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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c call recorder apk for android

다음 을 지은 다. ii 는 II II II IA는 안드로이드 를 사용하여 휴대 전화에있는 동안 전화를 녹음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동화 된 통화 레코더는 안드로이드에 대한 훌륭한 전화 녹음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전화 통화를 기록, 어떤 사용자 또는 들어오는 전화 통화를 선택\를 기록하고 저장하거나 공유 할 통화를 선택합니다. 주요 기능: * 자동 통화 레
코더 - 자동 파일럿에 대한 모든 통화를 기록합니다.* 쉽게 모든 녹음을 관리.* 재생, 또는 전화 녹음을 공유 * 날짜별로 이름이나 그룹으로 녹음을 입력합니다.* 알 수없는 발신자 ID를 자동으로 공개지금 자동으로 시도! 통화 레코더는 최고의 안드로이드 통화 레코더 응용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통화 레코더, 자동 통화 레코더, 전화 통화 레코더는 필수입니다!
통화 레코더를 빠르게 열고 한 사람 또는 그룹과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가 무승부로 시작되면 기록할 뿐입니다. 자동 통화 레코더를 사용하려면 자동으로 녹음을 호출하고 원하는 전화 통화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 기록되고 무시되는 호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통화 레코더는 녹음을 듣고 메모를 추가하고 공유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동기화합니다. 통화 레코더를 사용하여 다시 대화 세부 사항을 잊지 마세요. 대화를 멀리 할 수있는 것은 매우 가치있는 자산입니다. 통화 레코더를 사용하면 캘린더 목록 및 형식에 저장된 대화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통화 레코더는 사용하기 쉽고 지능형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용하
기 쉬운 다재다능하고 죽은 극단적 인 유틸리티로 전화 레코더를 구축했다. 더듬거리거나 녹음을 시작하는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통화 레코더는 양쪽에 대화의 모든 세부 사항을 효과적으로 기록하고 .caf 형식으로 원하는 위치에 녹음 된 오디오 파일을 저장합니다. 당신은 이메일을 통해 기록 된 전화를 보낼 수 있습니다, 모든 클라우드 스토리지,
메신저, 블루투스, 등 .caf 형식 파일을 지원하는 장치에 기록 된 중요한 파일을 전송하고 당신이 가는 곳마다 당신과 함께 걸릴. 미니 뷰를 사용하면 열린 화면에서 속성을 가져 가지 않고 라이브 녹화를 제어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의 자동 기능 통화 레코더 : - 저장 통화 레코더는 단지 중요한 기록이다 - 녹음 - 통화 녹음 기능의 미세 한 추가 품질은
완전히 사용자 정의 할 수 있습니다 - 사용할 수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 쉐이크 및 통화 기록 기능 - PasswordHow 통화 레코더에 의해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을 유지 :- 오픈 안드로이드 레코더 호출은 지금 실행됩니다 호출 다시 쉽게 액세스하거나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참고: (지침 + 문제 해결 팁)1. 일부 장치는 호환되지 않거
나 통화를 녹화할 수 없습니다.2. 기기가 하나의 통화 녹음 응용 프로그램에서,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3. 통화 레코더가 통화를 기록하지 않으면 장치를 다시 시작하여 다시 시도하십시오. 더 이상 기록되지 않으면 기기에서 통화 녹음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4. 일부 장치는 다른 저음성 녹음 장치를 기록,이 문제에, 응용 프로그램에 가서
다음 더 많은 설정에 가서 통화 녹음의 시작 부분에, 자동 스피커를 활성화하시기 바랍니다.5. 이 응용 프로그램은 당신이 웨챗, 라인 : 무료 통화 및 및 와 같은 것을 기록하기 위해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 음성 레코더 또는 기타 통화 레코더.6. MP3 레코딩이 일부 장치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WAV, 3GPP,
MP4 또는 AMR 오디오 인코딩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7. 당신이 msg_create_file_error 얻을 경우, 다음 그것을 테스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카드 카드 카드 또는 메모리 카드와 장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설정 및 경로 레코딩으로 이동하여 올바르게 변경하여 기록의 대상 경로를 다른 경로로 변경하십시오.8. 죄송합니다를 기록하지 못한 경우
오디오 소스 또는 샘플 속도 변경과 같은 다른 레코딩 옵션을 시도하십시오. 자동 레코더 호출은 사용하기 쉽고 영리한 직관적 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미성년 스마트폰 기능 중 하나는 음성 통화를 녹음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OnePlus, Xiaomi 및 Huawei와 같은 일부 OEM은 안드로이드 를 구축하는 데이 기능을 포함해야하지만 안
드로이드 주식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전화 녹음은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것은 내가 나중에 참조 할 수있는 중요한 대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기여하는 모든 것이 내 휴대 전화에 안전하게 저장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통화에 대해 동료들과 아이디어를 쉽게 논의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유 나 이유로, 당신
