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운티의 대응을 평가하는 코로나-19 설문조사가 7 월 5 일까지 제공됩니다. 

빠른 요약 

• 한 설문조사는 2020 년 1 월부터 2021 년 12 월까지 카운티 서비스를 구하거나 받는 모든 사람의 

피드백을 요청합니다. 

• 또 다른 조사는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비즈니스 관련 부서에 초점을 맞춥니다. 

• 두 설문조사 모두 7 월 5 일까지 진행되며 여러 언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는 양성 사례가 계속되고 있고 우리의 어린 아이들은 아직 예방 접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COVID-19 의 긴 기간을 고려하여, 감독위원회는 2020 년 1 월부터 2021 년 12 월까지 

카운티의 대응과 서비스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 검토는 두 단계로 진행되며, 첫 번째 

단계는 이미 완료되어 있습니다. 

https://www.fairfaxcounty.gov/boardofsupervisors/sites/boardofsupervisors/files/assets/meeting-

materials/2022/mar01-public-safety-aar-update.pdf 

2 단계 검토를 돕기 위해, 이제 건강뿐만 아니라 특정 비즈니스 관련 상호 작용에 대한 정부 전체의 

카운티 응답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설문 조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설문조사는 7 월 5 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 각 설문 조사에서 "번역" 버튼을 선택하여 여러 언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 페이퍼 설문조사는 또한 모든 페어팩스 카운티 공공도서관 지부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https://www.fairfaxcounty.gov/library/branches 

참고: 우리는 주 또는 연방 정부가 아닌  페어팩스카운티 정부에 대한 피드백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도시인 페어팩스, 폴스 처치 시티 와 비엔나, 클리프턴  및 헌던  시 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도페어팩스  카운티 정부가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그러나 Fairfax 카운티만 포함하십시오. 시 또는 타운 서비스가 아닌 정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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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서비스 설문조사 

이 일반 설문 조사는 지역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카운티 서비스에 대한 경험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기위한 것입니다. 

서비스 및 지원에는 보건, 허가, 검사, 투표, 세금, 커뮤니티 센터,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교통 지원, 

도서관, 공공 회의, 위원회 및 의회, 식품 지원, 주택 지원, 아동 및 성인 보호 서비스, 공공 안전 

서비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설문조사: https://engage.fairfaxcounty.gov/COVID-Community-Input 

 

비즈니스 관련 설문조사 

이 설문 조사는 다음 부서 및 서비스와 상호 작용한 기업 및 커뮤니티 구성원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습니다. 

• 기획 및 개발부: 여기에는 구역 지정 신청, 허가(푸드 트럭, 재택 사업, 소음 면제, 단기 숙박, 부속 

생활 단위, 습지 등), 구역 변경, 건축 검토 위원회, 종합 계획 수정 및 해석. 

• 토지 개발 서비스: 여기에는 건축/무역 허가 신청, 건축/무역 허가 계획 검토, 부지 계획 신청, 

부지 계획 검토, 주차 도표, 코드 수정, 건축/무역 허가 검사 및 부지 검사가 포함됩니다. 

• 경제 이니셔티브 부서: 여기에는 RISE 보조금, PIVOT 보조금 및 소액 대출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 규정 준수 부서: 여기에는 실외 보관, 다중 거주, 재산 유지 관리, 허가되지 않은 건설, 기타 구역 

및 건축 규정 위반과 관련된 불만 사항 조사가 포함됩니다. 

 

비즈니스 설문 조사 : http://engage.fairfaxcounty.gov/COVID-Business-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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