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witter ‘신주쿠 뉴스’ 운용 정책 

신주쿠구에서는 주로 외국인을 위한 신주쿠구와 관련된 정보를 비롯하여 재해 관련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해 Twitter 계정 ‘신주쿠 뉴스’를 운용합니다. 

이용자 여러분에게 오해 및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 정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１ 계정 정보 

（１）계정명 및 발신 언어 

(1) 일본어  : しんじゅくニュース@shinjuku_news_j 

(2) 영어  : Shinjuku News@shinjuku_news_e 

(3) 중국어  : 新宿新闻@shinjuku_news_c 

(4) 한국어  : 신주쿠 뉴스@shinjuku_news_k 

（２）계정 URL 

(1) 일본어： https://twitter.com/shinjuku_news_j 

(2) 영어：  https://twitter.com/ shinjuku_news_e 

(3) 중국어： https://twitter.com/shinjuku_news_c 

(4) 한국어： https://twitter.com/shinjuku_news_k 

     

２ 운용ㆍ관리 

신주쿠구 지역 진흥부 다문화 공생 추진과 

 

３ 게시 시간 

원칙적으로 월요일~금요일의 8시 30분부터 17시 15분까지 비정기적으로 게시합니다

만, 이 시간대 이외에 게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４ 회신에 대해 

답글, 쪽지에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게재 내용은 각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 

 

５ 리트윗에 대해 

본 계정에서는 신주쿠구가 운용하는 다른 계정의 트윗, 국가ㆍ도쿄도ㆍ그 밖의 지방 공공 

단체 또는 공공성이 높은 기관의 트윗에 한해 필요에 따라 리트윗합니다. 

 

６ 금지 행위 

본 계정에서는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게재된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삭

제됩니다. 

(1) 법령 등을 위반하는 내용 또는 위반할 우려가 있는 내용 



(2) 공공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내용 

(3) 허위 및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단순한 소문 및 소문을 조장하는 내용 

(4) 폭언, 외설적인 표현 등을 포함한 부적절한 내용 

(5) 신주쿠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또는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 

(6) 신주쿠구 또는 특정한 개인ㆍ단체 등을 비방 중상하는 내용 

(7) 본인의 승낙 없이 개인 정보를 특정하여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내용 

(8) 인종, 사상, 신조 등을 차별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 

(9) 정치 활동 또는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10) 광고, 선전, 권유, 영업 활동 등 상업 목적인 내용 

(11) 본 계정의 취지에 관계없는 내용 

(12) 그 밖의 신주쿠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내용 

 

７ 면책 사항 

(1) 신주쿠구는 본 계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용자 간의 분쟁 및 그 발생한 손해에 대

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신주쿠구는 본 계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용자와 제3자 간의 분쟁 또는 그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 본 계정에 게재된 정보는 그 정확성, 완전성, 유용성 등을 완전히 보증하지 않습니

다. 

(4) 그 밖의 본 계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손해도 신주쿠구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본 계정의 운용 정책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８ 지적 재산권 

본 계정에 게재하는 모든 정보(문장, 일러스트, 사진 등)에 관한 지적 재산권은 

신주쿠구에 귀속됩니다. 또한 게재 내용의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 및 인용 등은 저

작권법상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인용할 수 없습니다. 

 

９ 적용 

이 운용 정책은 2016 년 4 월 1 일부터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