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rallels Desktop 13 for Mac 정보  

Parallels Desktop® 13 for Mac은 재부팅 없이 Mac®에서 Windows와 Windows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솔루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Parallels Desktop 13 for Mac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이 업데이트 정보 

이번 Parallels Desktop 13 for Mac 13.3.2(43368) 업데이트로 전반적인 안정성 및 성능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수정되고 개선되었습니다. 

• macOS 가상 컴퓨터에서 마우스 포인터가 움직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Windows에서 Mac 응용 프로그램에 검은색 아이콘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MacOS 10.14 Developer Preview 가상 컴퓨터에서 Parallels Tools 설치 후 검은색 화면이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러한 가상 컴퓨터가 있는 경우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이 업데이트를 설치합니다. 

 2) 가상 컴퓨터 창에 계속 검은색 화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제어 센터에서 

가상 컴퓨터의 실시간 미리 보기를 확인합니다. 로그인 화면이 표시되는 경우 암호 필드가 

있어야 할 검은색 창을 클릭하고 암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3) 그런 다음 Parallels Tools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고 가상 컴퓨터가 다시 시작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가상 컴퓨터 창에 macOS가 다시 

표시됩니다. 

• Coherence에서 작업한 후 그래픽 아티팩트를 남기는 Practice Perfect 앱 관련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존 문제: 

• macOS 가상 컴퓨터가 절전 모드 상태가 되면 macOS의 게스트 버전이 일시 중지됩니다. 그런 다음, 

가상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면 마우스 포인터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상 컴퓨터 창 크기를 조정하십시오. 

 

이전 업데이트 

 

Parallels Desktop 13 for Mac 13.3.1(43365) 

이번 Parallels Desktop 13 for Mac 13.3.1(43365) 업데이트로 전반적인 안정성 및 성능 문제가 

http://www.parallels.com/products/desktop/resources/
http://www.parallels.com/products/desktop/resources/


해결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수정되고 개선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개선 사항 

• 스크린샷 및 기타 파일을 기술 데이터 보고서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 MacBook 덮개를 닫았다가 연 후 가상 컴퓨터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백그라운드에 항상 준비됨" 옵션이 선택된 상태에서 가상 컴퓨터를 시작할 때 화면 새로 고침 

속도가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Dock에서 게스트 OS 응용프로그램을 시작한 후 Parallels Desktop 제어 센터가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Windows 지원 

• Parallels Tools가 Windows 10 Boot Camp 가상 컴퓨터에서 설치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Windows와 공유되는 iCloud에 앱 관련 폴더가 표시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Visual Studio 2013에서 시작된 응용프로그램의 아이콘이 Dock에 나타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Mac용 MS Word 2011에서 doc/docx 파일을 C:\ 드라이브에 읽기 전용 모드로만 저장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Boot Camp 파티션을 가상 컴퓨터에 두 번째 디스크로 추가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게스트 OS에서 공유 폴더에 액세스할 때 Windows가 멈추는 드문 문제를 해결합니다. 

• Google Chrome > Google Maps에서 특정 주소를 검색할 때 간혹 Windows 10이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Visual Studio에서 TwinCAT 3을 시작할 때 Windows가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Linux 지원 

• Ubuntu 18.04 지원 

• Parallels Tools 설치 후 Ubuntu 14.04가 시작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Linux 커널 4.15용으로 컴파일되지 않는 prl_eth 드라이버 문제를 해결합니다. 

• Parallels Tools가 Kali Linux 2018.1에 설치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Parallels Tools가 Red Hat 7.5에 설치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macOS 지원 

• macOS 10.8 및 10.9 가상 컴퓨터에서 iTunes가 예기치 않게 종료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macOS 10.13.3 가상 컴퓨터에서 Parallels Tools가 설치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절전 모드를 종료할 때 macOS 10.13.4 가상 시스템이 멈추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macOS 10.13.3 가상 시스템을 macOS 10.13.4로 업그레이드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Parallels Desktop 13 for Mac 13.3.0(43321) 

이번 Parallels Desktop 13 for Mac 13.3.0(43321) 업데이트로 전반적인 안정성 및 성능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수정되고 개선되었습니다. 

 

• 가상 컴퓨터에서 ~/§±£`ذ  기호가 올바르게 입력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 Windows 업데이트를 설치한 후 불균형하게 확장된 Windows 문제를 해결합니다. 

