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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s Access를 사용하면 iPad, iPhone, Android 장치 또는 다른 컴퓨터에서 모든 Mac 및 Windows 

응용프로그램과 파일에 원격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익숙한 제스처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장치의 전체 화면 모드로 크기가 자동 변경되기 때문에 

데스크탑 응용프로그램을 기본 모바일 앱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치에서 컴퓨터의 파일을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파일을 모든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본 설명서를 통해 Parallels Access 설치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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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s Access 방문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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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내용 

필요 사항 .............................................................................................................................. 6 

Parallels Access 설치 ............................................................................................................. 7 

 
 

필요 사항 

Parallels Access를 사용하여 다음에 연결하고 다음의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macOS 10.10 이상의 Mac 

• Windows 7 이상의 PC 또는 가상 컴퓨터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서 Parallels Access를 사용하려면 다음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 iPad(2, 3, 4세대) 또는 iPad Air, iPad Pro 또는 iPad mini(iOS 9 이상) 

• iPhone 4s 이상(iOS 9 이상) 

• Android 4 이상의 Android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arallels Access를 사용하여 다른 컴퓨터에서 원래 보유하고 있던 컴퓨터로 연결하려면 연결하는 컴퓨터에 

다음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 다음을 사용하는 Mac: 

• Safari 6 이상 

• Chrome 14 이상 

• Firefox 6 이상 

• Opera 12.10 이상 

• 다음을 사용하는 Windows PC: 

• Internet Explorer 10 이상 

• Chrome 14 이상 

• Firefox 6 이상 

• Opera 12.10 이상 

컴퓨터와 모바일 장치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운영 체제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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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s Access 방문을 환영합니다. 

 
 

Parallels Access 설치 

쉽고 간단한 단계를 거쳐 Parallels Access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Parallels Access를 

설치하십시오. 

1 연결하려는 컴퓨터에서 access.parallels.com으로 이동하여 Parallels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기존 Parallels 계정을 사용해 로그인할 수 있으며, 아직 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새 Parallels 계정을 

등록하거나 Facebook 또는 Google 계정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2 다운로드를 클릭한 다음 컴퓨터에 Parallels Access 에이전트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합니다. 

중요: 가상 컴퓨터로 Parallels Access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컴퓨터의 기본 운영 체제용 Parallels 

Access 에이전트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기본 운영 체제와 가상 컴퓨터 운영 체제 

모두에서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컴퓨터에서 Parallels Access를 사용하려는 경우 각각의 컴퓨터에 Parallels Access 에이전트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합니다. 

3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컴퓨터와 해당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려면 대기 모드로 전환되지 

않도록 설정(34페이지)합니다. 

4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서 Parallels Access를 사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서, App Store 또는 Google Play 스토어에서 Parallels Access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합니다. 

 

2. Parallels Access를 열고 로그인합니다. 

5 두 번째 컴퓨터에서 Parallels Access를 사용하려면 access.parallels.com으로 이동하여 Parallels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서 컴퓨터에 연결하는 경우 Parallels Access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구성 내용 

시작 ....................................................................................................................................... 8 

앱 구성 및 열기 .................................................................................................................... 11 

응용프로그램 보기 .............................................................................................................. 13 

클릭, 끌기, 스크롤 및 선택 ................................................................................................. 17 

키보드 사용 .......................................................................................................................... 20 

여러 앱을 한 번에 보기 ....................................................................................................... 21 

사운드가 재생되는 위치 설정 ............................................................................................ 21 

파일 관리 및 공유 ................................................................................................................ 22 

게임 모드 .............................................................................................................................. 31 

마우스 모드 .......................................................................................................................... 33 

원격 위치에서 컴퓨터에 액세스 ........................................................................................ 34 

보안 ....................................................................................................................................... 36 

 
 

시작 

Parallels Access 설치를 완료하면 다음을 실행하여 모바일 장치에서 데스크탑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Parallels Access 에이전트가 아직 컴퓨터에서 실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에이전트를 엽니다(Mac의 

응용프로그램 폴더나 Windows의 시작 화면 또는 모든 프로그램 메뉴에서). 

Parallels Access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로그인하여 Parallels Access 서버에 등록합니다. 

장   2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서 Parallels Access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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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서 Parallels Access 사용 

 

2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서 Parallels Access를 엽니다. 

 

3 Parallels 계정에 로그인 

이 장치를 사용하여 처음 로그인하는 경우 장치 확인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이메일을 열고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 Parallels Access로 돌아와 이미 확인함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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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서 Parallels Access 사용 

 

Parallels Access에 로그인한 모든 컴퓨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살짝 밀어 다른 컴퓨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4 사용하려는 응용프로그램이나 파일이 있는 컴퓨터를 탭합니다. 

연결된 후에는 컴퓨터에 로그인하여 모바일 장치에서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제 해결 섹션(46페이지)에서 도움말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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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서 Parallels Access 사용 

 

앱 구성 및 열기 

Parallels Access를 사용해서 처음으로 전화나 태블릿을 컴퓨터에 연결하면, 해당 컴퓨터의 여러 

응용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App Launcher가 나타납니다. 

 

App Launcher에서 앱을 제거하거나 App Launcher에 앱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App Launcher에 앱 추가: 

1 iPad: 오른쪽 상단 모서리의 메뉴 버튼(점 3개)을 탭하고 App Launcher에 항목 추가를 탭합니다. 

iPhone: 왼쪽 하단 모서리에서 +를 탭합니다. 

Android: 오른쪽 상단 모서리의 메뉴 버튼(점 3개)을 탭하고 응용프로그램 목록 편집을 탭합니다. 

컴퓨터에 있는 모든 응용프로그램 목록이 나타납니다. 

2 스위치를 켜거나 추가할 앱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응용프로그램을 찾으려면 검색 필드에 

입력합니다. 

App Launcher에서 앱 이동 또는 제거: 

iPad/iPhone: 응용프로그램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응용프로그램을 길게 탭합니다. 그런 다음 

이동시키려는 앱을 다른 위치로 끌거나, 제거하려는 앱 아이콘의 왼쪽 상단 모서리에서 X를 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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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서 Parallels Access 사용 

 

Android: 앱을 잠시 길게 탭한 다음 이동시키려는 다른 위치로 끌거나, 화면 상단의 제거로 끌어 

제거합니다.  

또한 메뉴 버튼(점 3개)을 탭하고 응용프로그램 목록 편집을 탭한 다음 제거할 앱 옆의 확인란을 선택 

취소하여 여러 앱을 빠르게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App Launcher에서 앱을 제거해도 컴퓨터에서는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이후 언제든지 App Launcher에 앱을 

다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앱 열기: 앱을 탭합니다. 

