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ROUNDPICKS (“어라운드 픽스”) (“어라운드 픽스”)은 공동체가 열린 환경에서 

논의하고, 서로 연결하고, 공유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온라인 어디에서나 

추천하기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이 콘텐츠의 성격은 우스운 것, 진지한 것, 

공격적인 것, 또는 그 중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보다 

이 가치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AROUNDPICKS (“어라운드 

픽스”)을 계속 즐길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지 콘텐츠 

AROUNDPICKS (“어라운드 픽스”)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콘텐츠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다음은 그렇지 않은 콘텐츠에 대한 몇 가지 가이드 

라인입니다. 이들이 쓰여진 정신을 염두에 두고 허점을 찾는 것이 시간 낭비임을 

알아야합니다. 

  

다음의 콘텐츠는 금지됩니다. 

• 불법적인 내용 

• 비자발적인 포르노그라피 

•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적인 내용이나 암시적인 내용 

• 폭력을 조장하거나 격려하는 내용. 

•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괴롭히거나 그렇게 하도록 장려하는 내용. 

• 개인 및 기밀 정보 

• 오도되거나 기만적인 태도로 누군가를 가장하는 내용. 

• AROUNDPICKS (“어라운드 픽스”)을 사용하여 특정 재화와 서비스와 관련된 

거래 또는 선물을 권유하거나 촉진하는 내용 

• 스팸 

• 그 외 사회통념상 불법적인 내용이나 행위 

  

금지된 행동 

원하지 않는 콘텐츠를 제출하지 않는 것 외에도 AROUNDPICKS (“어라운드 

픽스”)에서 다음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투표 요청 또는 투표 조작 참여 

• AROUNDPICKS (“어라운드 픽스”) 속보 또는 AROUNDPICKS (“어라운드 픽스”)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 처벌을 회피하거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여러 계정 만들기 



  

NSFW (업무용이 아닌) 컨텐츠 

합리적인 시청자가 누드, 음란물 또는 욕설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직장과 같이 

공개 또는 공식적인 환경에서 액세스하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NSFW로 태그해야 합니다. 이 태그는 개별 콘텐츠나 전체 커뮤니티에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시행 

우리는 규칙을 시행하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삭제 요청 

• 강제 삭제 

• 일시적 또는 영구적 계정 정지 

• 계정에서 권한 제거 또는 계정에 제한 추가 

• NSFW 태그 추가 또는 검역과 같은 AROUNDPICKS (“어라운드 픽스”) 

커뮤니티에 제한 사항 추가 

• 콘텐츠 삭제 

• AROUNDPICKS (“어라운드 픽스”) 커뮤니티 금지 

  

커뮤니티 내에서의 검토 

AROUNDPICKS (“어라운드 픽스”)의 개별커뮤니티는 우리와 그들 만의 중재자 

(moderators)와 함께 그들 만의 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AROUNDPICKS 

(“어라운드 픽스”)은 중재자를 돕는 도구를 제공하지만 사용법은 규정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