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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Mac과 PC 중 무엇을 선택할지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Mac에서 macOS와 Windows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Parallels Desktop이기 때문입니다. 

본 가이드를 활용하여 Parallels Desktop 13 for Mac을 빠르게 설치하고 사용해 보십시오. 

 

구성 내용 

기능.................................................................... 5 

시작하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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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s Desktop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능 

Parallels Desktop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스템을 다시 시작할 필요 없이 macOS 응용프로그램과 Windows 응용프로그램을 나란히 

열 수 있습니다. 

• Mac과 Windows 응용프로그램 사이에서 텍스트를 복사해 붙여 넣거나 개체를 드래그 앤 

드롭할 수 있습니다. 

• Windows 게임과 기타 3D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PC에서 모든 데이터를 전송해 Mac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Windows와 Mac 사이에서 파일, 장치 및 기타 리소스를 간편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 Windows 시험판, Linux, 다른 macOS 복사본, 무료 가상 어플라이언스 등과 같은 다른 

운영 체제를 설치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시작 

다음 몇 가지 단계만 거치면 Mac에서 Windows 응용프로그램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가이드에서는 Windows를 중심으로 설명하지만, Parallels Desktop은 다양한 Linux 운영 

체제, 다른 버전의 macOS 등도 지원합니다. 

1단계: Parallels Desktop을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Parallels Desktop을 인증해야 

합니다(9페이지). 

2단계: 가상 컴퓨터에 Windows를 설치합니다. 가상 컴퓨터에 Windows(또는 다른 운영 

체제)를 설치하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Microsoft에서 Windows 10 다운로드 및 설치(13페이지) 

• Windows 설치 파일이 있는 ISO 이미지 파일, DVD 디스크 또는 USB 썸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Windows 설치(14페이지) 

• Windows가 설치된 실제 컴퓨터를 가상 컴퓨터로 전송(16페이지) 

• 이전 버전의 Parallels Desktop에서 만든 가상 컴퓨터 사용 또는 타사 가상 

컴퓨터(VMware 또는 Virtual Box)을 Parallels 형식으로 변환(16페이지) 

• Boot Camp 파티션에서 Windows 사용(17페이지) 

• 이미 사전 설치된 가상 컴퓨터 다운로드(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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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s Desktop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단계: Windows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이 단계들은 한 번씩만 수행하면 됩니다. 이제 아무 때나 Mac에서 Windows 응용프로그램을 

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의 지침에 따라 Parallels Desktop을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하십시오. 

참고: Parallels Desktop 13은 패키지 버전으로 구입하거나 Parallels 웹사이트에서 구입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구성 내용 

필요 사항............................................................... 7 

Parallels Desktop 설치.................................................. 8 

Parallels Desktop 업그레이드............................................ 11 

 
 

필요 사항 

Parallels Desktop 13 for Mac을 설치 및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필요합니다. 

• 다음과 같은 사양의 Mac 컴퓨터 

• Intel Core 2 Duo, Core i3, Core i5, Core i7, Intel Core M 또는 Xeon 프로세서를 

탑재한 Mac 컴퓨터 

• 최소 4GB의 RAM(8GB 권장) 

• Parallels Desktop 설치를 위해 부트 볼륨(macOS가 설치되어 있는 볼륨)에 여유 

공간이 850 MB 이상 필요 

• 각 가상 컴퓨터 및 응용프로그램을 위한 충분한 가용 디스크 공간(각 Windows 설치에 

최소 15GB 필요) 

• macOS High Sierra 10.13(사용 가능한 경우), macOS Sierra 10.12 이상, OS X El 

Capitan 10.11.5 이상, OS X Yosemite 10.10.5 이상 

컴퓨터의 프로세서, 메모리 macOS 버전을 확인하려면 Apple 메뉴 > 이 Mac에 

관하여를 선택하십시오. 