App Launcher로 돌아가기: 도구 모음이나 App Switcher에서  을 탭합니다. App Launcher에서 다른 앱을 

열 수 있습니다. 

Android 홈 화면에 단축키 만들기: Android 장치의 경우, 앱 단축키를 만들어 Android 홈 화면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1 App Launcher에서 앱 아이콘을 잠시 길게 탭하고 나서 화면 상단의 단축키 생성으로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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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앱을 실행하려면 홈 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탭하기만 하면 됩니다. 

 
 

응용프로그램 보기 

Parallels Access는 사용자의 장치 사용 방법을 조정하므로 원하는 방식으로 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가로 및 세로 방향 

앱을 열면 Parallels Access는 사용 중인 장치의 화면에 가장 적합하게 앱의 크기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가로 또는 세로 방향으로 된 장치에서 앱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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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방향으로 앱 보기: 태블릿과 스마트폰 둘 다에서 앱 창은 전체 화면 모드로 크기가 조정됩니다. 

 

세로 방향으로 앱 보기: iPhone 또는 Android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앱 화면의 전체 높이가 표시되므로 

화면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살짝 밀어 옆으로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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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d 또는 Android 태블릿을 사용하는 경우 전체 앱은 가운데를 가로질러 가로로 표시되며 위쪽과 아래쪽에 

검정 막대가 표시됩니다. 

응용프로그램과 해당 창 간 전환 

응용프로그램에서 응용프로그램으로, 창에서 창으로 이동하고 창을 열고 닫는 것은 쉽습니다. 

열려 있는 응용프로그램 간 전환: 오른쪽에 있는 도구 모음에서  을 탭하면 열려 있는 응용프로그램이 모두 

표시되고 아래에 App Switcher가 나타납니다. 앱은 사용된 순서대로 표시됩니다. 열려 있는 앱으로 

전환하려면 해당 앱을 탭합니다. 왼쪽으로 살짝 밀면 열려 있는 응용프로그램이 더 표시됩니다. 

 

열려 있는 다른 창으로 전환: App Switcher에서 창이 둘 이상 열려 있는 앱은 앱 미리보기 위에 숫자가 

표시됩니다. 열려 있는 창을 확대하려면 번호를 탭한 다음 창을 탭해서 해당 창으로 전환합니다. 

 

앱 또는 창 닫기: 을 탭해서 App Switcher를 표시한 다음 앱의 미리보기 왼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X를 

탭해서 앱을 닫습니다. 앱에서 창을 하나만 닫으려면 창(위 참조)을 확대한 다음 창의 왼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X를 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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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모음 이동 또는 숨기기 

도구 모음에는 중요한 시스템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구 모음이 필요한 경우 항상 있습니다. 또한 도구 

모음이 불필요한 경우 이동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도구 모음 이동: 화면 오른쪽에 있는 Parallels Access 도구 모음을 이동하려면 위/아래로 끕니다. 

 

도구 모음 표시/숨기기: iPad에서는 화면을 오른쪽으로 살짝 밀어 도구 모음을 숨길 수 있습니다. 다시 

표시하려면 화면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안으로 살짝 밉니다. 

디스플레이 조정 

원하는 대로 배율, 해상도 및 화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확대: iPhone 또는 Android 스마트폰에서 두 손가락을 벌려 앱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 트랙패드 또는 터치 표면을 사용한 콘텐츠 크기 조정을 지원하는 일부 응용프로그램의 경우(예: 

Microsoft Word), 완전히 확대하거나 축소한 후 계속 확대/축소하면 앱 내에서 콘텐츠의 크기가 

조정됩니다. 

해상도 변경: 앱 화면이 원하는 만큼 표시되지 않으면 해상도를 변경하면 됩니다. 해상도를 변경하려면 

오른쪽 도구 모음에서  을 탭한 다음 바탕화면 해상도를 탭합니다. 다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장치에 가장 적합: 기본 설정으로, 가독성과 디테일 간의 균형을 최대한 맞춘 설정입니다. 

• 더 많은 공간: 앱의 더 많은 부분이 화면에 표시되지만, 인터페이스와 텍스트는 작아집니다. 

• 컴퓨터와 동일하게: 컴퓨터의 화면 해상도와 동일한 해상도입니다. 

각 설정을 사용해 보고 가장 잘 맞는 설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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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Parallels Access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컴퓨터 디스플레이의 해상도가 iPad와 일치하도록 

변경됩니다.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는 컴퓨터에서 Parallels Access를 연결 해제하거나 iPad, iPhone 또는 

Android 장치의 홈 버튼을 누르면 몇 분 후에 즉시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항상 더욱 높은 품질의 화질 표시: 기본적으로 Parallels Access는 네트워크 속도가 느린 경우 화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항상 더욱 높은 품질의 화질을 표시하도록 설정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도구 모음에서  을 

탭하고 바탕화면 해상도를 탭한 다음 더욱 높은 품질의 화질을 켭니다. 

전체 화면 모드 종료: 많은 macOS 앱에서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이중 화살표를 클릭하여 전체 화면 

모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앱의 메뉴 막대가 사라집니다. Parallels Access에서 전체 화면 모드를 

종료하려면 화면 상단에 있는 전체 화면 모드 종료 아이콘을 탭합니다. 

 
 

클릭, 끌기, 스크롤 및 선택 

Parallels Access에서도 iPad, iPhone 또는 Android 장치용 앱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제스처로 컴퓨터의 

응용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스크탑 응용프로그램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특별한 

제스처도 있습니다. 

클릭: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를 직접 탭해서 클릭합니다. 클릭한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 터치포인트 표시가 

잠깐 나타납니다. 두 번 탭해서 더블 클릭합니다. 

스마트 탭(Smart Tap) 기술은 목표로 했던 제어 위치에서 빗나가 탭했을 때에도 제어 작동을 도와줍니다. 

더 정확하게 클릭: 이 방법을 사용하여 매번 원하는 위치를 정확히 클릭할 수 있습니다. 작은 버튼 등 

클릭하려는 항목의 옆을 길게 탭해서 돋보기가 표시되도록 한 다음, 항목 위로 포인터의 중심을 향하게 하고 

마우스에서 손을 떼어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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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끌기: 화면에서 항목을 이동, 텍스트 선택, 선택한 텍스트 이동, 메뉴 항목 선택, 슬라이더, 창 분할기 및 

기타 인터페이스 구성요소 끌기 등의 작업을 컴퓨터에서 하려면 일반적으로 마우스를 클릭하고 나서 끕니다. 

