes 64-bit Yes Yes Yes Yes

AMD Opteron/Athlon64 k8-32 Yes 32-bit Yes Yes Yes Yes

Intel Xeon, P4 EM64T p7-64 Yes 64-bit Yes Yes Yes Yes

Intel Xeon, P4 EM64T p7 Yes 32-bit Yes Yes Yes Yes

Intel Xeon/Pentium4 p7 no 32-bit Yes Yes Yes Yes

AMD Athlon XP/MP athlonxp no 32-bit Yes Yes No No

Intel Pentium III piii no 32-bit Yes Yes No No

AMD Athlon athlon no 32-bit Yes No No No

AMD K6 k6 no 32-bit Yes No No No

Intel Pentium II p6 no 32-bit Yes No No No

Various Other x86 p5 or px no 32-bit Yes No No No

 

 
 
AMD64 과PGI 사의 대처에 대해

「AMD64」는、AMD가 독자개발한 、32bit 과 64bit 으 바리르롯트한 프로세서・아케데큣챠입니다。기존의32bit 의 
 x86 수명을 베스에  64bit 모도와64bit 수명을 추가한 것이니다。　　지금까지의  x86 프로세서의 진행과 같은、기
존의x86 수명과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그 연장선상에서64bit 화를 실행한 것에 의해、32bit 과 64bit 환경의 공
존과、32bit 에서 64bit 환경으로의 이동이 용이한다는 특장(특별히좋음)이 있습니다。또、x86 수명도64bit 수명도 
거의 동등한 상태를 발휘한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PGI 사는 、Opteron 발표전에서AMD 사와의 협조체제하에
서、AMD64 용의 최되화 콘바이라를 개발해 갔습니다。Opteron 용의 콘바이라로서、시장에 최초로 제공된 것이 
PGI 는 ~ ~ 실행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AMD Opteron/Athlon 프로세서용의 콘파이라는 、 PGI 사의 콘파이
라를 찾아주세요。 
 
PGI 콘라이라으 큰 특장은 、AMD 사의AMD64 프로세서와 인테루사의EM64T 프로세서、각각의 CPU 수명에 응
한  최적화를 실행할수 있는 콘파이라・스위치（cpu target) 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콘파리라입니다。 
 
예를 들어、 EM64T 의경우、CPU 타겟을  지정하는 코만도・라인・옵션인-tp p7-64 을 지정하는것으로、Intel(R) 
EM64T 에 특화한 최적화를 실행합니다。PGI 콘파이라는 、AMD64 네이티브한 최적화와Intel(R) EM64T 용의 최적
화를 전활하는 것이 가능한 크로스・콘파이루 기능을 합니다。따라서 하물며、PGI 콘파이라를 이용한 것으로、장
래、이용시스템을 EM64T 혹은AMD64 의 어느쪽의 CPU 프랏토홈에 변경한 것으로서도、공통 콘파이라 기반으로

  

file:////C|/Documents and Settings/Ad.../a/pgi-mpich/pgi 콘파이라의 서포트 한 프로세서.htm (1 / 2)2006-04-25 오전 10:00:52

http://www.softek.co.jp/SPG/Pgi/tips.html


PGI コンパイラのサポ〡トするプロセッサ

서 어느쪽의 프랏토홈에 대에서도 이용할수 있습니다。

 
Intel(R) Extended Memory 64 Technology 에 대해서

인테루(R) EMT64T 은、기본적으로AMD64 아키테쿠쟈와의 호환을 꾀하고、64bit 수명（연산、아로뎃싱구）을 추가
한 기술입니다。따라서、EM64T 은、기존에 시장에서 돌고 있는 AMD64 과 혼환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PGI 콘
파이라는 、EM64T 서포트 하고 있습니다。

 

PGI 콘파이라가 서포트하는 Linux Distributions 의 상세는 、이쪽에

 
 

 

 
<<　戻る

　※本ページに記載されている会社名、製品名は、各社の登録商標または商標です。
　ソフテックは、PGI 製品の公認正規代理店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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