• 제품 인증, 일부 기능 및 온라인 업데이트를 이용하려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장  

Parallels Desktop 설치 또는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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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s Desktop 설치 또는 업그레이드 

 

• 다음 중 하나 

• Windows 설치 미디어 

참고: Windows가 없으면 Parallels Desktop에서 Windows 10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 Parallels Desktop에서 지원하는 Ubuntu, Fedora 또는 기타 Linux 운영 체제와 같은 

무료로 사용 가능한 운영 체제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기 위한 인터넷 연결 

• macOS의 게스트 버전으로 가상 컴퓨터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macOS 복구 

파티션 

• 가상 컴퓨터로 전송하여 Mac에서 macOS와 함께 사용할 Windows 컴퓨터 

• Boot Camp 기반 가상 컴퓨터를 만들기 위한 Windows가 설치된 Boot Camp 파티션 

Mac과 함께 사용하도록 Parallels Desktop이 지원하는 운영 체제 목록은 지원되는 

게스트 운영 체제를 참조하거나 http://www.parallels.com/products/desktop/system-

requirement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arallels Desktop 설치 

다음과 같은 쉽고 간단한 단계에 따라 Parallels Desktop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1 최신 버전의 macOS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Parallels 웹사이트에서 Parallels Desktop을 다운로드한 경우, 주로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디스크 이미지 파일을 두 번 클릭합니다. 

 

참고: 위에 표시된 빌드 번호는 예를 든 것뿐입니다. 이미지 파일의 번호는 스크린샷의 번호와 

다릅니다. 

• USB 썸 드라이브에 제공되는 패키지형 Parallels Desktop을 구입한 경우 드라이브를 

Mac에 연결하고 열어 디스크 이미지 파일을 두 번 클릭합니다. 

• 설치 파일 링크가 포함된 패키지형을 구입한 경우 웹 브라우저에서 링크를 열고 

Parallels Desktop을 다운로드한 다음 디스크 이미지 파일을 두 번 클릭합니다. 

• 설치 디스크가 포함된 패키지형을 구입한 경우 설치 디스크를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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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s Desktop 설치 또는 업그레이드 

 

참고: Mac에 DVD-ROM이 장착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제품 상자에 표시된 다운로드 링크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Parallels Desktop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설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한 후 화면 지시사항을 따라 Parallels Desktop을 설치합니다. 
 

Parallels Desktop 인증 

Parallels Desktop을 설치한 후에는 Parallels에 로그인하고 Parallels Desktop 사본을 

인증해야 합니다.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참고: 경우에 따라 Parallels Desktop 설치 직후와 가상 컴퓨터를 처음 시작한 후에 Parallels에 

로그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1 메시지가 나타나면 Parallels에 로그인합니다. 

 

• Parallels 계정이 없는 경우 이메일을 입력하고 새 사용자입니다.를 선택한 다음 

계정 생성을 클릭하고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 Parallels 계정이 있으면 이 계정과 연결된 이메일을 입력하고 비밀번호가 

있습니다.를 선택한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 Facebook 또는 Google을 사용하여 로그인할 수도 있습니다. 

2 로그인하면 평가판 체험 기간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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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s Desktop 설치 또는 업그레이드 

 

Parallels Desktop을 구입했고 인증 키가 있는 경우 다음 화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이 나타나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Parallels Desktop을 인증하려면 키를 입력하고 인증을 클릭합니다. 

• Parallels Desktop을 14일간 무료로 인증하려면 14일 무료 체험을 클릭합니다. 

3 Parallels Desktop이 인증되면 가상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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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s Desktop 설치 또는 업그레이드 

 

평가판 체험 기간을 사용 중인 경우 언제든 남은 일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macOS 메뉴 막대에서 Parallels 아이콘 을 클릭하거나 Dock의 Parallels Desktop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계정 및 라이선스를 선택합니다. 다음 창이 

나타납니다. 

 

내 라이센스 창에서 Parallels Desktop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구입을 클릭하고 

화면의 지침을 따릅니다. 
 

Parallels Desktop 업그레이드 

Parallels Desktop 11 또는 12를 이용하고 있다면 다음 단계에 따라 Parallels Desktop 

13으로 업그레이드하십시오. 

1 아직 하지 않은 경우 Parallels 온라인 

스토어(http://www.parallels.com/buyonline)에서 "Parallels Desktop 13 for Mac 

업그레이드"를 구입하고 다운로드합니다.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로 제품 인증 키가 발송됩니다. 