Parallels Access를 사용하면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서도 이와 동일한 작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항목을 드래그하려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 끌 항목을 길게 탭하여 돋보기를 표시한 다음, 돋보기에 파란색 동그라미가 그려지고 포인터가 짧게 

팝업되어 잠금 상태를 표시하는 동안 잠시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런 다음 항목을 끌어서 이동합니다. 

• 또는 더 신속하게 끌려면 끌 항목을 길게 탭하고 나서 두 번째 손가락으로 화면의 아무 곳이나 탭한 다음, 

이 항목을 끕니다. 

컴퓨터에서 마우스 버튼을 길게 클릭하는 것처럼 항목이나 개체를 붙잡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정확한 선택을 위해서는 메뉴 이름을 탭한 다음 메뉴 항목을 다시 탭하는 대신, 메뉴 이름을 

탭해서 포인터가 잠금 상태를 표시하고 메뉴가 열릴 때까지 유지한 후에 원하는 메뉴 항목으로까지 아래로 

끕니다. 

오른쪽 클릭: 두 개의 손가락으로 탭합니다. 대다수의 경우에 이렇게 하면 단축키 메뉴가 나타납니다. 

더 정확하게 오른쪽 클릭:  

1 클릭하려는 항목 근처를 길게 탭해서 돋보기를 표시합니다. 

2 항목 위로 포인터의 중심을 향하게 하고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두 손가락으로 화면의 아무 곳이나 

탭하여 단축키 메뉴를 표시합니다. 

3 원하는 메뉴 항목으로 포인터를 끌고 마우스에서 손을 떼어 클릭합니다. 

스크롤: 한 손가락이나 두 손가락으로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끕니다. 

텍스트 선택: 텍스트를 선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해 보고 이 중에서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텍스트를 길게 탭해서 돋보기가 표시되도록 한 다음, 돋보기에 파란색 동그라미가 그려지고 포인터가 

짧게 팝업되며 잠금 상태를 표시하는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런 후 끌어서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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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를 길게 탭해서 돋보기가 표시되도록 한 다음, 다른 손가락으로 화면의 아무 곳이나 탭하고 나서 

끌어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 단어는 두 번 탭하고 단락은 세 번 탭해서 선택한 다음 선택 핸들을 끌어서 선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iPad 또는 iPhone에서는 모든 iOS 앱에서처럼 텍스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돋보기가 표시될 때까지 

텍스트를 길게 탭한 다음 즉시 탭을 해제하여 편집 메뉴를 표시합니다. 그런 다음 선택을 탭하여 한 

단어를 선택하고, 선택 핸들을 끌어 조정합니다.  

위의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해 텍스트를 선택하고 나면, 표시된 선택 핸들을 끌어 선택을 더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확대/축소: Microsoft Office 앱 등 일부 응용프로그램에서는 두 손가락을 펼치거나 함께 오므려서 텍스트 

크기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컴퓨터의 트랙패드를 사용할 때처럼 확대/축소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포인터 사용 

앱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실제 마우스를 사용하는 것처럼 화면의 마우스 포인터로 

텍스트를 클릭하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사용하려면 오른쪽의 도구 모음에서  을 탭한 다음 마우스 포인터를 탭합니다. 화살표 

포인터  가 나타나고 화면 하단에 왼쪽/오른쪽 클릭 버튼  이 나타납니다. 

클릭: 화면 아무 곳이나 한 손가락으로 끌어서 포인터를 움직입니다. 을 탭해서 포인터 바로 아래를 

클릭합니다.  

텍스트 선택: 엄지손가락으로  을 길게 탭하면서 손가락으로 포인터를 움직여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개체 끌기: 엄지손가락으로  을 길게 탭하면서 손가락으로 포인터를 움직여 아래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 

등의 개체를 끕니다. 

오른쪽 클릭: 을 탭해서 포인터 아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스크롤: 두 손가락으로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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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포인터로 텍스트와 그래픽 위를 지나가며 확대하려면 돋보기가 나타날 때까지 길게 탭한 다음 

포인터를 움직입니다. 

 
 

키보드 사용 

Parallels Access를 사용하면 데스크탑 응용프로그램에서 소프트웨어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표시/숨기기: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을 탭하거나 오른쪽의 도구 모음에서  을 탭해 키보드를 

표시합니다. 키보드를 숨기려면  을 다시 탭합니다. 

세 손가락으로 동시에 탭해서 키보드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Parallels Access에는 필요한 모든 키에 손가락이 쉽게 닿을 수 있는 수정 키보드가 있습니다. 

 

• 기능 키에 액세스하려면 F1-F12 키를 탭합니다. 

• ...을 탭하면 Home, End, Pg Up 및 Pg Down 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삽입 지점을 정확하게 이동하려면 한 번에 한 칸씩 화살표 키를 탭합니다. 

추가 키가 화면의 하단에 항상 보이도록 설정: 오른쪽의 도구 모음에서  을 탭하고 추가 키를 탭합니다. 

이러한 키는 키보드가 숨겨져 있을 때도 나타납니다. 이 기능은 Command, Alt 또는 Ctrl 키를 클릭해야 하는 

앱 사용 시 매우 유용합니다. 

Bluetooth 키보드 

Parallels Access를 통해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과 호환되는 무선 Bluetooth 키보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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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hone 또는 iPad에서 Bluetooth 키보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support.apple.com으로 이동하여 "iPad 무선 키보드"를 검색하십시오. 
 

여러 앱을 한 번에 보기 

기본적으로 Parallels Access는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서 데스크탑 응용프로그램을 기본 모바일 앱인 

것처럼 전체 화면 모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 번에 둘 이상의 앱이 표시되도록 Parallels Access를 데스크탑 모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일을 데스크탑에서 폴더로 끌거나 두 개의 앱에서 함께 창을 표시하거나 Windows 작업표시줄이나 Mac 

메뉴 항목 및 Dock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 모드 켜기/끄기: 오른쪽의 도구 모음에서  을 탭하고 데스크탑 모드를 탭합니다. 
 

