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 이용자 제도와 도서관 서비스

국립국회도서관 도쿄본관

　국립국회도서관은 주로 납본제도에 의거하여 수집한 자료를 일본의 귀중한 문화적 재산으로서 장기간 

보전하여 국민의 이용에 기여할 것이 임무입니다.

　수집 자료의 절취, 오손, 분실을 방지하고 이를 후세에 계승하기 위해 내관하여 서고 내 자료 이용 시에는 

이용자 등록과 책임 있는 이용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국립국회도서관의 자료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이용자 등록을 통해 본 도서관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１　등록 이용자 제도란

・관리에는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용자 본인의 분실 등으로 인하여 본 도서관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쿄본관, 간사이관, 국제어린이도서관 관내에서 사용합니다. 내관 시에 반드시 지참해 주십시오.

・소유권은 국립국회도서관에 귀속됩니다.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반납해 주십시오. 

・기명자 본인만 이용 가능합니다.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 주십시오.

２　등록 이용자 카드 취급에 대하여

３　등록정보를 변경하고 싶을 경우

①내관하여 변경할 경우

②내관하지 않고 변경할 경우

본인확인서류를 지참하여 이용자 등록 카운터에서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본 도서관 홈페이지 ‘국립국회도서관 이용자 등록에 대하여’에서 절차 안내를 확인해 주십시오.

https://www.ndl.go.jp/jp/registration/index.html（일본어）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유효기간이 그날부터 3년간 

연장됩니다.

・도쿄본관, 간사이관에 입관한다.

・국제어린이도서관 아동서 연구자료실에 입실한다.

・등록 이용자 카드를 발급 받는다.

・본인확인서류를 제시한 후 이용자 정보 변경을 한다.

・NDL Online 에 로그인한다.

・원격 복사 서비스를 이용한다 (본 도서관이 신청 접수한 날로부터 3년간 연장됩니다.).

　실효된 경우 등록 이용자로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다시 이용자 등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NDL Online 첫 화면에 이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후,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이용자 정보’ 

　（利用者情報 /My Account）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시면 실효일 약 3개월 전에 갱신 안내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４　등록 유효기간



①도쿄본관 내 서비스

５　등록 이용자가 이용 가능한 서비스

서고자료 이용

소장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고자료가 이용(열람(무료) 및 복사(유료)) 가능합니다.

후일 우송 복사

관내에서 소장자료의 복사를 신청하여 후일 우편 또는 택배로 복사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사이관 자료 요청

도쿄본관에 간사이관의 자료를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도쿄본관 내관 또는 NDL Online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자료

서양잡지, 국내 박사학위 논문, 문부과학성 과학연구비보조금 연구성과보고서, 규격자료, 해외 특허자료, 

테크니컬 리포트, 아시아언어 자료(도서, 잡지, 신문, 마이크로자료)등.

※자료 상태나 형태에 따라 요청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습니다.

https://www.ndl.go.jp/jp/privacy/index.html

◎개인정보 취급에 관해서는 본 도서관 홈페이지 ‘국립국회도서관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하여’를 확인해 주십시오.

（일본어）

2022.10　국립국회도서관

②내관하지 않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

개인 전송

원격 복사

인터넷 등에서 복사를 신청하여 우편 또는 택배로 복사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도서관 소장 자료 및 계약에 의하여 이용 가능한 일부 전자 저널에 한정됩니다.

・복사할 자료와 복사 부분을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사물을 내관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본 도서관의 디지털화 자료 중, 절판 등의 이유로 입수가 어려운 자료에 대하여 이용자 본인의 단말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일본 국내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개인 전송 이용 규약에 동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 자료는 본 도서관 홈페이지 ‘개인용 디지털화 자료 전송서비스’를 확인해 주십시오.

https://www.ndl.go.jp/jp/use/digital_transmission/individuals_index.html（일본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