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회도서관 도쿄 본관 및 간사이관

내관 이용 상 부탁 말씀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국립국회도서관 자료이용규칙(2022년 국립국회도서관 규칙 제1호)에 의거하여,
‘국립국회도서관 도쿄 본관 및 간사이관 내관 이용에 관한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2022년国 図 利 2204091호)에
의하여 내관 이용자께서 주의하실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립국회도서관이 많은 분들께 보다 좋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적 재산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자료를 오랫동안 보존하여 향후 자료가 이용되는 데 기여하기 위해 각별히 부탁 드리는 것입니다.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１

반입 금지품
이용자는 관내에 다음 물품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의료 상 그밖의 이유로 반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B5판 크기 이상의 불투명한 주머니 등 (가방, 종이가방, 봉투 등)
(2) 복사기, 카메라, 캠코더, 스캐너 등

(3) 칼 종류 (커터, 면도 칼 포함)
(4) 우산 (접이식 우산 포함)
(5) 동식물
(6) 기타, 자료 보전, 관내 안전, 이용환경 유지 등을 위해 국립국회도서관이 부적절한 반입물이라고 판단한 물품
２

수하물 위탁
이용자는 수하물을 보관함에 맡기고 귀중품이나 노트 등 관내에 가져갈 필요가 있는 소지품은 투명성이 높은 봉투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소지품 관리에 각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분실했을 경우 국립국회도서관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퇴관 시에 자료 보전을 위해 소지품을 담은 봉투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관함 이용은 당일에 한하여(개관시간
종료까지) 가능하며, 보관함에 남아 있는 물품은 유실물 처리가 됩니다. 또한 관리상의 이유로 관내에 방치되어 있는 소지품 등을
국립국회도서관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３

성명 등의 기입
입관 시에 당일이용카드 발급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의 성명 기타 필요사항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자료 이용 시, 자료청구표 등에 성명, 주소, 자료 명칭 및 청구기호 기타 필요사항의 기입 또는 입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확하게 기입 또는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４

전반적인 금지행위
관내에서는 다음 행위를 금지합니다.
(1) 큰소리를 내거나 떠드는 것.
(2) 필요 이상으로 크게 소리를 내거나 기계음을 외부에 내는 것.
(3) 다른 이용자나 직원 등에 대해 폭력을 휘두르는 것.
(4) 다른 이용자나 직원 등에 대해 치한 행위나 성희롱 행위를 하는 것.
(5) 이유 없이 다른 이용자나 직원을 쫓아다니거나 면회의 강요, 폭언을 내뱉는 등의 위협 행위, 모욕적 행위를 하는 것.
(6) 휴대기기 등을 사용한 통화를 지정된 장소 외에서 하는 것.
(7) 휴대기기 등에 부속한 또는 전용기기의 녹화/녹음기능, 카메라 기능, 스캔 기능 등을 사용하는 것.
(8) 국립국회도서관이 지정한 장소 외에서 이어폰, 헤드폰 등을 사용, 장착하는 것.
(9) 국립국회도서관이 지정한 장소 (기기사용석) 이외의 장소에서 전원을 사용하거나 도서관 이용상 필요한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전원을 이용하는 것.
(10) 지정된 장소(식당, 커피숍, 카페 등)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껌, 사탕 등 포함)을 섭취하는 것. 단, 밀폐용기에 담은 음료는
자료나 단말기를 이용하는 장소 외에서 마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음료를 담은 용기는 자료와 별도로 투명성이 높은 봉투에
넣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흡연(무연담배, 전자담배 등 포함)하는 것.
(12) 이용자 출입구 이외의 출입구를 통해 출입을 시도하는 행위.
(13) 기타, 자료 보전, 관내 안전, 양호한 이용환경 유지,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해 국립국회도서관이 금지하는 행위.

５

이용 카드
등록이용자카드, 가등록이용자카드, 임시이용카드, 당일이용카드 및 임시카드(이하 ‘이용카드’라고 함) 의 취급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용카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분실하거나 꺾거나 더럽히거나 함부로 다루지 말 것.
(2) 이용카드에 기제된 식별번호 및 비밀번호를 함부로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 것.
(3) 다른 이용자 간에서 이용카드를 서로 대여하지 말 것.
(4) 단말기 등에 이용카드를 장시간 방치하지 말 것.
(5) 가등록이용자카드, 임시이용카드, 당일이용카드 및 임시카드는 퇴관 시에 반납할 것.

６

자료 이용
자료 이용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료는 관내의 정해진 장소에서 이용할 것.
(2) 자료는 소중히 다루며, 꺾거나 억지로 펴거나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 것.
(3) 자료를 자르거나 찢지 말 것.
(4) 자료에 낙서를 하지 말 것.
(5) 자료를 이용하면서 음식(껌, 사탕 등 포함)을 먹지 말 것.
(6) 자료를 식당, 커피숍, 카페에 반입하지 말 것. 단, 보관함이 꽉 찼을 경우 등 부득이한 이유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소지품과 같게
자료를 투명성이 높은 봉투에 넣어서 관리할 것.
(7) 자료를 화장실에 반입하지 말 것 .
(8) 자료를 관외에 가져가거나 가져가려 하지 말 것.
(9) 자료를 반납할 때까지 충분히 주의하여 관리할 것.
(10) 기타, 자료를 분실, 파손 또는 오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말 것.

７

자료 반납과 퇴관
자료 반납 시에는 국립국회도서관이 지정한 장소에 국립국회도서관이 정한 방법으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일 우송
복사를 신청한 자료를 제외하고 모든 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이용자는 퇴관할 수 없습니다. 출력 카운터에서 신청한 제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８

시설 및 비품
국립국회도서관 시설 및 비품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단말기 기타 기기류를 함부로 다루지 말 것.
(2) 열람용 책상, 의자 기타 비품 등을 오손하거나 파손, 훼손하지 말 것.
(3) 화장실 기타 관내 시설물을 오손하거나 파손, 훼손하지 말 것.
(4) 비품 등을 가져가지 말 것.

９

직원 등의 지시
자료 및 시설 이용 등에 관하여 직원들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0

이용 중지, 퇴관 조치
국립국회도서관은 이 규정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립국회도서관 자료이용규칙 규정에 따른 자료 이용의 중지 또는 정지를 명하며, 이에 더해 입관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4항 (3)혹은 (4)(폭력행위나 성추행 등), 제5항(2)혹은(3)(이용카드의 부정 사용 등), 제6항(3)혹은
(8)(자료 찢김, 반출 등) 또는 제8항 (2)혹은(3)(비품, 시설의 파손 등)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하여 즉시 자료 이용 중지 및 퇴관
조치를 명합니다.
11

민사, 형사 상 책임
국립국회도서관의 자료, 시설, 비품 등을 오손, 훼손 또는 분실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법령 등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국립국회도서관은 이용자가 이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그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12

입관 제한
국립국회도서관은 이 규정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하여 그 금지행위 또는 위반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립국회도서관 자료이용규칙 규정에 의거한 자료 이용 중지 또는 정지를 명하여, 입관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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