사운드가 재생되는 위치 설정 

장치와 원격 컴퓨터에서 사운드가 재생되도록 설정하거나 전혀 재생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가 재생되는 위치 설정: 오른쪽 상단 모서리의 메뉴 버튼(점 3개)을 탭하고 설정을 탭합니다. 일반 

섹션에서 사운드를 탭하고 모바일 장치로 재생, 컴퓨터로 재생 또는 음소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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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관리 및 공유 

Parallels Access에서는 파일 관리자라는 기본 모바일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쉽게 컴퓨터의 파일 시스템을 

탐색하고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치에서 Parallels Access 및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데스크탑 응용프로그램의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장치에서 파일을 이동하고 파일의 이름을 바꾸고 파일을 삭제하고 로컬에 저장하고 클라우드에서 파일을 

사용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에서 파일을 가져와 로컬에 저장한 다음 나중에 

다른 컴퓨터에 연결하여 해당 컴퓨터의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해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또한 동료와 친구에게 파일의 사용자 지정 링크를 보내 파일을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파일 관리자 열기:  컴퓨터 목록 화면의 상단, App Launcher 또는 도구 모음에서   아이콘을 탭합니다. 

파일 관리자가 열립니다. 

 

파일 관리자에서 다음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Parallels Access에 추가한 모든 컴퓨터의 파일(컴퓨터가 온라인 상태이고 액세스 가능한 경우) 

• 장치에 저장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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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opbox, OneDrive 또는 Google Drive와 같은 서비스의 클라우드에 있는 파일(먼저 클라우드 서비스를 

등록해야 함) 

파일 검색: 을 탭합니다. 
 

파일 열기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열기: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로 이동하여 탭합니다. 대다수의 경우에 문서의 미리 

보기가 표시됩니다. 파일을 열 수 있는 컴퓨터의 응용프로그램 목록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원하는 

응용프로그램을 탭합니다. 

 

그 밖의 위치(장치, 클라우드 또는 다른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열기: 파일을 열려고 하는 원격 컴퓨터에 아직 

없는 파일을 열려면 먼저 해당 파일을 컴퓨터로 복사하거나 이동한 다음 열어야 합니다. 

1 열려는 파일을 찾아 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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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을 탭한 다음 컴퓨터 이름 옆의 뒤로 화살표를 탭하여 장치, 클라우드 또는 

다른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파일을 열려고 하는 컴퓨터로 파일을 이동하거나 복사합니다. 메뉴 아이콘( )을 탭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이동을 탭합니다. 파일이 컴퓨터로 이동하고 복사본이 원래 위치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 복사를 탭합니다. 파일이 컴퓨터로 복사되고 복사본도 원래 위치에 저장됩니다. 

3 파일을 이동하거나 복사할 위치로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붙여넣기를 탭합니다. 

4 파일을 탭합니다. 응용프로그램 목록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파일을 열 응용프로그램을 탭합니다. 

다른 모바일 앱에서 파일 열기: Parallels Access를 사용하여 다른 모바일 앱에서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icrosoft Excel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받는 경우 원격 컴퓨터의 Excel에서 해당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Excel이 있는 경우). 

먼저 파일을 Parallels Access로 복사한 다음 파일을 원격 컴퓨터로 복사하거나 이동하고 파일을 열 데스크탑 

응용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1 다른 모바일 앱에서 파일을 선택하고 공유 아이콘(iPhone 또는 iPad의 경우  )을 탭한 다음 Parallels 

Access를 탭합니다. 먼저 열기를 탭하거나 스크롤하여 Parallels Access를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 Parallels Access의 로컬 파일에 복사됩니다. 

2 파일을 탭한 다음 메뉴 아이콘( )을 탭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이동을 탭합니다. 파일이 컴퓨터로 이동하고 복사본이 Parallels Access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 복사를 탭합니다. 파일이 컴퓨터로 복사되고 복사본도 Parallels Access에 저장됩니다. 

3 파일을 복사하거나 이동할 위치로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붙여넣기를 탭합니다. 

4 파일을 탭하고 파일을 열 앱을 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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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모바일 앱에서 파일 열기: 장치에서 호환되는 모든 모바일을 앱을 사용하여 파일 관리자에서 모든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1 파일을 탭하고 메뉴 아이콘( )을 탭합니다. 

2 공유를 탭하고 앱을 선택합니다. 먼저 다음 프로그램으로 열기를 탭해야 할 수 있습니다. 

 

iCloud로 파일 내보내기: iOS 8 이상이 설치된 iPhone 또는 iPad를 사용하는 경우 iCloud로 파일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iPhone 또는 iPad에 로컬로 저장된 파일을 탭하고 내보내기를 탭한 다음 iCloud 폴더로 

이동합니다. 

OS X Yosemite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iCloud 앱 및 Finder를 통해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팁: 또한 이 방법을 사용하여 파일을 Dropbox 또는 Google Drive와 같은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를 탭한 다음 위치를 탭하여 타사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파일 이동 및 구성 

파일 복사 및 붙여넣기: 파일을 탭하고 메뉴 아이콘( )을 탭한 다음 복사를 탭합니다. 그런 다음 새 위치로 

이동하여 붙여넣기를 탭합니다. 파일이 새 위치로 이동합니다. 

장치에 파일 저장: 파일을 장치로 빠르게 복사하려면 파일을 탭하고 오프라인 사용을 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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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파일이 장치에 저장되고 컴퓨터에 연결된 경우나 장치의 지원되는 앱에서 해당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파일 복사본은 원래 위치에 유지됩니다. 

또한 아래 방법을 사용하여 파일을 복사하는 대신 장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동: 파일을 탭하고 메뉴 아이콘( )을 탭한 다음 이동을 탭합니다. 그런 다음 새 위치로 이동하여 

붙여넣기를 탭합니다. 파일이 새 위치로 이동합니다. 

파일을 길게 터치한 다음 폴더로 끌어 파일을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 삭제: 파일을 탭하고 메뉴 아이콘( )을 탭한 다음 삭제를 탭합니다. 그런 다음 예를 탭하여 

확인합니다. 



27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서 Parallels Access 사용 

 

팁: 한 번에 여러 개의 파일을 삭제하고, 이동하거나, 복사하여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선택 아이콘(iPad 및 

iPhone의 경우  )을 탭하고 하나 이상의 파일을 탭하여 선택한 다음 사이드바에서 원하는 항목을 

탭합니다. 

 

파일 이름 바꾸기: 파일을 탭하고 메뉴 아이콘( )을 탭한 다음 이름 바꾸기를 탭합니다. 그런 다음 새 

이름을 입력합니다. 

새 폴더 만들기: 을 탭합니다. 

파일 정렬: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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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ad 또는 iPhone에서는 아래로 살짝 밀어 도구 모음을 표시합니다. 

 

• Android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서는 메뉴 아이콘( )을 탭하고 정렬 기준을 탭합니다. 

2 이름, 날짜 또는 크기(또는 Android에서는 수정한 날짜)를 탭하여 적절하게 파일을 정렬합니다. 

iPhone 또는 iPad에서는 이 항목을 다시 탭하면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전환됩니다. 

iPad에서 아이콘 또는 목록 보기로 전환: 아래로 살짝 밀어 도구 모음을 표시한 다음   또는  을 

탭합니다. 
 