• Windows 전체 화면에서 감마 설정이 변경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Windows 10에서 "Command" 키를 누른 상태에서 + 기호를 누른 다음 "C"를 누른 후 의도되지 않은 

회색조 모드가 활성화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Windows 가상 컴퓨터에서 다음과 같은 비정기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 느린 로그인 

   - 응답 없는 시작 메뉴 

   - 일부 앱에서 키보드를 사용할 수 없음 

• Internet Explorer에서 숫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선택하여 호출할 때 

CTC(Click-to-Call) 기술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macOS High Sierra 가상 컴퓨터에서 Parallels Tools가 설치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별칭을 두 번 클릭한 후 가상 컴퓨터가 시작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Parallels Desktop 13.2.0에서 시작하지 않는 Boot Camp 기반의 가상 컴퓨터 문제를 해결합니다. 

• 가상 컴퓨터가 Thunderbolt 브리지에 브리지된 후 Mac이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비즈니스용 Skype에서 공유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Battlefield 3 응용프로그램에서 그래픽 아티팩트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Tekla Structures에서 이미지를 확대/축소할 때 그래픽 아티팩트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Mac에서 PaintShop Pro가 이미지를 열지 못하고, "다음 프로그램으로 열기" 메뉴에서 PaintShop 

Pro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Parallels Desktop Business Edition 전용 

• DeployStudio 또는 NetRestore를 사용하여 Parallels Desktop Business Edition을 배포할 때 

지연되는 활성화 문제를 해결합니다. 

 

Parallels Desktop 13 for Mac 13.2.0(43213) 

이번 Parallels Desktop 13 for Mac 13.2.0(43213) 업데이트로 전반적인 안정성 및 성능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수정되고 개선되었습니다. 

 

Windows 지원: 

• 두 번째 5K 모니터에서 전체 화면으로 실행 중인 가상 컴퓨터로 전환할 경우 마우스 응답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Microsoft Edge와 "영화 및 TV" 앱에서 비디오 재생이 느려지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Parallels Desktop 13으로 업그레이드한 후 Parallels Tools 업데이트가 완료되지 않고 

"\\Mac\Home\Desktop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가 표시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Parallels Desktop 13으로 업그레이드한 후 Internet Explorer 11을 시작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Parallels 키보드 레이아웃을 선택하면 Windows 10 네이티브 앱에서 Caps Lock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Windows Server 2016 Standard의 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통합: 

• Parallels Desktop이 시작된 후 FaceTime에서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Mac이 절전 모드에서 해제될 때 Windows에서 사운드 입력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Mac이 절전 모드에서 해제된 후 가상 컴퓨터가 일시 중지된 상태에서 다시 시작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가상 컴퓨터를 일시 중단한 후 다시 시작할 때 게스트 버전의 macOS 10.13에서 마우스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Boot Camp 지원: 

• 새로 생성한 Boot Camp 가상 컴퓨터를 시작할 때 "이 가상 컴퓨터에 운영 체제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가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Boot Camp 가상 컴퓨터가 부팅되지 않고 "SATA 드라이브 1에서 부팅하는 중"에서 고정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High Sierra가 설치된 Mac에서 Boot Vamp 가상 컴퓨터를 생성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Mac 2010 이전에서 Boot Camp 가상 컴퓨터를 만들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Fusion Drive가 있는 Mac에서 Boot Camp 가상 컴퓨터를 만들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영어 및 비영어 키보드 레이아웃 지원: 

 

영국 및 미국 키보드 레이아웃: 

• 영국 영어 키보드 레이아웃에서 §± 및 `~ 키가 뒤섞이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미국 - 국제 레이아웃을 선택한 경우 실제 키보드를 사용하여 §± 키를 입력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Windows와 macOS의 Dvorak 레이아웃이 다른 문제를 해결합니다. 

