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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법인 가고시마현 국제교류협회 외국인종합상담창구 Facebook 

이용자 전용 가이드라인 

 

(공) 가고시마현 국제교류협회 외국인종합상담창구 Facebook 이용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당 협회 외국인종합상담창구의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께 적용됩니다.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해당 내용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의 후 이용 가능합니다.  

 

(본 번역본은 사용 지침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로만 사용해야 하며, 법적 분쟁에 관한 

법률적인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는 일본어 원문을 참조해야 한다. ) 

 

1. 운용 기본 정보 

(1) 페이스북 페이지명 및 URL 

페이지명: Kia 外国人総合相談窓口 

URL: https://www.facebook.com/Kiasoudan/ 

(2) 계정 운용자 

(공) 가고시마현 국제교류협회 

 

2. 주요 내용 

당 협회 외국인종합상담창구의 업무 홍보, 외국인 지원을 위한 공적 기관 정보, 재해 정보, 이벤트 

안내, 서비스 안내 등 

 

3. 게시판 대응 

이용자 게시판에 대한 답변을 기약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용에 관한 금지 사항 

다음과 같은 게시물의 게시를 금하고 있습니다. 금지 게시물의 경우, 사전 예고 없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법령 위반 또는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게시물 

(2) 특정 개인 및 단체 등을 비방하는 게시물 

(3)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게시물 

(4)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등 당 협회 또는 제 3 자의 지적 소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 

(5) 광고, 선전, 권유, 영업 활동, 기타 영리적 목적의 게시물 

(6) 인종, 사상, 신조 등의 차별 또는 차별을 조장하는 게시물 

(7)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게시물 

(8) 타인 행세, 허위, 사칭, 피싱 등의 게시물 

(9)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특정, 개시, 누설하는 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게시물 

(10) 유해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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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음란한 내용을 포함한 부적절한 게시물 

(12) 동일한 이용자로부터의 단기간 내의 연속적인 게시물 

(13) 기타 당 협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게시물 

(14) 위 (1)부터 (13)까지의 해당 내용을 포함한 웹 사이트 링크 

 

5. 저작권 

당 창구의 페이스북에 게재되어 있는 문서, 사진, 일러스트,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은 당 창구에 

귀속됩니다. 또한, 일부 사진, 일러스트, 이미지 등의 저작권은 원작자가 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및 「인용」 등의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단, 당 창구의 페이스북 링크 또는 당 창구의 페이스북 「공유」 기능에 의한 정보 게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 면책 사항 

(1) 당 창구의 페이스북 또는 당 창구의 페이스북을 링크 및 공유하고 있는 단체나 개인의 웹 

사이트 및 페이스북의 정보는 각각의 운영자에 의해 관리되는 것으로 당 창구의 관리하에 있지 

않습니다. 당 창구는 이러한 단체나 개인의 웹 사이트 및 페이스북의 정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당 창구는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용 시간 및 이용자 

와 제 3 자 간의 발생한 분쟁 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7.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는 경우 

① 원칙상 일본어, 영어, 베트남어로 접수합니다. 기타 언어에 대해서는 전화 및 대면 상담으로 

대응합니다.  

② 이용 시간 외 또는 업무상의 이유로 신속한 대응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대면 상담으로 대응합니다. 답변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8. 기타 

  본 가이드라인은 사전 예고 없이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당 창구에 대한 문의, 제안, 의견 등은  

전화 ‧ E-mail ‧ FAX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재단법인 가고시마현 국제교류협회 외국인종합상담창구 

〒892-0816 가고시마시 야마시타초 14-50 

가고시마 현민교류센터 1 층 

전용 전화: 070-7662-4541 

TEL: 099-221-6620 

FAX: 099-221-6643 

E-mail: kiasoud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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