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rallels Desktop 12 for Mac의�새로운�기능� 

Parallels Desktop 12 for Mac은�재부팅�없이�Mac에서�Windows를�실행하는�가장�간단하고�강력한�
솔루션입니다. 자세한�내용은�Parallels Desktop 12 for Mac 문서를�참조하십시오. 
http://www.parallels.com/products/desktop/resources/ 

 

업데이트�정보 

 

이번�Parallels Desktop 12 for Mac 12.0.1(41296) 업데이트로�전반적인�안정성�및�성능�문제가�
해결되었으며�다음과�같은�사항들이�수정되었습니다. 

• 가상�컴퓨터가�블랙�스크린으로�부팅되는�문제�해결 

• Parallels Desktop 12 for Mac으로�업그레이드�후�Dock에서�Windows 응용프로그램이�사라지는�
문제를�해결했습니다. 이미�업그레이드를�완료했으며�앱이�사라진�경우, Windows에서�앱을�다시�
실행하면�Dock에�다시�표시됩니다. 그런�다음�깨진�앱�아이콘을�Dock에서�삭제하십시오. 

• Parallels Desktop for Mac 업데이트�설치�후�파일�연결이�유지되지�않는�문제�해결(누락된�연결은�다시�
생성해야�함) 

• 외부�디스플레이�연결�또는�연결�해제�후�가상�컴퓨터가�충돌하는�문제�해결 

• Mac에서�공유된�프린터를�사용하여�Windows에서�인쇄할�때�발생하는�문제�해결 

• Windows에서�마우스�선택�상태가�해제되어�Mac에서도�클릭이�풀리는�우발적인�문제�해결 

• Windows 10에서�반복적으로�기본�브라우저를�설정할지�확인하여�Windows에서�보낸�URL을�Mac에서�
열도록�하는�설정을�유지하지�못하는�문제�해결 

• Parallels Tools가�4.7 커널의�Linux 가상�시스템에�설치되지�않는�문제�해결 

• Linux 공유�폴더�드라이버의�메모리�누수�문제�해결 

 

Parallels Desktop 12 for Mac의�새로운�기능 

 

성능 

• 최대�90% 더�빠른�스냅샷�생성 

• 최대�60% 더�빠른�가상�컴퓨터�일시�중단 

• 최대�25% 더�빠른�공유�폴더�성능 

• 최대�10% 배터리�수명�향상 



• Mac에서�사용�가능한�메모리가�부족한�경우�가상�컴퓨터�응답�성능이�향상되었습니다. 

• 더�나은�성능을�위해, Windows가�유휴�상태이고�사용자가�OS X에서�작업�중인�경우, Windows에서�
리소스를�많이�사용하는�유지관리�작업을�실행하지�않습니다. 

 

Windows 10 

• Windows 10에서�업데이트�다운로드�및�설치와�같은�유지관리가�수행되는�때를�예약하십시오. 

 

생산성 

• Dock에서�Windows 앱�설정�가능한�새�옵션: Mac을�활성화�상태로�유지, 나머지�컴퓨터는�항상�숨기기, 
방해�금지�사용, 전체�화면�모드로�시작. 

• Windows Office 앱(Excel, Word, PowerPoint)을�사용하여�Mac 브라우저에서�Microsoft Office 온라인�
문서를�여는�기능. 

• 더�빠른�첨부�파일: Windows용�파일�탐색기와�Outlook 2016의�최근�파일�목록에는�Mac에서�최근에�
열었거나�편집했거나�다운로드했던�파일이�표시됩니다. 

• 가상�컴퓨터를�백그라운드에서�실행하여�필요할�때�수�초�내에�준비시키는�새�모드. 

 

기타�새로운�기능 

• 매번�변경될�때마다�전체�가상�컴퓨터와�변경�사항을�다시�저장할�필요�없이�가상�컴퓨터에�대한�변경�
사항을�백업할�수�있는�Acronis True Image의�1년, 500GB 클라우드�백업�저장소 

• Dock의�Parallels Desktop 아이콘�없이�동시�실행�모드에서�가상�컴퓨터를�실행할�수�있는�기능. 

• Retina 디스플레이: Windows 10 가상�컴퓨터를�크기�변경해도�텍스트와�아이콘의�적당한�크기를�
유지합니다. 

• Retina 디스플레이: 외부�디스플레이가�연결된�Mac 노트북에서�Windows 10을�사용하는�경우, 각�
디스플레이에�대해�독립적인�화면�해상도를�설정할�수�있습니다. 

