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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위치를 보면서
워키-토키 하세요

앱 소개 및 설치 방법About TOKI

• 구글 플레이 or 애플 앱스토어에서 “토키”를 검색 >

토키 아이콘을 확인한 후 설치합니다.

소개

토키는 서로의 위치를 지도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무전이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앱 입니다.

실시간 위치공유

X  

스마트 무전기

“어디 쯤이야?” 물을 필요 없어요~ 지도에서 친구 위치를 확인,

운전 중에도 버튼 하나로 모든 멤버와 이야기하세요.



앱 소개 및 설치 방법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스키, 등산, 자전거 등

동호회 모임 및 활동

가족 안심 귀가

자동차 픽업

단체 실외 업무

회사 행사

액티비티 가족과 친구들

업무여행

여행 가이드의 인솔

여행자들 간 만남

여행간 자녀 안부 확인

활용 사례



토키 시작하기

1. 트립 만들기 2. 멤버 초대하기 3. 트립창 사용하기

트립리스트에서 트립을 만드세요.

트립을 미리 계획하거나,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트립에 멤버를 초대하세요.

트립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전달됩니다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트립 만들기

무전 버튼 (누른 상태에서 말해야 함)

초대하기 버튼

트립을 선택 후, 트립창에 들어가세요

지도에 멤버들이 표시되고, 

무전과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앱 소개 및 설치 방법따라 해보세요 핵심 기능



트립 만들기

[트립 계획하기]

• 트립의 이름, 사진, 일정 입력창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 미래의 트립을 미리 만들어 둘 수 있습니다.

• 트립을 만든 사람이 트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일정 마지막 날 자정이 되면 자동으로 트립이 종료됩니다.

[바로 시작]

• 자동으로 OO’s trip이라는 이름의 당일 트립이 생성됩니다.

트립이 생성된 후 멤버 초대하기로 바로 이어집니다.

Toki 
Tip

토키 시작하기앱 소개 및 설치 방법 상세 기능트립 만들기

• 여행, 모임, 귀가 등 이벤트마다 트립을 하나 만드시고 멤버를 초대하세요

• 트립은 일종의 채팅방과 비슷한 개념이죠

• 트립이 시작되어야만 트립창이 활성화 됩니다.



트립 초대

1. 트립리스트에서 초대(+) 버튼을 눌러

언제든 멤버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2. 초대 링크를 전달할 방법을 선택하세요.

트립 초대하기 트립 참여하기

1. 수신된 초대 링크를 누르면

2. 토키가 실행되고 트립에 참여됩니다

Toki 
Tip

• 초대 링크는 트립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링크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트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링크를 눌렀는데 토키 앱이 설치되어있지 않다면 앱(Play)스토어로 연결됩니다.

트립 만들기토키 시작하기앱 소개 및 설치 방법멤버 초대, 트립 참여하기 상세 기능



트립창 – 지도 기능

현재 로그인 상태의 멤버. 무전을 들을 수 있습니다. (5초마다 위치갱신)

현재 로그아웃 상태의 멤버. 무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로그아웃 직전위치 표시)

멤버 위치/상태 표시

지도 표시

나를 중심으로 표시 로그인 상태의 모든 멤버 표시

지도 확대/축소

Toki 
Tip

• 지하나 실내에서는 위치의 오차범위가 커집니다.
GPS 신호가 잡히지 않는 경우(지하철 등)에는, 기지국이나 WiFi 공유기 위치정보에 따라 잘못 표시될 수 있습니다.

멤버창. 멤버들의 로그인 상태를 표시

트립 초대트립 만들기토키 시작하기앱 소개 및 설치 방법트립 창 – 지도 보기

• 로그아웃한지 얼마나 됐는지 멤버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                             : Toki가 4분 전 로그아웃

• 앱이 활성화상태가 아닌 경우 : 백그라운드에서 2시간 경과 시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멤버창을 누르면 로그아웃 멤버를 포함한 모든 멤버가 표시됩니다.)

상세 기능



트립창 – 무전 및 메시지 기능

무전 발신 메시지

• 수신이 시작되면 버튼이 붉은색으로 바뀌고, 

말하고 있는 멤버의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 수신 중에는 무전을 보낼 수 없습니다.

다른 멤버가 말하고 있을 땐 기다리세요.

“모든 멤버를 토키로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자동으로 모두에게 전송됩니다.

• 푸시메시지 형태로 트립의 모든 멤버에게

(로그인/로그아웃 상태에 상관 없이) 전송됩니다.

• 확인하고 나면 메시지는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무전 대기 무전 연결 중 무전 발신 중

• 무전 버튼을 누른 상태를 유지하고

파란색 “무전 발신 중” 상태로 바뀌면 말하기 시작하세요. 

• 한 번에 30초 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무전 수신 중

무전 수신

무전 대기

Toki 
Tip

• 미디어 볼륨이 작으면 무전이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볼륨을 확인하세요.

트립창 – 지도 기능트립 초대트립 만들기토키 시작하기앱 소개 및 설치 방법트립 창 – 무전 & 메세지 보내기

메시지 버튼을 길게 누르면 : 모두를 호출

메시지 버튼을 한번 누르면 : 메시지 보내기

상세 기능



트립을 왼쪽으로 밀어보세요 (Swipe)

트립 상태에 따라 실행 가능한 옵션이 나타납니다.

멤버를 초대 할때, 멤버 아이콘을 누르세요.

숫자는 현재 트립에 참여한 멤버 수 입니다.

시작된 트립에는 지도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누르면 트립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트립 상태가 노란 테두리일 땐 눌러보세요.

트립을 시작하거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트립 리스트

Toki 
Tip

• 종료일 자정이 되면 트립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지난 트립으로 옮겨집니다.
(종료일을 바꾸고 싶으면 “트립 설정”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트립 초대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시작/종료/취소는 트립을 만든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트립창 – 무전 및 메시지 기능트립창 – 지도 기능트립 초대트립 만들기토키 시작하기앱 소개 및 설치 방법트립 리스트 상세 기능



트립 설정

트립리스트에서 트립 왼쪽 이미지를 누르면 “트립 설정” 페이지가 나옵니다.

설정 페이지는 아래와 같이 3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트립 프로필 설정 내 프로필 설정 트립 멤버 확인

• 트립의 일정/이름/사진을 설정합니다.

※ 트립을 만든 사람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 내 이름/사진을 설정합니다.

※ 이 트립에 한해서만 변경됩니다. 

• 트립에 참여한 멤버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립 리스트트립창 – 무전 및 메시지 기능트립창 – 지도 기능트립 초대트립 만들기토키 시작하기앱 소개 및 설치 방법트립 설정 상세 기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