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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빠른 속도. 간편한 사용 방법. 어디서나 사용 가능.
어디에 있든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속도, 성능 및 도구를 

제공합니다.

공유 클립보드를 통해 Chrome OS와 Windows 간에 쉽게 콘텐츠 이동
Windows에서 지원되는 프린터로 인쇄
원활한 마우스, 카메라, 마이크, 오디오 및 도킹으로 흐름 유지
동적 해상도 및 전체 화면 지원으로 깔끔한 화면 보기

익숙하고 친숙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체 Chrome OS 통합

Word, Excel, Power Point 등을 포함한 데스크톱 응용프로그램의 전체 기능 활용 가능
Chrome OS 파일에서 Windows 데스크톱, 문서, 다운로드 및 사용자 지정 폴더에 액세스

언제 어디서나 작업 실행 가능

Chrome OS와 Windows 간의 원활한 전환 ‒ 재부팅할 필요 없음
Windows 일시 중지 및 다시 시작으로 즉시 복구 및 실행

업무상 중요한 Windows 앱에 항상 액세스 가능

Chromebook Enterprise 장치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기본 Microsoft Office를 포함하여 모든 
기능을 갖춘 Windows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Chromebook의 완전한 잠재력과 Windows 
에코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발휘해 보세요.
Google의 유명한 Chrome OS 보안 및 간소화된 관리 도구로 
안심하고 IT를 즐기세요.
하드웨어, 인프라 및 관리 비용을 절감하면서 실력 있고 역동적인 
인력을 지원하세요.

데이터시트

Windows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hrome OS에서 파일 열기

인터넷이 없습니까? 문제없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파일과 앱에 액세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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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보안이 단순화되었습니다. 
만족이 보장됩니다.

야간에도 IT 전문가가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불편함 없이 원격 
작업이 가능하도록 팀과 비즈니스를 최적화하세요.

Chrome OS 보안

Google 관리 콘솔
Google 관리 콘솔에서 바로 규모에 맞고 빠르게 배포하고 관리하세요. 

Windows 가상 컴퓨터에 대한 링크를 지정하고 선택한 비즈니스 단위에 대해 
활성화하기만 하면 될 정도로 간단합니다.

강력한 지원
프리미엄 Parallels 지원과 함께 관리자 및 사용자를 위한 풍부한 문서가 조직 전체에서 

만족스러운 환경과 생산적인 결과를 보장합니다.

Windows 에코시스템
Windows 관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나요? Active Directory 및 
Microsoft Endpoint Management 솔루션은 가상 컴퓨터에서도 실제 
PC에서와같이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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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시스템 요구 사항 및 설명서는 
parallels.com/chrome/resources 에서 확인하세요.

Parallels Desktop for Chrome OS 데이터시트

Chrome OS 검증 부팅, 다단계 암호화, Google Play Protect 및 
Google Safe Browsing, 원격 비활성화, 샌드박스 앱, �주마다 제공되는 보안 
업데이트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parallels.com/products/desktop/chrome/resour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