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주택 법: Fair Housing

공정 주택은 모두의 권리뿐만 아니라, 또한 지역 사회를 더 나은 장소로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 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다양한 사회가 건강하고 바람직한 사회라고 합니다. 북부의
Open Communties 는 시카고의 북부 교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 주택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은:
• 귀하의 권리에 대해 귀하를 교육시키고
• 귀하의 주택을 찾는데 에 강력한 변호인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과 도움을 주고
•집주인에게 공정 주택 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귀하를 대신하여 집주인의 저렴한 월세를 요청하는 편지 써주고
• 주택 차별에 대한 불만사항 고발 접수를 도와 줌.

오늘의 차별 대우

당신은 집을 임대하거나 구매할 때 동일 할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방, 주 및 지역
법률은 인종 등의 개인 특성, 피부색, 종교, 국적, 장애, 어린이와 성별의 존재 등 때문에
차별되는 우리 모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택 차별 대우는 일반적으로 무례 한 일보다 더
은밀 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아파트를 찾는 이들이 정중하게 자신이 선택한 집을 이유없이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살 집을 찾는 동안 이런 종류의 말을 들었을 경우, 주택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우리는 2 베드 룸 아파트를 두 명 이상의 사람에게 대여하지 않습니다."

• "우리는 가족들에게 대여하지 않습니다. 이 건물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들으신
분들입니다."
• "당신은 핸디켑Ramp를 만들 수 없습니다. 미관상 안 좋습니다"
• "미안 해요. 난 당신의 통역관과 일 할 수 없습니다."
• " 여기는 독실한 기독교 커뮤니티입니다. 편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
• "우리는 금방 아파트를 임대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음 날 까지도 입대가 가능
하다.

당신이 우리에게 연락 하면, 우리의 공정 주택 전문가들은 상황의 사실을 평가하고
권리와
옵션에 대해 당신과 얘기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당신은 당신이 불공정 대우를 받고 있다고 판단되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 847-501-5760, Open Communities공정주택 센터의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Ext 408
입니다.
• 상세히 기록하기: 집주인, 재산 관리자, 부동산, 대출 임원 또는 보험 에이전트와의 면담
및 전화 통화내용을 작성하여 문서로 만들어 놓으십시요.
•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자세한 기록하여 보관하십시오.
• 모든 영수증을 보관하고, 신청 양식, 비즈니스 카드 및 기타 관련 문서의 사본을 보관
하십시요.
•
당신이 차별대우 신고서 제출을 고려하는 경우 - 지체하지 마십시오. 주에 따라,
주택이 있는 장소에 따라, 180일로부터 2 년까지의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