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서
Plan  “ ”   에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라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노트,  할 일 일,   약속 등을 의미합니다 등을 의미합니다 의미합니다.

     같은 종류의 항목들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소속됩니다 종류의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들은 종류의 항목들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소속됩니다 하나의 카테고리에 소속 등을 의미합니다됩니다.
       하나의 뷰에서 여러 개의 카테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의 카테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뷰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단부의 긴 버튼의 형식으로 표시되며 버튼의 형식으로 표시되며 표시되며,     이에 뷰의 이름 또한 표기됩니다 또한 표기됩니다 표기됩니다.
       뷰를 볼 수 있습니다 편집하려면 버튼을 눌러 뷰를 선택하거나 누르고 있으면 버튼을 의미합니다 눌러 개의 카테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 뷰를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하거나 누르고 있으면 버튼을 눌러 뷰를 선택하거나 누르고 있으면(PCPC    에서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른쪽 클릭으로도 클릭으로 표시되며도 가능합니다) 됩니다. 그러 개의 카테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면 버튼을 눌러 뷰를 선택하거나 누르고 있으면,   표시되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하여,      완료된 할 일의 표시 여부를 설정하거나 할 일 일의 표시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설정하거나, 
        일정의 시각화 및 리스트로 보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및 리스트로 보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로 표시되며 보기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할 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은 종류의 항목들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소속됩니다 상단부의 세 개의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개의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3   개 중 2  개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브라우징용이며,  중 간의
    버튼은 종류의 항목들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소속됩니다 카테고리의 이름 또한 표기됩니다을 의미합니다 보여 줍니다.   이 버튼을 의미합니다 눌러 개의 카테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의 종류를 볼 수 있습니다 고를 볼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카테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정하시려면 버튼을 눌러 뷰를 선택하거나 누르고 있으면 버튼을 의미합니다 길게 누르십시오 누르십시오(PCPC    에서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른쪽 클릭으로도 클릭으로 표시되며도 가능합니다).

 모든 항목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뷰의 데이터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Plan  폴더의 2   개 파일에 저장됩니다.
  파일의 이름 또한 표기됩니다은 종류의 항목들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소속됩니다 Plan-Daten  과 Plan-Texte입니다.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용하여 두 파일의 백업을 만들거나 복구할 수 있습니다 파일의 백업을 의미합니다 만들거나 복구할 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의 파일로 표시되며 구성된 할 일의 표시 여부를 설정하거나 암호화 및 리스트로 보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된 할 일의 표시 여부를 설정하거나 백업,   그 이름 또한 표기됩니다은 종류의 항목들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소속됩니다 Plan-Krypto.

 사용 팁
      며칠간의 시각화 및 리스트로 보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뷰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각 월요일간의 주일을 의미합니다 보여줍니다.

Android:              두 파일의 백업을 만들거나 복구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의미합니다 이용하여 며칠간의 시각화 및 리스트로 보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뷰를 볼 수 있습니다 확대할 일 수 있습니다 있고 한 표기됩니다 손가락으로 표시되며 이동할 일 수 있습니다있습니다.       화 및 리스트로 보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면 버튼을 눌러 뷰를 선택하거나 누르고 있으면을 의미합니다 탭하여 새로 표시되며운 일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일정을 의미합니다 생성할 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특정 날짜에 탭하여 하룻동안의 뷰를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1             일간의 시각화 및 리스트로 보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뷰에서 세 개의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로 표시되며로 표시되며 움직여 날짜를 볼 수 있습니다 변경할 일 수 있습니다 있으며 스크린을 의미합니다 터치하거나 손가락을 의미합니다
      가로 표시되며로 표시되며 움직여 새로 표시되며운 일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일정을 의미합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두 파일의 백업을 만들거나 복구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의미합니다 사용해 확대하거나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확대하거나 시간을 의미합니다 변경할 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PC:              시각화 및 리스트로 보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뷰에서 세 개의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로 표시되며로 표시되며 드래그하여 다른 날짜를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있으며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도 버튼으로 표시되며 클릭하거나
      가로 표시되며로 표시되며 드래그하여 새로 표시되며운 일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일정을 의미합니다 생성할 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른쪽 클릭으로도 마우스 버튼으로 표시되며 드래그하여 화 및 리스트로 보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면 버튼을 눌러 뷰를 선택하거나 누르고 있으면의 중 앙으로 표시되며 확대할 일 수 있습니다 있으며 마우스 휠을 의미합니다 이용해 확대하거나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의미합니다
  변경할 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시각화 및 리스트로 보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뷰에서 왼쪽 클릭으로도 마우스 버튼을 의미합니다 드래그하여 날짜 및 리스트로 보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의미합니다 변경할 일 수 있습니다도 있습니다.
      오른쪽 클릭으로도 마우스 버튼으로 표시되며 드래그하여 화 및 리스트로 보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면 버튼을 눌러 뷰를 선택하거나 누르고 있으면의 중 앙으로 표시되며 확대하거나,     마우스 휠을 의미합니다 이용해 확대하거나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의미합니다변경합니다.

