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xos Music Library 이용 - 소속 기관의 웹사이트 로그인 후 별도의 추가 로그인 없이 NML 링크/배너 클릭
https://www.naxosmusiclibrary.com/sharedfiles/NML/en/banners/NewNML3/index-kr.htm 참조

Accessibility (웹접근성)
장애인 및 고령의 이용자가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페이지 화면을 확대하거나 커서가 두드러져 보이게 조정 가능

키워드 검색
음악의 제목, 작곡가명, 연주자명, 앨범명,
음반사명 등 키워드 입력시, 해당되는 앨범 검색
(영어로 검색 - 작곡가/연주자가 한국인일 경우
한국 이름을 영어로 검색)
상세 검색
다양한 검색 카테고리를 선택,
좀 더 세분화된 검색 가능

바로 클릭시 앨범 전곡 재생.
특정한 곡들만 듣고자 하는 경우
해당 트랙들만 선택 후 클릭

앨범/트랙의 고정 URL 보이기/숨기기
해당 앨범 즐겨찾기에 추가/해제
선택한 트랙 ‘음악목록’에 추가
해당 앨범 페이스북/트위터에 공유
선택한 트랙 ‘이어듣기’에 추가’

플레이어
보이기

서로 다른 앨범을 플레이어 하나에서 계속 들으려면
구 버전에서는 ‘음악목록’ 계정을 사용해야 가능했으나,
현재의 새 버전에서는 음악목록 계정 없이도
“이어듣기’ 버튼으로 플레이어에 트랙 추가 가능

플레이어
숨기기

음악 자료 메뉴 - 클래식 음악 교육 관련 자료들 제공 (영어)
(예) 용어 사전, 음악 듣기 훈련, 작품 분석,
시대별 작곡가 안내, 나라별 교과 과정에 따른 자료,
오페라 대본, 발음 가이드, 해외 음악 급수시험 음악목록 등
학습 공간 - 대한민국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양음악사 교재
<새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 (심설당) 책에 소개된 음악 청취 가능

등록한 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로
음악목록 계정 및 NML 모바일 앱 로그인 가능

(영어로) 이름, 메일 주소, 비밀번호 등록 후 본인의 ‘받은 메일함’으로 온
계정 활성화 메일 확인 - 메일 안에 있는 아래의 링크 (또는 URL) 클릭

링크 클릭 후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보이면 계정 등록 완료

등록한 계정으로 음악목록 메뉴에서 로그인 후 본인 계정의 탭에서 여러 개의 폴더, 폴더 내에 여러 개의 음악목록 생성 가능.

앨범에서 음악목록에 추가하고자 하는 트랙
선택 후 음악목록에 추가 (+) 버튼을 눌러, 탭
하단에 있는 폴더(Folders)와
음악목록(Playlists)을 선택하거나,
이용자의 음악목록

새로운 음악목록을 만들어 그 안에 추가 가능.
음악목록의 순서 변경은 해당 음악목록을
원하는 위치로 끌어서 놓기만 하면 됨
(drag and drop)
음악목록은 파일로 내보내기/불러오기 가능
(다른 사람과 음악목록 파일로
서로의 음악목록 공유 가능)
음악목록 계정(메일주소/비밀번호)으로
모바일 앱 로그인 가능
NML 이용을 마친 후
브라우저 상단의 “로그아웃” 버튼 클릭

Naxos Music Library 이용 - NML 모바일 앱

App Store (아이폰) / Google Play Store (안드로이드)

음악목록 계정 메일주소
음악목록 계정 비밀번호

NML 앱 설치 후 열기
컴퓨터로 NML 에서 등록한 본인의 음악목록 계정
메일주소(Username)와 비밀번호(Password)로
모바일 앱 로그인

NML 은 스트리밍 DB 이므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사용자가 아닐 경우
데이터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사용 전 wifi 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 후
업데이트 된 앨범 목록 확인 가능

하단의 Browse 메뉴에서는
세부 장르별(카테고리) 앨범 보기 가능

직접 원하는 음악을 찾아서 듣고자 할 경우
하단 중앙에 있는 Search 버튼 터치.
컴퓨터의 키워드 검색과 동일 (영어로 검색)

앨범 전체에
대한 매뉴

작품 전체에
대한 메뉴

각각 하나의
트랙에 대한 메뉴

앨범 페이지 - 커버 이미지와 앨범 정보 / 각각의 트랙을 터치해서 음악 감상

이 버튼은 앨범 전체, 작품 (모든 악장 포함),
또는 각각의 트랙에 대한 메뉴로 연결.
버튼 터치시 왼쪽의 화면처럼 메뉴 이동.

Download for Offline Streaming
모바일 앱 내에서 들을 수 있도록 선택한 앨범이나 작품, 트랙 다운로드.
해당 모바일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wifi 나 데이터 없이) 앱 내에서 들을 수 있음.
단, 다운로드 후 30 일간 유효.

Add to Playlist
모바일 앱에서 음악목록에 추가

< 음악목록 메뉴 >
Student Playlists
본인의 음악목록에 접근, 추가/수정/삭제 등의 편집 및
음악목록 내 음악 감상 가능
[기관명] Playlist
기관 관리자 또는 (학교 도서관의 경우) 교수 등 음악목록
이용자는 음악목록 접근 및 감상 가능
Naxos Music Library Playlists
낙소스에서 발매된 앨범들을 각각의 시리즈나 주제에 맞게
그대로 음악목록화. 음악 장르/작곡가/악기/분위기 등 다양한 주제
Themed Playlists
음반사와 상관없이 컴필레이션 음반처럼 주제별로 섞여 있는 음악목록
Recently Played

최근에 들었던 음악들

Offline Content
앨범이나 트랙, 혹은 음악목록에서 다운로드한 음악.
인터넷 연결 없이도 해당 음악 청취 가능
(다운로드한 음악은 30 일 후 자동으로 삭제됨)

모든 이용이 끝나면 반드시
음악목록 계정 이용자명

앱 하단 우측의 Others > LOGOUT 버튼 클릭!
(구독 기관별로 동시접속자 수 제한이 있으므로
다른 이용자들을 위해 이용 후 꼭 로그아웃 해 주세요!)

이용자의 음악목록 계정은
6 개월간 접속이 없으면 자동으로 비활성화되므로,
최소 6 개월에 한 번 이상 접속해 주셔야 유지됩니다.
비활성화된 경우, 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 NML 에 접속 후
음악목록 메뉴에서 로그인 후 계정 재활성화를 시도해 주세요.

이용 중 문의사항이나 의견 등이 있을 경우 Contact Us >
naxoskorea@naxos.com 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한글로 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외의 이용 관련 문의는 NML 을 이용하시는 곳의 담당자나
담당 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