은 당신의 안드로이드 장치에 전화를 기록해야하는 경우,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플레이 스토어에서 사용할 수있는 몇 가지 정말 좋은 응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참고: 목록의 대부분의 앱이 거의 동일한 이름을 공유하기 때문에 제공한 링크에서만 앱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또한 통화 기록은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 불법이므로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
을 다운로드하고 사용하기 전에 해당 국가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안드로이드 파이 업데이트 후, 구글은 엄격하게 통화 녹음을 제한했다. 이렇게 하면 앱에서 호출을 명확하게 기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테스트에서, 큐브 콜 레코더는 안드로이드 주식, OnePlus, 샤오 미, 그리고 우리가 테스트 한 다른 휴대 전화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유일한 응용 프로
그램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안드로이드 10을 실행하는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작동합니다. 다른 애플 리 케이 션에 대 한, 그들 중 일부는 안 드 로이드 주식에서 작동, 일부는 그리고 OnePlus에 일부. 그래서 결론은 당신이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장치에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는 것입니다. ACR 레코더 큐브 호출을 사용하여 시작한 다음 작동
하지 않는 경우 다른 응용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신이 원하는 경우이 응용 프로그램이 묻는 어떤 권한을 제공해야 레코드 호출. 최상의 레코딩 환경을 위해 앱 설정을 열고 기본 음성 통화 옵션 대신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를 입력 옵션으로 선택합니다. 앱 설정을 살펴보고 최상의 녹화 환경을 위해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해야할지, 우리의 목록에 도착하자, 우리는? 1. 큐브 통화 레코더 ACR 큐브 통화 레코더 ACR은 일반 전화 통화를 기록 할 뿐만 아니라 스카이프, 바이버, 싸이 월드, 미투데이, 행 아웃, 페이스 북, IMO, 라인, 슬랙, 전보 등을 포함한 다양한 VoIP 서비스에서 전화 뿐만 아니라이 목록에있는 유일한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즉, VoIP 통화 녹음은 모든 장치
에서 지원되지 않으므로 기능이 장치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의 가장 좋은 부분은 완전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통화를 기록 할 때 어떤 광고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CR 레코더 큐브 콜을 사용하면 최고의 통화 녹음 경험 중 하나를 무료로 얻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카탈리나 그룹 (무료) 2에 의해
큐브 통화 레코더 ACR. 통화 레코더 - ACR 통화 레코더 - ACR은 내가 테스트 한 거의 모든 장치에서 작동하는 또 다른 훌륭한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자동 통화 레코더처럼, 응용 프로그램은 수신 및 나가는 통화를 추적하고 아무것도 할 필요없이 그들을 기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부분은 단지 작동하는 응용 프로그램 중 하나
입니다. 이 앱은 또한 드롭박스, 구글 드라이브, 원드라이브, FTP 및 WebDAV를 포함한 여러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응용 프로그램은 또한 당신이 선호하는 이메일로 직접 녹음 된 통화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광고와 함께 무료로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모든 광고를 제거하기 위해 프로 버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NLL에 의해 레코더 ACR을 호출 (무료 / $ 2.04) 참고: 안드로이드에서 최고의 녹음 경험을 위해 10 장치, APKMirror에서 ACR 32.9 unChained APK를 다운로드. 구글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응용 프로그램의이 버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APKMirror에서 다운로드해야합니다. 3. 레코더 및 레코더에 의해 자동 통화 레코더; 플레이 스토어에서 평
균 4.6점의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레코더로 통화 레코더 및; 스마트 앱은 Play 스토어에서 가장 인기있는 통화 녹음 응용 프로그램 중 하나이며 정확히 그렇게합니다. 앱은 모든 발신 및 수신 전화를 기록하고 정렬합니다. 앱을 설정하여 통화를 자동으로 저장하거나 통화가 끝날 때마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장을 요청하는 기능은 휴대폰에 저장된 통화 수를 줄
이고 해당 통화만 중요하게 저장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Dropbox, Google, Skype 등을 통해 녹음된 통화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광고와 함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를 완전히 제거하는 프로 버전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레코더 및 레코더에 의해 자동 통화 레코더;; 스마트 앱 (무료 / $ 5.28) 2.