            왼쪽 클릭으로도 마우스 버튼으로 표시되며 화 및 리스트로 보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면 버튼을 눌러 뷰를 선택하거나 누르고 있으면을 의미합니다 클릭하거나 특정일의 날짜에 클릭하여 새로 표시되며운 일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일정을 의미합니다 생성할 일 수 있습니다있습니다.

PC: Esc       키를 볼 수 있습니다 이용하여 어떠한 표기됩니다 창이든 항목 닫을 의미합니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화 및 리스트로 보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살표를 볼 수 있습니다 이용하여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간을 의미합니다 이동할 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N  “  ”  은 종류의 항목들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소속됩니다 새로 표시되며 만들기 단축키이며 O  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OK  의단축키입니다.
   타이머를 볼 수 있습니다 편집할 일 때에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S    를 볼 수 있습니다 눌러 개의 카테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 정지하거나 0     을 의미합니다 눌러 개의 카테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 재설정할 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Esc          키를 볼 수 있습니다 제외한 표기됩니다 모든 항목 단축키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입력 필드가 포커스되지 않은 경우에만 작동됩니다 필드가 포커스되지 않은 종류의 항목들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소속됩니다 경우에만 작동됩니다.

단일(PC 日單日 )      의 일정에서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완료일이 기입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복 일정은 종류의 항목들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소속됩니다 하루의 일정이 항상 반복됩니다.      입력 필드가 포커스되지 않은 경우에만 작동됩니다된 할 일의 표시 여부를 설정하거나 완료일은 종류의 항목들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소속됩니다 마지막으로 표시되며 반복할 일 날짜를 볼 수 있습니다 뜻합니다. 
      여러 개의 카테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 날짜에 걸친 일정은 반복할 수 없습니다 일정은 종류의 항목들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소속됩니다 반복할 일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여러 개의 카테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 날짜에 걸친 일정은 반복할 수 없습니다 일정을 의미합니다 반복 설정하시려면 버튼을 눌러 뷰를 선택하거나 누르고 있으면,  그냥 복사하십시오 복사하십시오.



             뷰에서 연락처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날짜 제한 표기됩니다을 의미합니다 가지지 않으며 날짜 제한 표기됩니다이 기입된 할 일의 표시 여부를 설정하거나 연락처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날짜를 볼 수 있습니다 생일으로 표시되며
 간주하여 표시합니다.

   달력 필드가 포커스되지 않은 경우에만 작동됩니다 및 리스트로 보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간 선택기에서,      최상단의 버튼은 종류의 항목들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소속됩니다 키보드 입력 필드가 포커스되지 않은 경우에만 작동됩니다 활성화 및 리스트로 보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버튼입니다.
PC          에서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항목 날짜 및 리스트로 보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간 필드를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 필드가 포커스되지 않은 경우에만 작동됩니다할 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으로도 버튼을 의미합니다 길게 누르십시오 눌러 개의 카테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야만

    달력 필드가 포커스되지 않은 경우에만 작동됩니다 및 리스트로 보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간 선택기가 활성화 및 리스트로 보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됩니다.

>   “ ”표시된 할 일의 표시 여부를 설정하거나 날짜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을 을 의미합니다, +   “ ”  표시된 할 일의 표시 여부를 설정하거나 날짜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일 을 의미합니다 의미합니다. *  표시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노트를 볼 수 있습니다, !  표시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알람을 의미합니다, =  표시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     일에 걸쳐 할 일을 표시합니다 할 일 일을 의미합니다 표시합니다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리스트에서,    완료된 할 일의 표시 여부를 설정하거나 작업이 완료로 표시되며 표시됩니다,    약속 등을 의미합니다 때 알람이 해 확대하거나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되었습니다,  주소가

  네비게 누르십시오이션에 사용될 필요가 없습니다 수 있습니다있다.

