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allels Desktop 10 for Mac 정보
Parallels Desktop 10 for Mac은 Mac에서 Windows를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상 경력에 빛나는 Parallels 소프트웨어의 주요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업데이트 정보
이번 Parallels Desktop 10 for Mac(빌드 10.1.1.28614) 업데이트로 전반적인 안정성 및 성능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개선되었습니다.

•	가상 컴퓨터에 OS X Yosemite 설치 관련 문제 해결
•	OS X 가상 컴퓨터에 대한 FileVault 지원 제공

이전 업데이트
Parallels Desktop 10 for Mac(빌드 10.1.0.28600)
Parallels Desktop 10 for Mac(빌드 10.1.0.28600) 업데이트로 전반적인 안정성 및 성능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개선되었습니다.
•	Parallels Desktop의 Mac 종료 취소 관련 문제 해결
•	Mac 데스크탑에서 가상 디스크에 대한 단축키 누락 관련 문제 해결
•	Coherence에서 시각적 아티팩트 관련 여러 가지 문제 해결
•	Coherence에서 응용 프로그램 창 포커스 관련 문제 해결
•	Windows에서 Metro 앱이 실행되지 않는 문제 해결
•	가상 하드 디스크를 분할하는 중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 해결
•	Parallels Tools 설치 후 다시 시작 시 Ubuntu 12.04 충돌 문제 해결
•	NumLock 키가 켜진 상태로 유지되지 않는 문제 해결
•	EFI 부팅이 설정된 가상 컴퓨터가 시작하지 않는 문제 해결
•	Parallels Tools  prl_tg 드라이버 설치 실패 문제 해결
•	가상 컴퓨터에 USB 장치 연결 시 높은 CPU 사용량 관련 문제 해결
•	가상 컴퓨터에서 Solid Edge 프로그램 충돌 문제 해결

Parallels Desktop 10 for Mac(빌드 10.0.2.27712)
Parallels Desktop 10 for Mac(빌드 10.0.2.27712) 업데이트로 전반적인 안정성 및 성능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개선되었습니다.
•	Coherence에서 실수로 키보드 입력 관련 문제 해결
•	Ubuntu 14.10 가상 컴퓨터에 Parallels Tools 설치 문제 해결
•	LogMeIn 설치 시 Windows OS 기본 사운드 왜곡 문제 해결
•	Boot Camp 가상 컴퓨터에서 prl_tools_service.exe 프로세스로 인한 과도한 CPU 사용량 문제 해결
•	종료 시 가상 컴퓨터 충돌 문제 해결

Parallels Desktop 10 for Mac(빌드 10.0.1.27695)
Parallels Desktop 10 for Mac(빌드 10.0.1.27695)은 전반적인 안정성과 성능 문제를 해결합니다. Parallels Desktop 사용자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Parallels Desktop 10 for Mac의 새로운 기능
이번 Parallels Desktop 10 for Mac (빌드 10.0.27675) 버전에 추가된 새로운 기능 및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디자인
•	상세 보기/단순 보기 모드로 가상 컴퓨터를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Parallels Desktop 제어 센터.
•	Yosemite 스타일의 새로운 디자인.
•	새로운 가상 컴퓨터 개요 보기 기능. 
•	모든 가상 컴퓨터의 Dock에 전용 아이콘이 지정되어 여러 대의 가상 컴퓨터를 더욱 쉽게 제어하고 작동할 수 있습니다.

Yosemite 맞춤형 기능
•	Windows에서 iCloud Drive에 액세스 가능. 
•	iMessage로 Internet Explorer 텍스트 공유. 
•	OS X Yosemite Spotlight에서 바로 가상 컴퓨터 관리.
•	실행 중인 가상 컴퓨터의 리소스 모니터링 결과를 보여주는 Yosemite 알림 센터.