파일 공유 

Parallels Access에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컴퓨터에서 친구 및 동료와 파일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할 

파일을 선택하면 링크가 생성되어 클립보드에 복사됩니다. 이 링크를 모든 사용자에게 보낼 수 있으며, 해당 

사용자는 여러분의 컴퓨터가 온라인 상태이고 액세스 가능하면(즉, Parallels Access 에이전트가 실행 중이며 

컴퓨터가 액세스 가능하다고 표시되면) 언제든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장치 또는 컴퓨터에서 파일 공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공유 

컴퓨터에서 공유를 시작하는 경우 파일이 공유되는 방법에 대한 제한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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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뉴 막대 또는 작업표시줄에서 Parallels Access 아이콘  을 클릭하고 파일 공유를 선택합니다. 

2 새 파일 공유를 클릭하고 공유할 파일을 선택합니다. 

3 원하는 대로 설정을 조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파일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링크를 클릭하는 모든 사용자는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전에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 만료 기간(1시간~1년)을 설정합니다. 

• 보안 강화를 위해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비밀번호는 선택 사항입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경우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할 모든 사용자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4 공유를 클릭합니다. 다운로드 링크가 자동으로 클립보드에 복사됩니다. 

5 Command-V 또는 Ctrl-V를 눌러 링크를 메시지(이메일, 텍스트 메시지 등)에 붙여넣고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할 모든 사용자에게 보냅니다. 

설정 조정, 다운로드 링크 다시 복사 또는 파일 공유 중지: 파일이 공유되고 나면 다른 사용자에게 링크를 

보내려는 경우 링크를 다시 복사하고 설정을 조정하거나 파일 공유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메뉴 막대 또는 작업표시줄에서 Parallels Access 아이콘  을 클릭하고 파일 공유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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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우스 포인터를 공유 파일 위로 움직여 옵션을 표시합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링크를 클립보드에 다시 복사: 을 클릭합니다. 

• 다운로드 설정 조정: 을 클릭합니다. 

• 파일 공유 중지: X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모바일 장치를 사용하여 공유 

장치를 사용하여 파일을 공유하는 경우 여전히 원격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1 파일 관리자에서 원격 컴퓨터의 파일로 이동합니다. 

2 을 탭하고 Parallels Access를 사용하여 공유를 클릭합니다. 

iPad 또는 iPhone에서는 다운로드 링크가 자동으로 클립보드에 복사됩니다. 링크를 메시지(이메일, 

텍스트 메시지 등)에 붙여넣고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할 모든 사용자에게 보냅니다. 

Android 장치에서는 링크 복사를 클릭하여 링크를 클립보드에 복사한 다음 메시지에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또는 링크 공유를 클릭하고 링크를 공유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일 공유 중지: 파일을 탭하고  을 탭한 다음 파일 공유 중지를 탭합니다. 

다른 사용자에게 링크를 보낼 수 있도록 링크 다시 복사: 파일을 탭하고  을 탭한 다음 링크 복사를 

탭합니다. 

중요: 파일을 공유하려면 컴퓨터가 켜져 있고 Parallels Access를 통해 액세스 가능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등록 

OneDrive 및 Google Drive(iPad 또는 iPhone의 경우) 또는 Dropbox(모든 장치의 경우)와 같은 타사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파일을 사용하려면 먼저 장치에 해당 서비스를 등록해야 합니다.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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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화면에서  을 탭합니다. 

• 원격 컴퓨터에 연결된 경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을 탭한 다음 컴퓨터 이름 옆의 뒤로 

화살표를 탭합니다. 

 

2 서비스 추가(iPad 또는 iPhone의 경우)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 추가(Android 장치의 경우)를 탭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한 다음 화면상의 지침을 따릅니다. 
 

게임 모드 

iPad를 사용하는 경우 비디오 게임을 더 쉽게 플레이할 수 있는 사용자 지정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게임에 대한 여러 기본 설정 게임 컨트롤 구성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원하는 대로 컨트롤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게임 모드 시작: 

1 원격 컴퓨터에 연결하고 응용프로그램을 연 후 오른쪽의 도구 모음에서  을 탭한 다음 오른쪽으로 

스크롤하여 게임 모드를 탭합니다. 

화면에 오버레이된 상태로 게임 컨트롤이 나타납니다. 

2 플레이하려는 게임 종류에 따라 기본 설정 구성을 선택합니다. RPG, 전략, 던전 크롤러, 슈팅 또는 

레이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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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의 컨트롤이 있습니다. 

• 버튼: 모든 키, 마우스 버튼 또는 키 및/또는 마우스 버튼의 조합을 나타낼 수 있는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컨트롤입니다. 기본적으로 버튼은 해당 키보드 라벨로 라벨이 지정됩니다. LM 및 RM은 왼쪽 

및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나타내며, LShift 및 RShift 는 왼쪽 및 오른쪽 Shift 버튼을 나타냅니다. 

 

• 조이스틱: 다양한 방향으로 보거나 이동하는 데 사용되는 원형 컨트롤입니다. 간단한 4방향 및 8방향 

조이스틱, 아날로그 조이스틱(최신 콘솔 컨트롤러의 엄지스틱을 시뮬레이션함) 및 마우스 

조이스틱(마우스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함)이 있습니다. 

 

• D-Pad: 콘솔 게임 컨트롤러의 D-pad처럼 각 지점에 버튼이 하나씩 있는 4방향 방향성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사용자 지정: 게임 컨트롤을 추가, 확장, 구성, 이동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즐겨 플레이하는 게임에 

가장 적합한 구성이 무엇인지 실험해 보십시오. 

게임 모드에서 편집을 탭하고(편집이 표시되지 않으면 먼저  을 탭함) 다음 중 원하는 것을 수행합니다. 

• 새 기본 설정 만들기: 기존 기본 설정 구성을 편집하지 않으려는 경우 템플릿으로 사용할 기본 설정의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복사할 기본 설정을 선택하고  을 탭한 다음 새 기본 설정의 이름을 

지정하고 생성을 탭합니다. 

• 컨트롤 이동: 원하는 위치로 컨트롤을 끕니다. 

• 버튼 확대 또는 축소: 버튼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서 핸들을 끕니다. 

• 컨트롤 삭제: 컨트롤의 왼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X를 탭합니다. 