  알람 기능은 종류의 항목들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소속됩니다 Android  버전에서만 적동합니다. Plan    이 기동 중 일 때, 2     개의 볼 수 있습니다륨 조절 버튼을 조절 버튼을 버튼을 의미합니다
      이용하여 알람 소리의 크기를 볼 수 있습니다 조절 버튼을 할 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알림은 종류의 항목들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소속됩니다 Plan   “폴더 내의 Plan-Wecker.mp3”  파일을 의미합니다 사용합니다.
 다른 mp3             음원 파일을 해당 경로로 복사하여 이름을 똑같이 바꾸어 주면 알람음으로 사용할 수 파일을 의미합니다 해 확대하거나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당 경로로 복사하여 이름을 똑같이 바꾸어 주면 알람음으로 사용할 수 경로 표시되며로 표시되며 복사하여 이름 또한 표기됩니다을 의미합니다 똑같이 바꾸어 주면 버튼을 눌러 뷰를 선택하거나 누르고 있으면 알람음으로 표시되며 사용할 일 수 있습니다있습니다.

Plan     내장 파일 관리자로 표시되며 수 있습니다행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른 알람음으로 표시되며 설정하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방법:
       해 확대하거나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당 경로로 복사하여 이름을 똑같이 바꾸어 주면 알람음으로 사용할 수 알람이 작동하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입력 필드가 포커스되지 않은 경우에만 작동됩니다 노트의 첫 줄에 줄에 mp3   파일의 이름 또한 표기됩니다을 의미합니다 입력 필드가 포커스되지 않은 경우에만 작동됩니다합니다. 
 해 확대하거나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당 경로로 복사하여 이름을 똑같이 바꾸어 주면 알람음으로 사용할 수 mp3   파일은 종류의 항목들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소속됩니다 반드시 Plan   폴더에 있어야 합니다.

   “타이머 알람을 의미합니다 반복하시려면 버튼을 눌러 뷰를 선택하거나 누르고 있으면 0   ”   이 되면 버튼을 눌러 뷰를 선택하거나 누르고 있으면 정지 의 체크박스를 볼 수 있습니다 풀어주세 개의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요.

      타이머에 시간을 의미합니다 기입할 일 때에 숫자의 형식은 종류의 항목들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소속됩니다 일.시간:분:   초의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띕니다.  불필요한 표기됩니다 0  이나 점(PC.), 세 개의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미콜론(PC:)    은 종류의 항목들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소속됩니다 생략할 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Android: 주소,  전화 및 리스트로 보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번호,        메일 또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를 편집하려면 항목을 길게 누르십시오 주소를 볼 수 있습니다 편집하려면 버튼을 눌러 뷰를 선택하거나 누르고 있으면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을 의미합니다 길게 누르십시오 누르십시오.

 주소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에서,        주소 라인의 라벨은 종류의 항목들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소속됩니다 정의 및 리스트로 보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경될 필요가 없습니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안드로 표시되며이드에서,        라벨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나타내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백 문자가 숫자 키패드에서 표시되며,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이 유로 표시되며
  기호를 볼 수 있습니다 포함한 표기됩니다 ASCII  문자로 표시되며 제한 표기됩니다됩니다.        이 라벨을 의미합니다 변경하려고 시도 하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경우 주소 라인이 이동하게 누르십시오되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데,             이러 개의 카테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한 표기됩니다 주소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의 정상화 및 리스트로 보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를 볼 수 있습니다 위해 확대하거나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서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의 카테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 임시로 표시되며 노트로 표시되며 변경한 표기됩니다 후 라인 라인
  피드를 볼 수 있습니다 추가하거나 삭제하십시오.

              가계부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은 종류의 항목들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소속됩니다 숫자를 볼 수 있습니다 시작 및 리스트로 보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료일을 의미합니다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입할 일 수 있습니다 있으며 시간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십진수 있습니다 숫자로 표시되며보여줍니다.         단위계 및 리스트로 보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릿수 있습니다 숫자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각각의 카테고리에서 설정할 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시각화 및 리스트로 보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뷰에서의 새로 표시되며운 일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은 종류의 항목들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소속됩니다 일반적으로 표시되며 일정을 의미합니다 생성합니다.
        시작 및 리스트로 보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료일이 있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리스트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시되며 연락처를 볼 수 있습니다 생성하지 않습니다.또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새로 표시되며운 일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은 종류의 항목들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소속됩니다 알파벳순으로 표시되며 첫 줄에 번째 카테고리를 가집니다 카테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 가집니다.

