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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빠른 설치로
생산성을 두 배로 높이세요.
Windows와 Mac은
함께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14년 동안 데스크탑 가상화 분야를 선도해 온 Parallels®의 새로운 Desktop for Mac Business Edition은

시의적절한 최첨단 기술을 제공합니다. Desktop for Mac Business Edition은 전 세계 Mac 비즈니스 사용자를

위해 설계된 혁신적인 생산성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은 중앙 집중식 관리, 혁신적인 IT 보안 기능 및 우수한 사용자
성능을 바탕으로 Mac과 Windows 간의 가장 매끄러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Parallels
Desktop for Mac
Business Edition

주요 특징

Parallels Desktop
16 for Mac

Mac에서 Windows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가장 강력한 고성능 솔루션
macOS Big Sur 11.0(출시되는 경우) 및 Windows 10 지원

기업 내 배포를 위한
비즈니스급 기능
• 통합 볼륨 라이선스 키
• 라이선스 관리 포털

• 연중무휴 24시간 우선 순위
전화 및 이메일 지원
• 대량 배포 도구

• 향상된 보안 컨트롤

• 가상 컴퓨터 암호화 기능

• Parallels® Mac Management
for Microsoft SCCM을 이용한 관리

시스템 사양

• Windows 또는 기타 운영 체제 필요(별매)
• macOS Big Sur 11.0
(출시되는 경우),
macOS Catalina 10.15,
macOS Mojave 10.14 또는
macOS High Sierra 10.13 지원
전체 요구 사항 목록은
parallels.com/kr/requirements
에서 확인하세요.

Microsoft Office, Apple Touch Bar, QuickLook, Dictionary를 위한

완벽한 연동 및 최대의 생산성*

배포 및 관리 – IT를 염두에 둔 설계
통합 볼륨 라이선스 키를 사용한 간단한 대량 배포
기업 가상 컴퓨터(VM) 프로비저닝(선택 사항)
간소화된 사용자 경험을 위한 단일 응용프로그램 모드
이메일을 통한 신규 사용자 설정(선택 사항)
Licensing Portal을 통한 투명한 라이선스 관리: 모니터링, 비활성화,

블랙리스트, 관리자 추가, 사무실 및 부서를 위한 하위 키 생성

연중무휴 24시간 우선 순위 전화 및 이메일 액세스를 포함한 비즈니스급 지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옵션 구성 가능: 항상 최신 업데이트를 받을 것인지,

마이너 업데이트만 받을 것인지, 로컬 업데이트 서버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업데이트를 비활성화할 것인지 선택

보안 및 데이터 보호
외부 USB 장치 정책
가상 컴퓨터에 대한 제어 만료
사용자가 Parallels Desktop 및 VM 설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기능
가상 디스크 암호화
Windows용 스마트 카드 판독기 지원
* Parallels Desktop에는 가상 컴퓨터의 응용프로그램 디버깅을 위한 Microsoft Visual Studio용 플러그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Vagrant 플러그인과 Chef 및 Jenkins 통합 기능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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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직원에게 Mac에서 Windows 제공

모든 사용자가 모든 Mac에서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응용프로그램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Office, Microsoft Edge, QuickBooks를 비롯한
일상적인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위해 그 밖의 필수 솔루션을 활용하세요.
Parallels는 교육, 금융 서비스, 기술, 컨설팅, 의료에
이르는 모든 근무 환경에 적합합니다.

대량 배포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구성으로 Windows
를 쉽고 빠르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
단일 응용프로그램’ 배포 모드를 사용하면 Mac
사용자가 Mac OS와 가상 컴퓨터로 실행되는
Parallels Desktop 사이의 차이를 느끼지 않고
Windows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관리

모든 설치에 대해 단일 라이선스를 사용하거나
번거로운 키를 입력하지 않고 이메일로 신규 사용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Parallels Desktop Business
Edition은 최종 사용자의 Mac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관리자는 Mac 컴퓨터 호스트 이름,
사용자 이름 및 일련 번호를 기반으로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배포하고, 비활성화하고, 블랙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안 및 데이터 보호

가상 컴퓨터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외부 장치 정책을
시행하고, 사용자가 Parallels Desktop 및 VM 설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만료되면 잠기는 만료
VM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쉽고 완벽하게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강력하고 간편함

경쟁 제품과 비교했을 때, Parallels Desktop은 사용자에게 친숙하고 더 나은
방식으로 macOS에 통합되며 더 쉽게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 Jakob Tewes, MaibornWolff 기술 인프라 부서 책임자

지금 견적 받기

Parallels.com/kr/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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