 

유럽 키보드 레이아웃: 

• 덴마크어, 핀란드어, 노르웨이어, 스웨덴어, 독일어(스위스) 및 프랑스어(스위스) 키보드 

레이아웃에서 “§”대신 ">"가 입력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 레이아웃에서 ctrl + '-'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네덜란드어 키보드 레이아웃에서 §± 및 `~ 키가 뒤섞이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Polish Pro 레이아웃에서 §£ 및 `~ 키의 결과가 잘못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포르투갈어(브라질) 키보드 레이아웃: 

• 포르투갈어(브라질) 키보드 레이아웃에서 §± 및 <> 키가 뒤섞이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ctrl+' ` '가 ctrl+'-' 대신 작동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랍어 키보드 레이아웃: 

• 아랍어 레이아웃을 선택하는 경우 § 및 ± 기호가 입력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ذ) • ) 대신 ()가 입력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Linux 지원: 

• Cent OS 7 가상 어플라이언스에서 네트워크 문제를 해결합니다. 

 

Parallels Desktop 13 for Mac 13.1.1(43120) 

이번 Parallels Desktop 13 for Mac 13.1.1(43120) 업데이트로 전반적인 안정성 및 성능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수정되고 개선되었습니다. 

• 게스트 버전의 macOS 10.13에서 USB 3.0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USB 설치 드라이브에서 가상 컴퓨터에 macOS를 설치하는 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가상 컴퓨터에 macOS 10.12 Sierra를 설치하는 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게스트 버전의 macOS 10.10/10.9/10.8/10.7에서 마우스 및 키보드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복구 파티션에서 macOS를 설치할 때 macOS 버전을 잘못 감지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가상 컴퓨터 창에 종종 나타나는 그래픽 아티팩트(무지개 모양) 문제를 해결합니다. 

• 가상 컴퓨터 구성에서 "중첩 가상화 사용"이 선택되고 Windows에서 "Hyper-V"를 사용하는 경우 

Windows 10이 부팅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설치 후 응용프로그램 폴더에서 Parallels Desktop 앱 아이콘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Parallels Desktop 13 for Mac 13.1.0(43108) 

이번 Parallels Desktop 13 for Mac 13.1.0(43108) 업데이트로 전반적인 안정성 및 성능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수정되고 개선되었습니다. 

• macOS High Sierra를 사용하여 Mac에서 Boot Camp 가상 컴퓨터 생성 

• Mac의 복구 파티션에서 macOS High 가상 컴퓨터 생성 

• 가상 컴퓨터에서 작동되지 않는 일부 Windows 바로 가기(예: "Ctrl+Shift" + "+/-") 문제 해결 

• Windows XP에서 Parallels Tools 설치 관련 문제 해결(참고: Parallels Tools와 Parallels 

Toolbox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Parallels Tools는 Windows를 macOS와 통합하는 데 

사용됩니다.) 

• Windows 응용 프로그램과 연결된 macOS 파일을 열 때 Windows가 시작되지 않는 문제 해결 

• BIMcollab ZOOM 및 TopSolid CAD 손상 문제 해결 

• APEX 3에서 확대 및 축소 문제 해결 



• Windows를 일시 중단했다가 재시작한 후 macOS 이메일 앱을 사용하여 Windows 파일을 첨부 

파일로 전송할 때 발생하는 문제 해결 

• 해당하는 옵션이 활성화된 경우 macOS에서 공유되지 않는 OneDrive for Business 문제 해결 

• macOS 시스템 환경설정에서 "Automatically show and hide the Dock" 옵션이 활성화되었을 때 

Windows 아이콘을 클릭한 후 시작 메뉴가 열리지 않는 문제 해결 

• Windows 파일을 macOS로 복사할 때 발생하는 문제 해결 

• TeamViewer에서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 해결 

• Coherence에서 실행되는 Windows 응용 프로그램을 최대화할 때 발생하는 문제 해결 

• 가상 컴퓨터의 이미지 파일에서 Mac OS X Mavericks 10.9 이전의 macOS를 설치할 때 발생하는 

문제 해결 

• Coherence에서 실행되는 가상 컴퓨터가 있을 때 macOS가 절전 모드로 전환되지 않는 문제 해결 

 

Parallels Desktop 13 for Mac 13.0.1(42947) 

이번 Parallels Desktop 13 for Mac 13.0.1(42947) 업데이트로 전반적인 안정성 및 성능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수정되었습니다. 