   카테고리의 이름 또한 표기됩니다을 의미합니다 변경한 표기됩니다 경우,         새로 표시되며운 일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분류가 카테고리 리스트에서 즉시 적용되나 몇몇 카테고리의
      뷰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존 카테고리 분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분류를 볼 수 있습니다 포함할 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새로 표시되며운 일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을 의미합니다 알파벳순으로 표시되며 배열하려면 버튼을 눌러 뷰를 선택하거나 누르고 있으면 뷰의 첫 줄에 
 번째 카테고리를 가집니다 카테고리에서,   뷰를 볼 수 있습니다 편집하고 Ok   를 볼 수 있습니다 눌러 개의 카테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 저장하십시오.

 파일 관리자에서,    파일을 의미합니다 길게 누르십시오 누르면 버튼을 눌러 뷰를 선택하거나 누르고 있으면 (PCPC    에서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른쪽 클릭으로도 클릭으로 표시되며도 가능)     해 확대하거나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당 경로로 복사하여 이름을 똑같이 바꾸어 주면 알람음으로 사용할 수 파일에 대한 표기됩니다 추가
 기능들이 표시됩니다.        로 표시되며컬 네트워크에서 공유된 폴더는 폴더의 최상단 수준에 표시됩니다 네트워크에서 공유된 할 일의 표시 여부를 설정하거나 폴더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폴더의 최상단 수 있습니다준에 표시됩니다.



      전체 뷰이거나 단일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이거나 파일에서 읽어들인 것이던간에,     안드로 표시되며이드에서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또한 표기됩니다 전송 가능합니다.

        메뉴에서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이나 뷰를 볼 수 있습니다 원 파일을 해당 경로로 복사하여 이름을 똑같이 바꾸어 주면 알람음으로 사용할 수 하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름 또한 표기됩니다의 파일로 표시되며 저장할 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Plan   파일 관리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용하여, 
    그러 개의 카테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한 표기됩니다 파일을 의미합니다 읽을 의미합니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신된 할 일의 표시 여부를 설정하거나 파일은 종류의 항목들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소속됩니다 Bluetooth  또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Download  폴더에 저장됩니다.
     파일을 의미합니다 읽어들이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경우 새로 표시되며운 일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이 생성됩니다.      동일한 표기됩니다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이 이미 존 카테고리 분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재하고 있어도 무시됩니다.

    파일 관리자에서 단일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을 의미합니다 불러 개의 카테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오면 버튼을 눌러 뷰를 선택하거나 누르고 있으면,     “ ”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은 종류의 항목들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소속됩니다 편집 모드로 표시되며 표시되며 취소 을 의미합니다 입력 필드가 포커스되지 않은 경우에만 작동됩니다하여 삭제할 일 수 있습니다있습니다.   하나의 파일에서 1     개 이상의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을 의미합니다 불러 개의 카테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온 경우 경우,      발견된 할 일의 표시 여부를 설정하거나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이 리스트로 표시되며 표시되며 자동저장됩니다.     이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메뉴에서 삭제할 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실수 있습니다로 표시되며 삭제한 표기됩니다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이나 완료 처리한 표기됩니다 할 일 일은 종류의 항목들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소속됩니다 메뉴에서 복구할 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PC  현재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뷰를 볼 수 있습니다 삭제할 일 때,         연관된 할 일의 표시 여부를 설정하거나 카테고리 및 리스트로 보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을 의미합니다 같이 삭제할 일지 고를 볼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동기화 및 리스트로 보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란,  최대 32       대의 기기에서 동일한 표기됩니다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을 의미합니다 말합니다.    이종 기기간의 동기화 및 리스트로 보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를 볼 수 있습니다
 “위해 확대하거나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서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Plan”           폴더가 쓰기 가능 상태로 표시되며 로 표시되며컬 네트워크에서 공유된 폴더는 폴더의 최상단 수준에 표시됩니다 네트워크나 공유 드라이브로 표시되며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기에서 Plan  을 의미합니다 종료하십시오(PCAndroid    기기에서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백 버튼을 의미합니다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동기화 및 리스트로 보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하려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기에서 해 확대하거나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당 경로로 복사하여 이름을 똑같이 바꾸어 주면 알람음으로 사용할 수 Plan   폴더를 볼 수 있습니다 불러 개의 카테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와 동기화하십시오 동기화 및 리스트로 보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하십시오.

         파일에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근해 확대하거나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서 동기화 및 리스트로 보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할 일 수 있습니다 없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경우가 있을 의미합니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을 의미합니다 시도 하세 개의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요:
    첫 줄에 번째 카테고리를 가집니다 기기에서 백업을 의미합니다 만드십시오.