Truecaller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알 수없는 번호를 식별 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 ID 응용 프로그램으로 Truecaller를 알고있다. 그러나 Truecaller가 통화 녹음의 상당히 좋은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는 팬들의 팬입니다 Truecaller는 누가 나를 불렀는지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스팸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ruecaller 앱과 함께 통화 녹음 기능을 갖는 것이 저에게 는 드라이버입니다. 이 목록에 있는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신 Truecaller 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 앱을 사용하여 모든 통화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즉, 통화 녹음 기능은 무료가 아니며 Truecaller의 프리미엄 요금제의 일부로 월 49분의 1의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기능 비용
을 지불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14 일 무료 평가판을 사용하여 체크 아웃 할 수 있습니다. 모든 Android 장치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료 평가판이 매우 중요합니다. 앱을 설치하고 사용하여 휴대폰이 지원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Truecaller를 사용하여 지원되고 스포츠가 없는 장치 목록이 포함된 호출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
다. 나는 내 OnePlus 3에서 통화 녹음 기능을 테스트하고 완벽하게 일했다. 나는 최고의 통화 녹음 경험 중 하나를 가지고, 따라서, 나는 매우 자신의 안드로이드 장치에 전화를 기록하고 싶은 사람에게이 응용 프로그램을 권장합니다. 다운로드: 트루 소프트웨어에 의해 truecaller (무료 14 일 평가판, ~49/월) 참고: 공식적으로 위의 안 드 로이드 파이 및 장치에



대 한 지원을 삭제 합니다. 5. Lovekara의 로바카라 콜 레코더에 의해 통화 레코더는 자동으로 통화를 기록하는 데 사용할 수있는 무료 통화 녹음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MP3 형식으로 모든 녹음 된 통화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전화를 저장하거나 휴대 전화가 지원하는 경우 외부 SD 카드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통합
은 없습니다. 또한 앱은 광고와 광고를 제거하기 위한 유료 버전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응용 프로그램은 해야 하는 일에 좋은 그리고 완전 하 게 무료, 그래서 에 대해 불평 할 것이 많이 없다. 다운로드: 로바카라 (무료) 6에 의해 레코더를 호출합니다. 최고 날씨 스튜디오에 의해 레코더를 호출 또 다른 좋은 안드로이드 통화 레코더 응용 프로그램은 최고
날씨 스튜디오에 의해 호출 레코더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작동하고 수신 및 나가는 통화를 기록 할 수 있습니다. 나는이 응용 프로그램은 모든 통화를 기록, 모든 통화를 무시, 연락처에서 통화를 기록, 연락처에서 통화를 기록 등 몇 가지 사전 설정 녹음과 함께 제공 것을 좋아한다, 연락처에서 통화를 무시, 그리고 더. 이렇게 하면 응용 프로그램
이 원치 않는 통화 녹음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통화 녹음을 미세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옵션을 선택하든 항상 통화를 수동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의 다른 앱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MP3 형식으로 기록을 저장하고 SD 카드에 전송하거나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능에는 즐겨 찾기 통화, 검색 녹음, 이메일을 통한 통화 보내기,
중요한 녹음 표시 등을 기록하는 기능이 포함됩니다. 다운로드: 최고 날씨 스튜디오에 의해 레코더를 호출 (무료, 인앱 구매) 7. RMC: 안드로이드 콜 레코더 RMC: 안드로이드 콜 레코더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통화 레코더 응용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은 MP3 및 WAV 형식으로 음성 통화를 기록 할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AMR, MP4 및 3GP와 같은 다른 형식을 지원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수신 및 나가는 통화를 사용하면 통화 로그를 구성하고 검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수로 저장된 통화 제거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기본 제공 가비지 폴더가 있습니다. 또한 채널 녹음(모노 및 스테레오 중 선택), 샘플 요금 및 비트 레이트 와 같은 다양