편리한 사용법
•	프로필 선택만으로 가상 컴퓨터를 완전하게 구성: 생산성, 게임, 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	다양한 방법으로 가상 컴퓨터 설정 가능. 새로운 가상 컴퓨터 마법사를 이용하거나 OS 이미지 파일을 Dock의 Parallels Desktop 아이콘으로 끌어가거나 Parallels Desktop 실행 중에 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	가상 컴퓨터에 Windows를 설치하면(Express 설치 모드) Mac의 모든 설정(시간대, 날짜, 숫자 형식, 통화, 키보드 레이아웃 등)이 전달됩니다.
•	NTFS 파티션 구성의 외장 드라이브를 연결하면, Windows 가상 컴퓨터에 연결해야 드라이브의 파일을 읽고 쓸 수 있다는 메시지가 Parallels Desktop에 표시됩니다.
•	Dock의 가상 컴퓨터 창으로 파일을 끌어 가서 가상 컴퓨터에서 파일을 엽니다.
•	Facebook이나 Google Plus를 이용해 Parallels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Parallels Desktop을 등록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고 계정에 인증 키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이제 GPT 파티션 구성의 EFI 기반 Windows PC를 가상 컴퓨터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Mac과 통합
•	가상 컴퓨터의 편집 메뉴를 사용하여 Windows에서 OS X 특수 문자를 삽입합니다.
•	Windows 8 시작 화면 형태는 OS X Launchpad와 유사합니다. Windows 8 시작 화면 앱이 OS X 바탕 화면에 표시됩니다.
•	받은 편지함의 읽지 않은 이메일 개수가 Dock의 Microsoft Outlook 아이콘 배지에 표시됩니다.
•	Internet Explorer의 오른쪽 클릭 메뉴나 공유 아이콘을 통해 Mac에서 설정한 계정(Facebook, Twitter, Flickr, Vimeo 등)으로 Windows의 항목들을 공유합니다.
•	OS X 호스트 컴퓨터에서 OS X 가상 컴퓨터로 파일을 끌어갑니다.
•	iCloud, Dropbox, Google Drive에서 Windows Microsoft Office 앱 파일을 열거나 공유합니다.
•	동시 실행 모드에서 Windows 응용 프로그램의 OS X메뉴를 관리하고 편집합니다.
•	동시 실행할 경우 화면이 깨져서 표시되었던 일부 Windows 응용 프로그램의 동시 실행 모드가 개선되었습니다.
•	“Windows 탐색기에 표시” 오른쪽 클릭 메뉴를 이용해 Finder에서 파일을 엽니다.

유용성
•	새로운 디스크 공간 확보 마법사가 스냅샷과 가상 컴퓨터 상태 관리, 불필요하게 캐시된 Parallels Desktop 파일 제거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	실시간 가상 디스크 최적화. 더 이상 가상 컴퓨터의 가상 디스크를 수동으로 압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업하는 동안 자동으로 압축되며 가상 컴퓨터는 항상 실제로 필요한 하드 디스크 공간만 확보합니다. 
•	다중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경우, Windows 시작 화면은 디스플레이에서 이 화면을 연 위치에 표시됩니다.
•	가상 컴퓨터에서 새로운 스위스 독일어 Apple 키보드 레이아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Mac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가상 컴퓨터를 전환하려는 경우, 현재 사용중인 세션의 데이터 손실을 막기 위해 전환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OS X에서와 마찬가지로 Windows 가상 컴퓨터에서 cmd+Backspace 키를 눌러 선택한 파일을 삭제합니다.
•	새로운 가상 컴퓨터를 설치하기 위해 선택한 위치에서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과 필요한 디스크 공간을 확인합니다.
•	가상 컴퓨터에 Windows Updates가 설치되는 동안 전체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Parallels Desktop에 설치가 진행 중이라는 알림이 표시됩니다.
•	바탕 화면에 Windows 응용 프로그램의 바로 가기가 만들어진 경우, 이 바로 가기가 OS X 바탕화면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성능
•	이제 가상 컴퓨터에서 최대 2GB의 비디오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제 가상 컴퓨터에서 최대 16개의 CPU 코어, 64GB RAM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신 OS로 새롭게 만든 가상 컴퓨터에는 성능 향상을 위해 기본적으로 두 개의 CPU가 할당됩니다.
•	동시 실행 모드에서 원활한 창 이동
•	Windows 문서 열기 속도 48% 향상.
•	배터리 수명 최대 30% 연장.
•	가상 컴퓨터의 Mac 메모리 사용량 최대 10% 감소.
•	Windows 시작/종료 속도 20% 향상.
•	Parallels Desktop 설치 패키지 크기 30% 감소로 설치 속도 향상 및 업데이트 다운로드 크기 감소
•	Thunderbolt 외부 장치의 속도 향상 및 2TB 디스크 지원.
•	스냅샷 속도 60% 향상.