       두 파일의 백업을 만들거나 복구할 수 있습니다 번째 카테고리를 가집니다 기기에서 이 백업을 의미합니다 이용하여 동기화 및 리스트로 보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한 표기됩니다 후 라인 ,         첫 줄에 번째 카테고리를 가집니다 기기에서 이 수 있습니다정된 할 일의 표시 여부를 설정하거나 백업을 의미합니다 이용해 확대하거나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시동기화 및 리스트로 보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하십시오.

     같은 종류의 항목들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소속됩니다 기기의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용한 표기됩니다 동기화 및 리스트로 보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PC   이전 백업을 의미합니다 사용)  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능하지만,    이것은 종류의 항목들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소속됩니다 실제로 표시되며 동기화 및 리스트로 보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되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것은 종류의 항목들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소속됩니다 아닙니다.

 이 경우,      현재 삭제되거나 사라진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만이 백업에서 복원 파일을 해당 경로로 복사하여 이름을 똑같이 바꾸어 주면 알람음으로 사용할 수 됩니다.
        이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삭제된 할 일의 표시 여부를 설정하거나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에 대한 표기됩니다 원 파일을 해당 경로로 복사하여 이름을 똑같이 바꾸어 주면 알람음으로 사용할 수 치 않은 종류의 항목들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소속됩니다 복원 파일을 해당 경로로 복사하여 이름을 똑같이 바꾸어 주면 알람음으로 사용할 수 의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제공합니다.
  백업이 수 있습니다정되지 않았다면 버튼을 눌러 뷰를 선택하거나 누르고 있으면,        수 있습니다정된 할 일의 표시 여부를 설정하거나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은 종류의 항목들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소속됩니다 그대로 표시되며 남으며 어떠한 표기됩니다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도 삭제되지 않습니다.

Plan      의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은 종류의 항목들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소속됩니다 데이터 보호를 볼 수 있습니다 위해 확대하거나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Plan   내에서만 검색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검색 가능합니다 기능 및 리스트로 보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앱에서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데이터에 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근할 일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Android:    메뉴에서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동으로 표시되며 회전시키면 버튼을 눌러 뷰를 선택하거나 누르고 있으면,        내장된 할 일의 표시 여부를 설정하거나 자동 화 및 리스트로 보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면 버튼을 눌러 뷰를 선택하거나 누르고 있으면 회전 기능을 의미합니다 사용할 일 수 있습니다없습니다.

      어떠한 표기됩니다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도 없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카테고리만 삭제할 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만약 카테고리에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이 없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데도 삭제 버튼이 비활성화 및 리스트로 보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되어 있다면 버튼을 눌러 뷰를 선택하거나 누르고 있으면,    우선 다음을 의미합니다 확인해 확대하거나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세 개의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요:

-      해 확대하거나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당 경로로 복사하여 이름을 똑같이 바꾸어 주면 알람음으로 사용할 수 카테고리에서 새로 표시되며운 일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을 의미합니다 편집 중 입니까
-        완료된 할 일의 표시 여부를 설정하거나 할 일 일을 의미합니다 보지 않게 누르십시오 설정되어 있지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않습니까
-         뷰의 날짜 제한 표기됩니다 범위 밖에 있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이 있지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않습니까?

Android: “  ”  연락처 갱신 기능은 종류의 항목들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소속됩니다 Plan         내의 모든 항목 전화 및 리스트로 보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번호를 볼 수 있습니다 기기의 기본 연락처와 대응 및 입력하는 연락처와 동기화하십시오 대응 및 입력하는 및 리스트로 보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력 필드가 포커스되지 않은 경우에만 작동됩니다하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기능입니다.    본 연락처와 대응 및 입력하는 기능에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종류의 항목들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소속됩니다 전화 및 리스트로 보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를 볼 수 있습니다 받을 의미합니다 때 발신자의 전화 및 리스트로 보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번호를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있다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것입니다.
        단점은 종류의 항목들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소속됩니다 다른 앱에서 연락처에 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근하여 개인 연락처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획득,      인터넷 주소를 편집하려면 항목을 길게 누르십시오을 의미합니다 통해 확대하거나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포할 일 수 있습니다 있게 누르십시오
 된 할 일의 표시 여부를 설정하거나다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것입니다.

     번역 요청 및 버그 제보는 요청 및 버그 제보는 및 리스트로 보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버그 제보는 “항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Plan@i-r-p.de   로 표시되며 메일을 의미합니다 보내주세 개의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