2 Parallels Desktop이 열리면 Parallels Desktop을 종료합니다. 

3 지침에 따라 Parallels Desktop 13을 설치합니다. Parallels Desktop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설치 도중, Parallels Desktop 이전 버전은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4 Parallels Desktop을 열고 업그레이드 제품 인증 키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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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s Desktop 설치 또는 업그레이드 

 

Parallels Desktop 평가판을 사용하고 있거나 이전 버전을 구입했지만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버전의 전체 키 또는 업그레이드 키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참고: Parallels Desktop 2, 3, 4, 5, 6, 7, 8, 9 또는 10에서 업그레이드하려면 Parallels 

Desktop 13을 소매가로 구입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 

Parallels Desktop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http://www.parallels.com/products/desktop/support/에서 문제 해결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Mac에서 Windows를 작동시키는 몇 가 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Microsoft에서 Windows 10 다운로드 및 설치(13페이지) 

• 이미지 파일, DVD 디스크 또는 USB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Windows 설치(14페이지) 

• Windows PC에서 Windows 가져오기(16페이지) 

• Parallels Desktop이전 버전이나 기타 가상화 소프트웨어에서 Windows 

가져오기(16페이지) 

• Boot Camp 파티션에서 Windows 사용(17페이지) 

• 사전 설치된 가상 컴퓨터 다운로드(18페이지) 

구성 내용 

Microsoft에서 Windows 10 다운로드 및 설치............................... 13 

이미지 파일, DVD 디스크 또는 USB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Windows 설치....... 14 

PC에서 Windows 가져오기................................................. 16 

이전 Parallels Desktop이나 기타 가상화 응용프로그램에서 가져오기........ 16 

Parallels Desktop과 Boot Camp를 함께 사용............................... 17 

사전 설치된 가상 컴퓨터 다운로드 및 사용................................ 18 

 
 

Microsoft에서 Windows 10 다운로드 및 설치 

Windows 10이 아직 없는 경우 Parallels Desktop을 통해 Microsoft 스토어에서 Windows 

10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는 Windows 10 라이선스 키가 있지만 설치 파일이 없는 경우 

Parallels Desktop에서 Windows 10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Windows 10을 구입하거나 다운로드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macOS 메뉴 막대에서 Parallels 아이콘 을 클릭하거나 Dock의 Parallels Desktop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로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2 Microsoft에서 Windows 10 다운로드를 선택하고 계속을 클릭합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3장  

Windows 설치 또는 가져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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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설치 또는 가져오기 

 

• Windows 10을 다운로드해야 하는 경우 Windows 10 다운로드를 선택하고 계속을 

클릭하고 화면의 지침을 따릅니다. 

• Windows 10을 구입하려면 버전을 선택하고 계속을 클릭한 다음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이미지 파일, DVD 디스크 또는 USB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Windows 설치 

Winidows 설치 소스(DVD 디스크, 이미지 파일 또는 USB)와 유효한 Windows 제품 키가 있는 

경우, Mac에 Windows를 설치해 Parallels Desktop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Windows 설치 방법 

1 응용프로그램 폴더에서 Parallels Desktop을 열고 파일 > 새로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2 Windows 설치 디스크가 있는 경우 DVD 드라이브에 삽입합니다. Windows가 들어 있는 USB 

저장소가 있는 경우 저장소를 Mac에 연결합니다. 

3 DVD 또는 이미지 파일에서 Windows 또는 기타 운영 체제 설치하기를 클릭합니다. 

4 Parallels Desktop이 스캔을 수행하고 설치 가능한 운영 체제 목록을 보여 줍니다. 

설치할 Windows 버전을 선택하고 계속을 클릭한 후 6단계로 이동합니다. 

5 4단계에서 Windows 설치 소스가 자동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찾기를 

클릭하여 설치할 운영 체제를 수동으로 검색합니다. 다음 소스들로부터 운영 체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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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VD: Windows DVD가 있는 경우 DVD 드라이브에 삽입합니다. Windows가 발견되면 

계속을 클릭합니다. Mac에 DVD 드라이브가 없다면, Apple SuperDrive를 사용하거나 

Remote Disc를 통해 또 다른 Mac의 DVD 드라이브를 사용하거나 디스크에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이미지 파일: Windows 이미지 파일이 있는 경우, 이미지 파일을 클릭하고 해당 

이미지를 설치 도우미 창으로 드래그합니다. Windows가 발견되면 계속을 클릭합니다. 