• 컨트롤 추가: 디스플레이의 상단에 있는 +를 누르고 컨트롤 유형을 선택한 다음 컨트롤을 

구성합니다(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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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구성: 아무 버튼이나 탭하거나 새 버튼을 추가합니다. 라벨을 입력합니다. 버튼이 탭되면 

트리거되도록 할 원하는 개수의 키 또는 마우스 버튼을 탭합니다. 

• 4방향 또는 8방향 조이스틱 구성: 조이스틱을 탭하거나 새 조이스틱을 추가합니다. 방향을 탭하고 해당 

방향으로 스틱을 움직일 때 트리거되도록 할 키를 입력합니다. 

• 마우스 조이스틱 구성: 마우스 조이스틱을 탭하거나 새 마우스 조이스틱을 추가합니다. X축, Y축 및 

카메라 속도에 대한 민감도 설정을 조정합니다. 관련 이벤트 전송(중앙 커서가 있는 슈팅 게임 등에 

유용함)을 켜거나 끕니다. 컨트롤이 적절하게 느껴질 때까지 이러한 설정을 실험해 보십시오. 

• 포인터 표시 여부 설정: 을 탭하고 포인터 표시를 켜거나 끕니다. 

• 컨트롤 투명도 설정: 을 탭하고 투명도 제어 슬라이더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끕니다. 

• 기본 설정 구성 삭제: 휴지통 아이콘을 탭한 다음 기본 설정 삭제를 확인합니다. 
 

마우스 모드 

원격 컴퓨터에 연결하면 원격 앱 작업에 사용할 마우스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도구 모음에서 

 아이콘을 탭한 다음 오른쪽으로 스크롤하여 마우스 모드를 탭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터치 모드. 이 모드를 사용하면 화면에 마우스 포인터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왼쪽 클릭과 동일한 동작을 실행하려면 한 손가락으로 화면을 탭합니다. 

오른쪽 클릭과 동일한 동작을 실행하려면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탭합니다. 

돋보기(작은 내용을 보는 데 도움이 됨)를 표시하려면 한 손가락으로 화면을 길게 탭합니다. 

• Dumbo 마우스. 이 모드를 선택하면 2개의 버튼과 포인터가 있는 가상 마우스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려면 한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끕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클릭과 동일한 동작을 실행하려면 마우스 버튼을 사용합니다. 

• 포인터. 이 모드를 사용하면 마우스 포인터와 2개의 버튼(왼쪽 및 오른쪽 클릭용)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이려면 한 손가락으로 화면을 누르고 움직이면 포인터가 따라서 이동합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클릭과 동일한 동작을 실행하려면 화면 하단의 버튼을 사용합니다. 또는 화면을 한 

손가락으로 탭하여 왼쪽 클릭을, 두 손가락으로 탭하여 오른쪽 클릭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돋보기(작은 내용을 보는 데 도움이 됨)를 표시하려면 한 손가락으로 화면을 길게 탭합니다. 
 



34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서 Parallels Access 사용 

 

원격 위치에서 컴퓨터에 액세스 

컴퓨터와 모바일 장치가 인터넷에 모두 연결되어 있는 한, Parallels Access 에이전트는 컴퓨터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사용자의 컴퓨터가 대기 모드에 있지 않으면 Parallels Access를 통해 컴퓨터에 원격으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간단히 Parallels Access를 열면 연결됩니다. 

중요: 컴퓨터의 로컬 영역 Wi-Fi 네트워크를 벗어난 위치에서 연결하려면 사용자의 컴퓨터가 대기 

모드여서는 안 됩니다. 컴퓨터를 계속 활성화 상태로 유지하려면 대기 모드로 전환되지 않도록 

설정하십시오. 

컴퓨터를 대기 모드로 전환되지 않도록 설정: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Mac:  

1. Apple 메뉴 > 시스템 환경설정을 선택하고 에너지 절약을 클릭합니다.  

2. 슬라이더를 끌어 컴퓨터 잠자기를 안 함으로 조절하거나, 확인란이 있는 경우 디스플레이가 꺼져 

있을 때 컴퓨터를 자동으로 잠자지 않게 하기를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수동으로 잠자기로 설정할 때까지 Mac은 계속 활성화 상태를 유지합니다. 

• Windows:  

1. 시작 메뉴에서 제어판을 클릭합니다. (Windows 8 이상의 경우 시작 화면에서 "제어판"을 입력하고 

제어판을 클릭합니다.) 

2. 시스템 및 보안을 클릭한 다음 전원 옵션을 클릭합니다. 

3. 설정 변경을 클릭합니다. 

4. 컴퓨터를 절전 모드로 설정 메뉴에서 해당 없음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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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으로 사용자 컴퓨터 다시 시작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이 컴퓨터와 동일한 로컬 Wi-Fi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컴퓨터가 대기 모드인 경우 

컴퓨터를 원격으로 재가동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재가동하려면 해당 아이콘을 탭합니다. 

Parallels Access가 원격으로 컴퓨터를 재가동할 수 있는 가능성 높이기 

다음을 수행하여 Parallels Access가 원격으로 컴퓨터를 재가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컴퓨터 및 

네트워크 라우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Mac:  

1 Apple 메뉴 > 시스템 환경설정을 선택하고 에너지 절약을 클릭합니다. 

2 아직 선택하지 않은 경우 Wi-Fi 네트워크 연결 시 깨우기를 선택합니다. 

3 아직 선택하지 않은 경우 전원 어댑터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 Power Nap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컴퓨터 모델에 따라 이러한 항목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Windows: Windows 컴퓨터에서 네트워크 어댑터를 구성하여 Wake-on-LA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제어판 > 네트워크 어댑터 > <LAN 어댑터> > 전원 관리 > 이 장치를 사용하여 컴퓨터의 대기 모드를 

종료할 수 있음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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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BIOS 설정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Power on by PCI(PCI로 전원 켜기) 

• Power on by PCIE(PCIE로 전원 켜기) 

• PCI Devices Power On(PCI 장치 전원 켜기) 

• Power On by Onboard LAN(온보드 LAN을 통해 전원 켜기) 

• WakeonLAN > Power On(전원 켜기) 

3 네트워크 어댑터 제조업체에 따라 Windows의 전원 관리 제어판에 다음 옵션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Wake-on-LAN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옵션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 시스템 대기 모드를 해제하지 않고 ARP 요청 대응 

• Wake on 매직 패킷 

• 전원 꺼짐 상태에서 Wake on 매직 패킷 

4 https://downloadcenter.intel.com/에서 ISCT(Intel Smart Connect Technology) 유틸리티를 

다운로드합니다.  

5 이 유틸리티를 사용해 컴퓨터가 ISCT를 지원하는지 확인하고, 지원하는 경우 ISCT를 활성화합니다. 