• Edge 및�Internet Explorer 비밀번호를�Mac Keychain에�저장하는�옵션.. 

• OS X 가상�컴퓨터에�대한�Retina 해상도�지원. 

 

일반적인�개선�사항 

• 제어�센터의�가상�컴퓨터�미리보기에서�동시�실행�및�"재생" 제어로�가상�컴퓨터를�시작하거나�다시�
시작하는�경우�업데이트된�화면을�포함하여�종료, 대기, 일시�중지�상태의�가상�컴퓨터에�대한�
새로운�디자인. 

• Mac 데스크탑�및�Finder에�있는�.exe 파일에�대한�기본�모양. 



• 전체�화면�모드에서�가상�컴퓨터의�완벽한�기능을�갖춘�도구�모음. 

 

Parallels Toolbox for Mac 

Parallels Desktop 12 for Mac 및�Pro Edition의�Parallels Toolbox 기능이�설정�사용자�지정이�필요�없는�
간단한�단일�기능�도구를�사용하여�Mac에서�20가지의�일반적인�작업을�간편하게�실행할�수�있도록�
합니다. Pro Edition 또는�독립형�Parallels Toolbox for Mac 서브스크립션을�사용하여, 추가�도구를�몇�달�
간격으로�사용할�수�있게�되어�생활이�더욱�편리해집니다. 초기�도구에는�다음이�포함됩니다. 

• 오디오�및�비디오�관리: 오디오�녹화, 마이크�음소거, 비디오�다운로더�및�비디오�컨버터. 

• 간편해진�스크린샷: 캡처�영역, 창�또는�화면. 

• 화면�녹화: 레코드�영역, 창�또는�화면. 

• 시간�관리: 알람, 타이머, 날짜�카운트다운�및�스톱워치. 

• 안정, 생산성�및�개인정보: 방해�금지, 대기�모드�금지, 바탕화면�숨기기�아이콘�및�잠금�화면. 

• 압축: 압축�및�압축�해제. 

 

Parallels Desktop 12 for Mac Pro Edition 

Standard Edition의�모든�기능�외에�다음의�추가�기능을�포함합니다. 

• 최대�25% 더�빠른�공유�폴더의�Visual Studio 프로젝트�컴파일 

• 여러�가상�컴퓨터에서�작업을�실행하려면�가상�컴퓨터�디스크�I/O 속도, CPU 사용�및�대역폭을�
제한하십시오. 

• 디스크�공간이�부족한�경우에도�가상�컴퓨터�압축. 

• 가상�컴퓨터에서�네트워크�관련�앱을�테스트하기�위해�미리�정의된�프로필�100% 손실, 3G, DSL. 
EDGE, 네트워크�상태�불량, Wi-Fi. 

• 공유�폴더에�대한�새�고급�설정: 

• /etc/resolver/에�대한�지원�- VPN에�있는�경우�지정된�영역에�대해�네임�서버�설정. 

• Windows 10 가상�컴퓨터의�보안�부팅�표준�지원. 

• Apple Hypervisor 엔진�지원. 

• 가상�컴퓨터�제목�표시줄에서�기본으로�제공되는�Windows 유틸리티에�빠른�액세스. 

 

시스템�사양 

• OS X Yosemite 10.10.5, OS X El Capitan 10.11.5 이상, mac OS Sierra 10.12를�실행하는�Mac 



컴퓨터. 

• 4GB 메모리(8GB 권장) 

• Parallels Desktop 설치를�위해�부트�볼륨(Macintosh HD)에�850MB 디스크�공간. 

• 가상�컴퓨터를�위한�추가�디스크�공간(성능�향상을�위해�SSD 드라이브�권장). 

 

저작권�고지 

Copyright 1999-2016 by Parallels IP Holdings GmbH and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이�제품은�미국�및�국제�저작권법의�보호를�받습니다. 본 제품에 사용된 기술, 특허 및 상표는 
http://www.parallels.com/trademarks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Microsoft, Windows, Windows Server, Windows NT, Windows Vista 및�MS-DOS는�Microsoft 
Corporation의�등록�상표입니다. 

Linux는�Linus Torvalds의�등록�상표입니다. 

Apple, Mac 및�Mac OS는�Apple Inc.의�상표입니다. 

기타�본�문서에�언급된�마크나�이름은�각�소유�업체의�상표일�수�있습니다. 

연락처�정보 

제품�웹사이트: http://www.parallel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