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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NSW 민사 행정 심판원 (NCAT)은 모든 참석자들이 공판실과 건물에서 안전하게 느끼는 환경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Court Security Act 2005는 법정과 심판원의 안전을 위한 규정을 제공합니다. 보안 담당관이 

부여하는 법적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캐닝 절차 

일부 NCAT 심리 장소들은 입구에 공항과 유사한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안 점검이 있는 NCAT 시설로 들어갈 경우: 

• 모든 소지품들을 스캐너를 통과하는 컨베이어 벨트에 놓으세요. 

• 금속 탐지기로 걸어 들어가세요. 

• 귀하는 휴대형 탐지기로 스캔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다른 NCAT 장소에서 임시 무작위 스캐닝이 실시됩니다. 

비인가 물품 

아래 물품들은 NCAT 시설로 반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지 물품 

• 총기류 

• 칼 

• 금지된 무기 

• 불법 약물 

잠재적으로 위험하거나 위협적인 물품 

• 스크루드라이버, 스패너 및 망치 등의 공구 

• 가위 및 기타 날카로운 물품 

• 유리 물병 혹은 기타 유리 용기 

• 오토바이 헬멧 

• 사용을 위해 의료적 인가 없이 보유한 주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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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AT로 금지된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법률 위반입니다. 금지된 물품은 압류되어 경찰에 

넘겨질 것입니다. 

보안 담당관들은 잠재적으로 위험하거나 위협적으로 간주되는 기타 물품들을 압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 물품들은 귀하가 시설을 떠날 때에 반납될 것입니다. 

NCAT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NCAT 시설에 알코올 반입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보안 위협 

무기, 폭발물에 대한 위협이나 언급, 혹은 손상이나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심각하게 다루어 

집니다. 건물 입장이 거부되고 경찰을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스캔을 받아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보안 스캐닝이 구비된 NCAT 시설에 들어 갈 경우에 스캐닝을 받아야 합니다. 

보안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모든 NCAT 시설 입장을 위한 조건입니다. 

신체적 혹은 의료적 이유로 스캐닝이 금지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장애 혹은 의료 임플린트로 인해 스캔을 받을 수 없을 경우 보안 담당관에게 알려주십시오. 

대체 검색 방법을 이용하여 도와드릴 것입니다. 

보안 담당관들은 고객들의 사생활과 품위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검색을 실시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x-레이 기계가 나의 소유물을 오염 혹은 손상시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x-레이 기계는 정기적으로 점검 유지됩니다. 모든 노출은 법적인 허용 

한도에 훨씬 못미칩니다. 기계에서 방출하는 x-레이는 방사선을 띠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품 

및 의약품 혹은 전자 장비를 포함한 기타 재료에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보안 절차가 지체 상황을 일으킬까요? 

NCAT 시설 입장을 위해서는 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가능한 지체 상황을 줄일려면 

일찍 도착하고 반입하는 물품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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