참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기 모드 상태의 컴퓨터를 인터넷을 통해 재가동할 수도 있습니다. 허용된 내부 

및 외부 포트 범위를 1-65535로 설정하여 네트워크 라우터의 UPnP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또한 NAT-

PMP도 활성화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라우터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Apple AirPort 장치에서 AirPort 

유틸리티 응용프로그램을 열고 네트워크를 클릭한 후 네트워크 옵션을 클릭하고 NAT 포트 매핑 

프로토콜 활성화를 선택하여 NAT-PMP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보안 

Parallels Access는 SSL 및 256비트 AES 암호화를 비롯한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컴퓨터에 안전하게 

연결됩니다. 

또한 원격으로 Parallels Access를 사용하는 동안 누군가 사용자의 컴퓨터에 액세스하거나 사용자가 하고 

있는 작업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면 적절하게 보안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안 설정에 액세스하려면 컴퓨터에서 메뉴 막대나 작업표시줄의 Parallels Access 아이콘  을 클릭하고 

환경 설정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고급을 선택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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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llels Access에 연결할 때마다 컴퓨터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합니다.  내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 요구를 선택합니다. 

• Parallels Access를 사용하고 있을 때 컴퓨터 화면이 잠기도록 설정합니다. 원격으로 작업할 때 이 컴퓨터 

잠금을 선택합니다. 

화면이 잠겨 있으면 컴퓨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자가 하고 있는 작업을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컴퓨터에 액세스하려면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 Parallels Access 연결이 해제되면 컴퓨터 화면이 잠기도록 설정합니다. 원격 작업을 마치고 나면 이 

컴퓨터 잠금을 선택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로컬에서 컴퓨터에 액세스할 때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원격으로 액세스할 컴퓨터에서 Parallels Access를 설치하고 나면 다른 컴퓨터에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해당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원격으로 사용자의 컴퓨터에 액세스: 

1 다른 컴퓨터를 떠나기 전에 해당 컴퓨터에서 Parallels Access 에이전트가 실행되고 있으며 사용자가 

로그인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본적으로 Parallels Access 에이전트는 계속 실행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2 access.parallels.com으로 이동하고 필요한 경우 Parallels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3 액세스할 컴퓨터를 클릭합니다.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자의 컴퓨터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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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컴퓨터에 로그인합니다. 

 

이제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참고: 컴퓨터에 원격으로 액세스하려면 지원되는 웹 브라우저(6페이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해상도 설정: 전체 바탕화면이 브라우저 창에 맞게 크기가 조정되거나 전체 해상도로 표시되도록 화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도구 모음에서   또는  을 클릭하여 보기 크기를 조정하는 것과 전체 

해상도 보기 간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동: 전체 해상도로 설정된 경우, 브라우저 창이 원격 컴퓨터의 화면 크기보다 작으면 전체 화면이 한꺼번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가장자리로 이동하여 쉽게 화면 여기저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로컬 컴퓨터에서 원격 컴퓨터로 텍스트 복사: 일반적인 방식으로 로컬에서 텍스트를 복사한 다음 브라우저 

오른쪽에 있는 도구 모음에서  을 클릭하고 나타나는 텍스트 필드에 텍스트를 붙여넣습니다. 그런 다음 

텍스트를 배치할 위치에 삽입 지점을 두고 Command+V(Mac의 경우) 또는 Control+V(Windows PC의 

경우)를 누릅니다. 

원격 컴퓨터에서 로컬 컴퓨터로 텍스트 복사: 원격 컴퓨터에서 텍스트를 선택하고 Command+V(Mac의 

경우) 또는 Control+V(Windows PC의 경우)를 눌러 복사한 다음 오른쪽에 있는 도구 모음에서  을 

클릭합니다. 텍스트가 나타납니다. 해당 텍스트를 선택하고 다시 복사한 다음 일반적인 방식으로 로컬에서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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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조합 입력: 일부 키 조합(예: Windows의 Ctrl + Alt + Delete)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조합을 눌러 원격으로 

전송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키 조합을 입력하려면 도구 모음에서  을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한 키 조합 

목록이 나타납니다. 원하는 조합을 클릭합니다. 

팁: 일반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몇 가지 키 조합은 편리하게 키 조합 메뉴에서도 제공됩니다. 사용 가능한 

키 조합 목록을 보려면  을 클릭하십시오. 

 



 

 

Parallels Access 설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 장을 읽으십시오. 이 설정을 열려면 오른쪽 상단 

모서리의 메뉴 버튼(점 3개)을 탭하고 설정을 탭합니다. 

구성 내용 

개인정보 ............................................................................................................................... 40 

계정 ....................................................................................................................................... 40 

일반 ....................................................................................................................................... 41 

사용자 입력 .......................................................................................................................... 41 

보안 ....................................................................................................................................... 41 

고객 환경 개선 프로그램 .................................................................................................... 42 

문제 해결 .............................................................................................................................. 42 

Parallels Access 정보 ............................................................................................................. 42 

 
 

개인정보 

이 섹션에서는 개인 정보 관련 설정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섹션은 iOS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 마이크. iOS 장치의 마이크에 대한 Parallels Access의 액세스 여부를 지정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 백그라운드 앱 새로 고침. Parallels Access의 백그라운드 실행 여부를 지정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계정 

계정을 탭하여 서브스크립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경우 서브스크립션을 연장하거나, 

로그아웃할 수 있습니다. 

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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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섹션은 iOS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일반 

일반 섹션에서는 다음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잠금 사용 안 함  

• 자동으로 키보드 표시. 이 옵션이 켜지면 텍스트 필드를 탭할 때마다 키보드가 자동으로 팝업됩니다. 

• Parallels Desktop Retina 모드.  

참고: 이 섹션은 iOS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 로그인 유지.  

• 사운드. 이 옵션을 사용하여 장치와 원격 컴퓨터에서 사운드가 재생되도록 설정하거나 전혀 재생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Parallels Access로 작업한 후 다른 응용프로그램으로 전환하면 iOS가 비활성 앱을 

일시 중단하고 원격 컴퓨터에 대한 연결이 끊어집니다. Parallels Access를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사용자 입력 

사용자 입력 섹션에서는 다음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섹션은 iOS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 Swiftpoint GT Mouse 사용. Swiftpoint GT Mouse를 사용하여 작업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이 

마우스를 Bluetooth를 통해 iOS 장치에 연결해야 하며, 연결이 설정되면 마우스가 자동으로 연결되어 

사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안 

보안 섹션에서는 다음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Touch ID(또는 Face ID) 및 암호. (또는 Android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지문 및 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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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드를 탭하면 암호 및 Touch ID/Face ID(또는 Android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PIN 코드 및 지문)를 

사용하여 권한이 없는 사람의 Parallels Access에 대한 액세스 보호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1. iOS 장치가 Touch ID 또는 Face ID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암호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Android 장치가 지문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PIN 코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 환경 개선 프로그램 

고객 환경 개선 프로그램 섹션에서는 다음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통계 보고. 고객 환경 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동의하는 경우 이 옵션을 확인하십시오. Parallels는 

제품 개선을 위해 통계 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 데이터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 

문제 해결 섹션에서는 다음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상세 로그 메시지 사용. Parallels Access에 문제가 발생하여 Parallels에 기술 데이터를 

보내기로(47페이지) 결정한 경우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상세 로그 메시지 사용을 선택하십시오. 