• USB 드라이브: Windows가 들어 있는 부팅 가능 USB 설치 관리자가 있는 경우, USB 

드라이브를 클릭하고 해당 드라이브를 Mac에 연결합니다. Windows가 발견되면 계속을 

클릭합니다. 

참고: Parallels Desktop은 일부 운영 체제(예: 이전 Linux 배포)를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운영 체제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계속을 클릭하고 수동으로 

해당 운영 체제를 선택한 다음(목록에 없는 경우 기타 선택) 화면 상의 지침을 따릅니다. 

6 주로 Windows를 사용할 대상을 선택합니다. 이 설정은 사용자의 필요에 맞게 

조정됩니다. 

7 위치 메뉴에서 Windows를 저장할 위치를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Parallels Desktop은 /사용자/<사용자 이름>/Parallels 폴더에 Windows를 

저장합니다. 

8 경험이 많은 사용자의 경우 - Windows가 사용할 메모리의 양이나 Parallels Desktop을 

열 때 자동으로 시작되게 할 것인지 등 몇 가지 사항을 미리 설정하려면,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Parallels Desktop을 열어 사용자 지정 설정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설정은 운영 체제를 설치한 다음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9 생성을 클릭합니다. 

Windows가 설치됩니다. 

Windows가 설치되면 Windows 응용프로그램을 열거나 제어 센터의 전원 버튼을 클릭하여 

Windows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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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에서 Windows 가져오기 

Windows PC에서 Windows를 Mac의 Parallels Desktop으로 가져와 Windows 응용프로그램, 

파일, 데이터를 macOS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나 외부 저장소 장치를 이용해 Windows 및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Windows PC에서 Windows 및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 

1 Parallels Desktop 설치 DVD를 Windows PC의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에 삽입합니다. 

Parallels Transporter Agent 소프트웨어 설치가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 해당 

디스크에서 Parallels Transporter Agent.exe 파일을 찾아 두 번 클릭합니다.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면, Parallels Transporter에서 이용 가능한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용 가능한 업데이트가 있는 경우, 새 버전 다운로드 

및 설치를 클릭합니다. 

참고: Parallels Transporter Agent for Windows는 

http://www.parallels.com/download/desktop/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화면 상의 지침에 따라 Parallels Transporter Agent를 설치합니다. 

3 Mac 상의 응용프로그램 폴더에서 Parallels Desktop을 열고, 파일 > 새로 만들기를 

선택한 다음, PC에서 Windows 마이그레이션을 클릭합니다. 

4 원하는 데이터 전송 방식을 선택하고 화면의 지침을 따릅니다. 

Parallels Desktop 화면 도움말(응용프로그램 폴더에서 Parallels Desktop을 열고 도움말 > 

Parallels Desktop 도움말 선택)에서 다른 컴퓨터의 데이터 전송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전 Parallels Desktop이나 기타 가상화 

응용프로그램에서 가져오기 

Parallels Desktop 13 for Mac에서는 Parallels Desktop 이전 버전뿐만 아니라 VMware 

Fusion, VirtualBox 등을 사용해 설치한 Window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응용프로그램 폴더에서 Parallels Desktop을 열고, 파일 > 열기를 선택합니다. 

2 가져오려는 Windows 데이터 파일을 선택한 다음, 열기를 클릭합니다. 

• Parallels Desktop 데이터 파일(확장자: .pvm) 

• VMware 파일(확장자: .v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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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rtualBox 파일(확장자: .vbox) 

이러한 파일을 제어 센터로 드래그하여 Parallels Desktop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3 Windows를 시작합니다. 
 

Parallels Desktop과 Boot Camp를 함께 사용 

Boot Camp는 Mac을 Windows로 시작할 수 있는 macOS의 기능입니다. Windows 10 또는 Boot 

Camp에서 지원하는 다른 Windows 버전을 이미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해 Parallels Desktop을 Boot Camp와 함께 작동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Boot Camp 파티션에서 Windows를 실행하도록 Parallels Desktop을 설정: macOS에서 

작업할 때나 Boot Camp를 이용해 Mac을 Windows로 작동시킬 때 Windows 

응용프로그램에서 변경한 내용은 양쪽 모두에 반영됩니다. 

Boot Camp로 Windows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제약이 따릅니다. 