• Parallels Desktop 13으로 업그레이드한 후 Parallels 벨기에 키보드를 잘못 매핑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Parallels Desktop 13으로 업그레이드한 후 Parallels 영국 키보드를 잘못 매핑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High Sierra 베타 7이 설치된 Mac에서 Parallels Desktop 13으로 업그레이드한 후 가상 컴퓨터가 

동시 실행 보기 모드로 전환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Parallels Desktop 13 for Mac의 새로운 기능 

 

성능 

• macOS®에서 Windows 파일을 작업하는 속도가 가상 컴퓨터가 SSD(Solid-State Drive)에 있는 경우 

최대 20%, 회전식 하드 드라이브(HDD)에 있는 경우 최대 40% 빨라집니다. 

• Windows에서 Windows 파일을 작업하는 속도가 가상 컴퓨터가 회전식 하드 드라이브(HDD)에 있는 

경우 최대 50% 빨라집니다. 

• Windows에 연결된 Thunderbolt™  SSD 저장소에 있는 파일을 작업하는 속도가 최대 100% 

빨라집니다. 



• Windows에 연결된 USB 3.0 저장소에 있는 파일을 작업하는 속도가 최대 40% 빨라집니다. 

• 가상 컴퓨터 스냅숏을 생성하는 속도가 최대 50% 빨라집니다. 

 

일반적인 개선 사항 

• Windows가 없으면 Parallels Desktop에서 Windows 10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 Parallels Desktop을 체험하는 경우 가상 컴퓨터를 처음으로 시작한 후에 평가판 체험 기간이 

시작되므로 더 많은 시간 동안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 평가판 체험 기간 동안 Parallels Desktop® for Mac Pro Edition에서만 제공되는 모든 옵션은 

특수한 "PRO" 기호로 표시되므로 필요한 버전을 더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Windows에서 업데이트를 설치하는 동안 Windows를 중지하거나 초기화하려고 하면 Parallels 

Desktop에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Parallels Desktop에서는 인터넷 연결이 끊어져 가상 어플라이언스 다운로드 및 설치와 같은 

일부 작업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알려줍니다. 

• 스냅숏이 있는 가상 컴퓨터를 구분하기 위해 새 스냅숏 아이콘이 표시되며 이 아이콘을 한 번 

클릭하여 스냅숏 관리자를 열 수 있습니다. 

• 새로운 보기 모드에서 가상 컴퓨터 작업: 화면 속 화면: 

 - 가상 컴퓨터가 작은 창에 표시되며, 다른 창으로 전환하면 이 창이 투명해집니다. 

 - 가상 컴퓨터 창을 모든 Spaces와 다른 창 위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닫기 버튼을 누려면 가상 컴퓨터가 창 보기 모드로 돌아갑니다. 

• 모든 Parallels Desktop 옵션에 대한 새로운 상황에 맞는 도움말. "?" 아이콘을 클릭하면 화면의 

각 옵션에 대한 설명을 읽어줍니다. 

• Windows PC를 Mac의 가상 컴퓨터로 전송하는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 타사 가상 컴퓨터를 Parallels 형식으로 변환하는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 Boot Camp® 가상 컴퓨터 작업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래픽 

• 이제 가상 컴퓨터 창 크기를 조정하거나 보기 모드 간에 전환할 때 가상 컴퓨터 화면 해상도가 

더 빠르고 매끄럽게 변경됩니다. 

• OpenGL 3.0 지원을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첫 번째 결과는 이미 나와서, 

Parallels Desktop 12의 업데이트에서는 Rage, Wolfenstein: The New Order 및 

Wolfenstein: The Old Blood와 같은 게임에 대한 지원을 추가되었습니다. 이제는 DIALux 

evo 및 Northgard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 Retina 해상도 > 크기 조정됨 옵션을 선택할 때 Windows가 표시되는 방식이 개선되어 텍스트가 

더 산뜻해지고 그래픽이 선명해졌습니다. 

 

Mac과 통합 

• 호스트 및 게스트 운영 체제 모두로 macOS 10.13 High Sierra를 최초로 지원합니다. 이 운영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시되면 Parallels Desktop을 업데이트해야 할 수 있습니다. 