Parallels가 더 자세한 로그 파일을 수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항상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Parallels Access가 더 느리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Parallels Access 정보 

Parallels Access 정보 섹션에서는 다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버전. 이 필드를 사용하여 Parallels Access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객 환경 개선 프로그램. 이 필드를 탭하여 고객 환경 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정보. 이 필드를 탭하여 저작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술 지원. 이 필드를 탭하여 기술 지원을 받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서 Parallels Access 작업을 완료한 경우 App Launcher의 왼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연결 해제 또는 >를 탭하여 컴퓨터에서 Parallels Access를 연결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디스플레이가 정상 해상도로 돌아오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장치에서는 홈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컴퓨터 디스플레이는 몇 분 후에 정상 해상도로 

돌아오며, 컴퓨터에서 연결 해제를 클릭해 수동으로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Parallels Access 세션 중에 또는 이후에 컴퓨터가 잠기도록 설정(36페이지)한 경우, 연결 해제하고 난 후 

로컬에서 컴퓨터에 액세스하려면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다른 컴퓨터에서 브라우저를 통해 Parallels Access에서 작업하는 경우 브라우저 창을 닫기만 하면 연결이 

해제됩니다. 

구성 내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43 

Parallels Access에서 컴퓨터 제거 ........................................................................................ 44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Parallels는 Parallels Access의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무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Parallels Access 모바일 앱 업데이트 

iPad 또는 iPhone용 Parallels Access 앱의 업데이트를 확인하려면 App Store를 열고 업데이트를 탭합니다. 

Android용 Parallels Access 앱의 업데이트를 확인하려면 Google Play 스토어를 열고 왼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Play 스토어를 탭한 다음 내 앱을 탭합니다. 

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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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의 Parallels Access 에이전트 업데이트 

기본적으로 컴퓨터의 Parallels Access 에이전트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가끔 확인하여 

설치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Parallels Access는 업데이트가 설치될 때마다 알려줍니다. 

업데이트를 수동으로 확인하려면 컴퓨터에서 메뉴 막대나 작업표시줄의 Parallels Access 아이콘  을 

클릭하고 업데이트 확인을 선택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설정을 조정하려면 컴퓨터에서 메뉴 막대나 작업표시줄의 Parallels Access 아이콘 

을 클릭하고 환경 설정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고급을 선택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Parallels Access 에이전트의 업데이트 자동 확인 여부를 설정하려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확인을 

선택하거나 선택 취소합니다. 

• 업데이트의 자동 다운로드 및 설치 여부를 설정하려면 이용 가능한 새로운 업데이트를 백그라운드에서 

다운로드 및 설치를 선택하거나 선택 취소합니다. 
 

Parallels Access에서 컴퓨터 제거 

Parallels Access에서 특정 컴퓨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 모바일 앱과 웹 콘솔에 더 이상 

표시되지 않도록 제거할 수 있습니다. 

1 제거하려는 컴퓨터에서 메뉴 막대나 작업표시줄의 Parallels Access 아이콘  을 클릭하고 환경 설정을 

선택합니다. 

2 컴퓨터에 액세스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녹색등이 켜지면 Parallels Access 끄기를 클릭합니다. 

3 필요한 경우 https://access.parallels.com을 방문하여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4 컴퓨터를 클릭한 다음 제거할 컴퓨터 옆의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컴퓨터 이름 바꾸기 

웹 포털에서 Parallels Access의 컴퓨터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방법: 

1 필요한 경우 https://access.parallels.com을 방문하여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2 컴퓨터를 클릭하고 편집할 컴퓨터 이름을 클릭합니다. 

3 이름을 편집합니다. 

다음번에 Parallels Access를 열면 컴퓨터가 새 이름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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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s Access를 컴퓨터에 연결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을 시도해 보십시오. 

• 모바일 장치와 컴퓨터가 켜져 있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컴퓨터가 대기 모드(34페이지)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 모바일 장치에서 Parallels Access에 로그인했는지 확인합니다. 화면 하단에서 로그인을 탭합니다. 

• 컴퓨터에서 Parallels Access 에이전트에 로그인했는지 확인합니다. 컴퓨터의 메뉴 막대나 

작업표시줄에서 Parallels Access 아이콘  을 클릭하고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Parallels 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장치에서 Parallels Access를 사용하기 위한 계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Parallels Access 켜기를 클릭하여 컴퓨터의 Parallels Access 에이전트가 액세스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녹색등은 컴퓨터가 액세스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여전히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컴퓨터와 모바일 장치를 다시 시작한 다음 다시 연결을 시도해 

보십시오. 

장   5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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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받기 

Parallels Access의 품질 개선을 위해 Parallels에 피드백이나 문제 보고서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Parallels 

Access는 사용자의 피드백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Parallels Access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을 알고자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 답변을 검색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장치에서 지원 받기 

1 장치에서 Parallels Access를 열고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2 App Launcher에서 물음표 아이콘(?)을 탭합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튜토리얼을 탭하여 Parallels Access 사용에 대한 빠른 튜토리얼에 액세스합니다. 소개 튜토리얼과 

제스처 사용 및 파일 관리자 사용에 대한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 문제 해결을 탭합니다. 여기서 Parallels 기술 자료 색인을 검색하여 답변을 찾아보거나, 지원 요청을 

탭하여 Parallels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지원 요청 

1 컴퓨터에서 메뉴 막대나 작업표시줄의 Parallels Access 아이콘  을 클릭하고 기술 데이터 보내기를 

선택합니다. 

2 발생한 문제와 해당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설명합니다. 

3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하고 보고서 전송을 클릭합니다. 

4 전송 후 문제 보고서 ID 번호가 표시됩니다.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 ID 번호를 복사하여 텍스트 

파일에 붙여넣거나 적어 놓습니다. 

5 지원을 요청하려면 parallels.com/support로 이동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