• 스냅샷으로 저장할 수 없음 

• 되돌리기 모드로 실행할 수 없음 

• 압축할 수 없음 

• 가상 컴퓨터 하드 디스크의 크기를 변경할 수 없음 

• Boot Camp에서 Parallels Desktop으로 Windows와 데이터 가져오기: Parallels 

Desktop에서 실행되는 Windows에는 위와 같은 제약이 없습니다. Boot Camp와 Parallels 

Desktop은 별개이며, macOS에서 작업하는 중에 Windows 응용프로그램에서 변경하는 

내용은 Boot Camp를 이용해 Mac을 Windows로 작동시켰을 때 반영되지 않습니다. 

Boot Camp 파티션에서 Windows를 실행하도록 Parallels Desktop을 설정 

1 응용프로그램 폴더에서 Parallels Desktop을 열고 파일 > 새로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2 Boot Camp를 클릭한 다음, 화면 상의 지침을 따릅니다. 

Boot Camp에서 Parallels Desktop으로 Windows와 데이터 가져오기 

1 위 단계에서 설명한 대로 Boot Camp를 사용하도록 Parallels Desktop을 설정합니다. 

2 제어 센터에서 Windows의 Boot Camp 버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Ctrl 

클릭)하고 Boot Camp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3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4 Windows와 데이터를 저장할 위치를 찾아 선택을 클릭합니다. 

Boot Camp에서 Windows와 모든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Boot Camp Windows 설치 원본은 

계속해서 Parallels Desktop과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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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설치된 가상 컴퓨터 다운로드 및 사용 

운영 체제를 설치할 시간이 없거나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 사전 설치된 가상 컴퓨터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Ubuntu, Fedora, CentOS, Android, Linux Mint 및 기타 

시스템이 설치된 가상 컴퓨터입니다. 

이러한 가상 컴퓨터를 다운로드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macOS 메뉴 막대에서 Parallels 아이콘 을 클릭하거나 Dock의 Parallels Desktop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로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2 무료 시스템 섹션에서 원하는 가상 컴퓨터를 선택하고 계속을 클릭한 다음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가상 컴퓨터가 다운로드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macOS와 Windows를 함께 사용하는 것에 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성 내용 

Windows 응용프로그램 열기............................................... 19 

Windows 응용프로그램 설치............................................... 22 

 
 

Windows 응용프로그램 열기 

Windows 응용프로그램을 여는 것은 일반 Mac 응용프로그램을 여는 것처럼 쉽습니다. 

Windows 응용프로그램을 여는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Dock의 Windows 응용프로그램 폴더에서 열기 

• Windows 시작 메뉴에서 열기 

• Dock에서 열기 

• 스포트라이트 검색을 이용해 열기 

• Launchpad를 사용해 열기 

참고: 모든 Windows 응용프로그램 아이콘은 아이콘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Parallels Desktop 

기호 로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Windows 응용프로그램 폴더 

이 폴더는 macOS Dock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Windows 응용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합니다. 

응용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하면 여기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4장  

Windows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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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폴더는 Parallels Tools 설치 후에 Dock에 나타납니다. 

 

Windows 시작 메뉴 

시작 메뉴에서 Windows 응용프로그램을 여는 방법(동시 실행 모드에서만)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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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 막대에서 Parallels 아이콘 을 클릭하고 Windows 시작 메뉴를 선택합니다. 

 

• Windows가 전체 화면 또는 창 모드인 경우 평소처럼 시작 메뉴를 엽니다. 

참고: Parallels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2 원하는 응용프로그램을 클릭합니다. 

Dock의 응용프로그램 아이콘 

Windows 응용프로그램을 열면 해당 아이콘이 macOS에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응용프로그램을 닫으면 Dock에서 아이콘도 사라집니다. Dock에 응용프로그램 아이콘이 계속 

남아있게 하면 언제든지 해당 응용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열 수 있습니다. 

Dock에 Windows 응용프로그램의 아이콘이 계속 남아있게 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Dock에서 Windows 프로그램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거나 Ctrl 클릭하고 

단축키 메뉴에서 Dock에 계속 유지를 선택합니다. 

• Finder에서 응용프로그램 아이콘을 Dock로 드래그합니다. 

이제 언제든지 Dock에서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응용프로그램을 열 수 있습니다. 



22 

 

Windows 사용 

 

스포트라이트 

스포트라이트를 이용해 Windows 응용프로그램을 검색하고 열 수 있습니다. 