한 것들을 사용자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Dropbox 및 Google 드라이브와의 클라우드 통합을 지원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완전히 무료이며 광고와 함께 지원됩니다. 다운로드 : RMC : 코코나텍 (무료) 8에 의해 안드로이드 통화 레코더. 자동 통화 레코더 자동 통화 레코더는 현재 다운로드하고 사용할 수있는 최고의 통화 녹음 응용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
다. 나는 다른 장치의 숫자에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그들 모두에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은 당신이 전화의 수를 기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화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세 가지 모드를 제공합니다. 모든 통화를 기록하거나, 저장된 연락처에 대해서만 통화를 기록하거나, 연락처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에 대한 호출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
로그램은 또한 DropBox 및 구글 드라이브와 좋은 통합을 가지고,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스마트 폰에 공간이 부족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 멋진 어두운 모드도 있습니다. 광고와 함께 무료 앱 버전을 사용하거나 광고를 완전히 제거하는 프로 버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Appliqato (무료/프로-$6.99) 9에 의해 자동
통화 레코더. 모든 라이트 콜 레코더 2020 이것은 당신의 안드로이드 장치에 대한 또 다른 통화 레코더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은 목록에 쉽게 응용 프로그램 중 하나이며 팩은 기본 기능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수신 및 나가는 통화를 기록하고 녹음을 재생하는 데 사용할 수있는 통합 오디오 플레이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검색 및 정렬, 클라우드 저장소 지
원 및 파일을 SD 카드로 전송하는 등의 추가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전화 통화를 녹음할 수 있는 린및 라이트 앱을 찾고 있다면, 이 앱은 즐겁게 할 수 있는 앱입니다. 다운로드: 모든 라이트 콜 레코더 2020 전기 개발 (무료) 10. 블랙 박스 블랙 박스 통화 레코더는 당신이 당신의 통화를 기록하는 데 사용할 수있는 안드로이드에 대한 훌륭한 통화 녹음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나는 그것이 2020 년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이어야 어두운 테마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기능에 대해 말하자면, Blackbox 호출 레코더는 사용자 입력이 필요하지 않도록 통화를 자동으로 기록합니다. 모든 통화 녹음은 Google 드라이브에서 안전하게 백업됩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또한 원치 않는 직원이 통화 녹음 기록에 액
세스하지 못하게 보안 키 기능이 함께 제공됩니다. 다른 기능은 휴대 전화의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녹음을 숨길 수있는 기능을 포함, 청소 오래된 녹음, 블루투스 이어폰 지원, 두 SIM 지원 등. 전반적으로, 이것은 안드로이드에 대한 최고의 통화 레코더 응용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최고 중 하나입니다. 다운로드 : CRYOK SIA에 의해 블랙 박스 통화 레코더 (무
료, 인앱 구매) 참고 : 응용 프로그램은 안드로이드 파이 이상에서 실행되는 장치에 대한 문제가있다. 그러나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데이트 될 것이라는 점을 긍정적이다. 2020 년 안드로이드에 대한 최고의 통화 녹음 응용 프로그램은 그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른다 당신은 당신의 스마트 폰에 통화를 기록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신을 비난 할 때. 이
목록에 언급 된 대부분의 앱은 무료 서비스 (광고지원)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앱을 테스트하고 장치에서 작동하는 앱을 저장하는 것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당신이 이미 당신을 위해 좋은 작동 하 고 목록에 없는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 하는 경우, 아래의 코멘트 섹션에 이름을 삭제 하 여 우리와 함께 공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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