고급 기능
•	버튼이 3개 이상인 마우스의 버튼을 사용자 정의하면 Windows 응용 프로그램에 적용되며,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가상 컴퓨터 마법사에서 Internet Explorer 어플라이언스를 다운로드하여 평가합니다. 다른 Internet Explorer 버전에서 웹사이트나 앱을 테스트합니다.
•	디스크 공간 효율성을 고려하여 쉽고 빠르게 가상 머신을 복제합니다.
•	Vagrant 사용자는 CLI와 텍스트 구성 파일을 이용하여 가상 컴퓨터를 자동으로 설치하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	VMCS 섀도잉 지원으로 중첩 VT-x 성능이 강화되었습니다.
•	이제 편리하게 Microsoft 가상 컴퓨터를 가져오고 VirtualBox 가상 디스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동시에 여러 개의 가상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가상 컴퓨터에 Dock 아이콘이 있어 command와 Tab키를 동시에 사용해서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게임
•	게임 마우스(버튼이 3개 이상) 즉시 사용 가능.
•	가상 컴퓨터용 게임 프로필 제공으로 최고의 게임 환경 조성. 
•	Windows 가상 컴퓨터에서 게임 플레이 중 자동 감마 보정. 

Linux 
•	이제 Linux용 Parallels Tools에 자동 업데이트가 제공됩니다.
•	이제 Linux에서 iCloud, Google Drive, DropBox 공유 폴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Linux 게스트의 네트워크 대기 시간이 300% 개선되었습니다.
•	가상 컴퓨터 하드웨어 구성에서 “중첩 가상화 사용”을 선택하면 KVM 또는 Xen을 이용하여 Mac에 사용할 Linux 가상화 솔루션을 테스트하고 개발할 수 있습니다.
•	이제 Mac에 연결된 프린터를 Linux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재부팅 후에도 Window 보기 모드에서 Linux 가상 컴퓨터의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유지됩니다.

Mac Enterprise Edition 전용 Parallels Desktop
•	장치 종류(외부 디스크, 카메라, 스마트 카드 등)에 따라 가상 컴퓨터 USB 장치 정책을 관리합니다.
•	관리자는 Parallel Desktop 제어 센터의 위쪽 막대를 엔드포인트 Mac에 설치된 Parallel Desktop Enterprise에 제공되는 내용 중 원하는 항목으로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	가상 컴퓨터에 자산 ID를 부여합니다.
•	Mac 컴퓨터 또는 Parallels Desktop이 시작할 때 가상 컴퓨터 시작 지연이 시작되도록 구성합니다.
•	OS X 가상 컴퓨터용 FileVault 2 지원.
•	OS X 가상 컴퓨터용 NetBoot 지원.

시스템 사양

하드웨어:
Intel Core 2 Duo, Core i3, Core i5, Core i7 또는 Xeon 프로세서를 탑재한 Mac 컴퓨터 (Core Solo와 Core Duo 프로세서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음) 
최소 2GB 메모리(4GB 권장)
Parallels Desktop 설치를 위해 부트 볼륨(Macintosh HD)에 약 850MB 디스크 공간 
각 가상 컴퓨터를 위한 약 15GB 디스크 공간 
성능 향상을 위한 SSD(플래시 저장장치) 권장.

소프트웨어:
OS X Mavericks 10.9.4 이상
Mac OS X Mountain Lion 10.8.5 이상
Mac OS X Lion 10.7.6 이상
64 bit 커널 (자세한 내용은 http://support.apple.com/kb/HT37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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