•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스포트라이트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키보드에서 커맨드-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그러고 나서 응용프로그램 이름을 입력하고 목록에서 

응용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Launchpad 

OS X Lion 또는 상위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면, Launchpad를 이용해 모든 Windows 

응용프로그램과 Mac 응용프로그램을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Dock에서 Launchpad 

아이콘을 클릭하고, 열고자 하는 macOS 응용프로그램을 클릭하면 됩니다. Windows 

응용프로그램을 열려면, Windows 폴더를 클릭한 다음 원하는 응용프로그램을 클릭합니다. 

Windows 응용프로그램을 Windows 폴더에서 기본 Launchpad 페이지로 이동하려면 원하는 

Windows 응용프로그램을 시작하고 Dock에서 해당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 한 

다음 Launchpad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Launchpad에서 Windows 응용프로그램을 제거하려면, 응용프로그램을 시작하고 Dock에서 

응용프로그램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Launchpad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Windows 응용프로그램 설치 

Windows PC에서와 마찬가지로 Mac에 Windows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Windows 스토어에서 응용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 

• 인터넷이나 네트워크에서 응용프로그램 또는 설치 파일 다운로드 

• 소프트웨어 설치 CD 또는 DVD 이용 

Windows 스토어에서 응용프로그램 설치 

1 Windows를 시작하고 Windows 스토어(스토어로 표시)를 엽니다. 

2 원하는 앱을 찾아보거나 검색한 다음 클릭하여 다운로드합니다.  

Windows 스토어에는 무료와 유료 앱이 모두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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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또는 네트워크에서 응용프로그램 설치 

• 응용프로그램 또는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해당 응용프로그램 원본의 지시를 

따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설치 파일을 실행해 화면 상의 지침을 따르거나 다운로드한 응용프로그램을 

열면 됩니다. 

CD나 DVD 설치 디스크에서 응용프로그램 설치 

1 Windows를 시작합니다. 

2 설치 디스크를 삽입합니다. 

Mac에 DVD 드라이브가 없다면, 외장 Apple SuperDrive를 사용하거나 Remote Disc를 통해 

또 다른 Mac의 DVD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대부분의 경우, AutoPlay 대화상자가 열립니다. 설치 프로그램 또는 설치 파일을 실행할 

옵션을 클릭한 다음, 화면 상의 지침을 따릅니다. 

 



 

 

Parallels Desktop for Mac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지침은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Parallels Desktop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Parallels Desktop 사용 설명서를 다운로드하는 방법 

1 Parallels Desktop에서 도움말 > 온라인 설명서를 선택합니다(인터넷 연결 필요). 

그러면 Parallels Desktop의 모든 매뉴얼에 액세스할 수 있는 웹 페이지가 열립니다. 

2 Parallels Desktop 사용 설명서 옆에 있는 PDF 링크를 클릭합니다. 

Parallels Desktop 사용 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Windows와 macOS가 함께 작동하는 방식 설정 

• 응용프로그램 및 파일 공유 

• 인터넷 활용 

• 장치 연결 

• 성능 최적화 

• 기타 

구성 내용 

추가 리소스............................................................. 24 

 
 

추가 리소스 

Parallels Desktop에 관한 추가 정보 및 도움말은 다음 리소스를 참조하십시오. 

• Parallels Desktop 도움말: Parallels Desktop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지침을 보시려면, Parallels Desktop을 열고, 도움말 > Parallels Desktop 

도움말을 선택하거나, 메뉴 막대에서 Parallels 아이콘 을 클릭하고 Parallels 

Desktop 도움말을 선택합니다. 

• Parallels 지원 웹사이트: Parallels 지원 웹사이트에는 제품 도움말 파일과 FAQ 섹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www.parallels.com/products/desktop/support/를 

참조하십시오.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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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llels 기술 자료: 이 온라인 리소스에는 Parallels Desktop 및 기타 Parallels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kb.parallels.com을 참조하십시오. 

• 온라인 설명서: 도움말 > 온라인 설명서를 선택하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Parallels 

Desktop과 Parallels Transporter에 대한 PDF 사용 설명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피드백 

• Parallels는 설명서를 보다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Parallels 

웹사이트(http://www.parallels.com/products/desktop/support/)에서 설명서 피드백 

양식을 사용해 의견을 제출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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