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락주세요
 

볼티모어 
지역사회

관계 위원회
 

임대주는 공정주택거래를 준수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전화 : 410.396.3143
팩스 : 410.244.0176
이메일 : CRCIntake@baltimorecity.gov
주소 : 7 E. Redwood St. 9th Floor
Baltimore, Maryland 21202
 
CRC는 또한 고용, 공공 편의 시설, 보건
및 복지 기관 및 교육에 대한 불만사항도
접수합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볼티모어 민권 사무소를 찾습니다:
 
 

@baltcivilrights    @baltcivilrights   @baltcitycivilrights

주택전문가를 위한 

공정주택거래법 정보

공정주택거래법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까?
CRC에 전화 주십시오

410-396-3143

1. 차별적 광고를 피하고, 특정 계층에 대한 선호나
제한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2. 서면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정보 또는 신청서
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3. 보호받는 계급 특성에 근거하여 비평하거나, 경멸
적인 발언, 또는 거주자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4. 장애인 거주자가 합리적인 개조를 할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5. 장애인 거주자를위한 정책과 절차에 있어 합리적
인 편의시설을 도모합니다.
 
설명회 또는 교육 과정을 예약하기 위해 CRC에 
전화하여 이러한 조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https://civilrights.baltimorecity.gov/
https://twitter.com/baltcivilrights?lang=en
https://www.facebook.com/BaltCivilRights/
https://www.instagram.com/baltcitycivilrights/


 

주택전문가를 위한
공정주택거래법 정보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교육및 봉사활동
CRC 직원은 임대주와 주택 
전문가들이 공정 주택거래에 대해
배울 수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
합니다.
설명회는 특정 요구에 맞게 조정
하거나 정기적으로 일정이 잡힌
교육기회 중 하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육 일정을 예약하려면
(410) 396-3143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CRC는 주택전문가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제공합니까?

”이 출판물의 기초를 제공한 작업은 미국 주택 도시 개발국의 보조를 받은 자
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작품의 내용과 결과는 대중에게 바칩니다. 이 출판물
에 포함 된 진술과 해석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와 출판사에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반드시 연방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1. 공정 주택 거래 101- 본 교육 연수는 연방 및 지역 
공정 주택 차별 방지법에 대한 검토를 제공합니다. 
워크샵에서는 과정 내용을 설명하기위한 관련 자료와 
예들을 제공합니다.
 
2. 소득원-본 교육 연수는 주택 차별에서 보호 대상 
계층으로 "소득원"을 추가 한 새로 제정 된 조례 
# 19-234에 중점을 둡니다.
 

CRC는 또한 여러분의 그룹의 특정 요구에 맞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볼티모어 시 법 제 4 조
 
다음과 더불어 모든 연방 및 주 보호 등급에 대한 
주택 차별을 금지합니다.

 

연령, 조상 및 수입원

 

 

연방 : 주택 공정 거래법, 개정
다음을 기준으로 개인에 대한 주택 차별을 
금지합니다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성별, 가족 상태 및

장애

연방 및 지방 법률

다음과 더불어 모든 연방 보호 등급에 대한 주택 
차별을 금지합니다.

성적 취향, 성 정체성 및

결혼 여부
 

메릴랜드의 주석코드

https://www.hud.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