• MacBook®의 Touch Bar™ 를 통해 Parallels Desktop, Windows 및 Windows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Windows 응용프로그램에 맞게 Touch Bar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 Touch ID®를 사용하여 Parallels Desktop 환경 설정 및 가상 컴퓨터 구성을 편집하지 못하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Windows 10 Fall Creators Update 지원 

• Windows 10 Fall Creators Update를 최초로 지원합니다. 이 운영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시되면 

Parallels Desktop을 업데이트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피플 표시줄 기능에 대한 지원 확장: 

 - macOS Dock, Finder® 및 Spotlight®의 사람들과 통신 가능 

 - Dock에 원하는 만큼 많은 사람 고정 가능 

 - Windows가 동시 실행 모드인 경우 macOS 메뉴 막대에서 피플 표시줄 관리 가능 

 

Linux 

• Zorin OS, Elementary OS, Kali Linux 및 Manjaro Linux 게스트 운영 체제에 대한 지원 향상: 

 - Parallels Tools가 설치되며 올바로 작동 

 - 설치하는 동안 이러한 운영 체제가 자동으로 감지됨 

 - Parallels Desktop 인터페이스에서 이러한 OS에 적절한 아이콘이 사용되므로 사용자가 

다른 Linux 가상 컴퓨터와 구분할 수 있음 

• 설치 도우미를 통해 Linux Mint 가상 어플라이언스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 

• Parallels Desktop 인터페이스가 더 알기 쉽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다시 설계되고 



개선되었습니다. 

• 로그인 및 라이선스 관련 대화 상자가 더 알기 쉽고 단순하게 다시 설계되었습니다. 

• 가상 컴퓨터 하드 디스크 속성을 편집하는 기능이 개선되고 부분적으로 다시 설계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상 하드 디스크가 최대 256GB까지 제공하므로 디스크 속성을 편집할 이유가 더 

적어집니다. 

• Parallels Desktop 인터페이스 색을 연한 회색 및 진한 색 구성표 중에서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Parallels Desktop 아이콘이 Windows 10에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 Parallels Desktop 사용자를 위한 선물 

 •  Mac 및 Windows용 Parallels® Toolbox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여 일상적인 작업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Parallels Toolbox는 Parallels Desktop 13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Parallels Desktop Pro Edition 및 Business Edition 전용 

• 가상 컴퓨터에 최대 32개 CPU와 128GB의 메모리 할당할 수 있습니다. 

• 새 확장된 메모리 한도 옵션을 사용하여 가상 컴퓨터에 Mac에 장착된 것보다 많은 메모리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개발자와 테스트 용도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 Intel® VTune Amplifier, Linux “perf” 및 Mozilla “rr”을 사용하여 응용프로그램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가상 컴퓨터 구성의 하드웨어 > CPU 및 메모리 

탭에서 PMU 가상화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 보기 > 해상도 설정 메뉴에서 가상 컴퓨터 화면 해상도를 빠르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가상 컴퓨터 구성의 옵션 > 추가 옵션 탭에서 개발자 도구 표시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 이제 가상 컴퓨터의 IP 주소를 찾는 데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치 > 네트워크 메뉴에서 

찾아서 복사하면 됩니다 .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가상 컴퓨터 구성의 옵션 > 추가 옵션 탭에서 

개발자 도구 표시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Parallels Desktop for Mac Business Edition 전용 

• Parallels Desktop 인터페이스, Windows 설치 및 가상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완전히 

새로운 단일 응용프로그램 모드에서 선택한 Windows 응용프로그램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arallels Desktop Business Edition 관리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Parallels Desktop 대량 배포 패키지의 구조가 향상되었습니다. 

https://www.parallels.com/kr/products/business/support/


• Parallels Desktop 대량 배포 패키지를 배포하는 동안 선택한 Windows 응용프로그램을 macOS 

Dock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보안 관련 설정이 개선되고 다시 설계되었습니다. 

• Touch ID를 사용하여 가상 컴퓨터에서 비밀번호로 보호된 다양한 작업(예: 가상 컴퓨터 상태 

변경, 가상 컴퓨터 구성 편집 등)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기능 제안 

• 아이디어나 의견이 있으면 도움말 > 기능 제안을 통해 Parallels Desktop에서 구현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개선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시스템 사양 

• macOS High Sierra 10.13*, macOS Sierra 10.12 이상, OS X® El Capitan 10.11.5 이상, OS X 

Yosemite 10.10.5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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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cOS 10.13 High Sierra가 공식적으로 출시되면 Parallels Desktop을 업데이트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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