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 및 예배 장소 코디네이터는 예배 장소, 지역 
사회 수영장, 주택 소유자 협회 및 기타 비영리 
그룹에 대한 토지 개발 및 건축 프로젝트 계획 
지침을 제공합니다. 

부동산 구입, 입대 계약 체결, 또는 창고 증축을부동산 구입, 입대 계약 체결, 또는 창고 증축을 
하기 전에,하기 전에, 코디네이터에게 먼저 전화하여 건축 
법규, 규정 및 프로젝트의 적법한 승인을 위한 
카운티 차원의 절차 등에 관해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코디네이터는 자원을 제공하고 
카운티의 기관들과 모임을 
주선하여 다음과 같은 토지 개발 
문제를 토론하게 됩니다 

• 건축 승인 
• 새 예배 장소 개설 
• 주차 문제 
• 유치원 개설 또는 변경 
• 축제 또는 현장 기부 캠페인 
• 접근 가능한 경사로 
• 표지판 
• 커뮤니티 풀 
• 그리고 기타 토지 개발 관련 여러 문제들 ... 

Fairfax County, VA.,Fairfax County, VA., 출판부출판부 | 2018년년 6월월 
이 정보를 다른 형식으로 보기 원하시면이 정보를 다른 형식으로 보기 원하시면 
703-324-1780, TTY 711703-324-1780, TTY 711로 연락하십시오.로 연락하십시오. 

지침지침 
에대한에대한 

비영리 단체 및 예배 장소비영리 단체 및 예배 장소 

Fairfax County 비영리 단체 및 
예배 장소 코디네이터 

703-324-1780 
nppw@fairfaxcounty.gov 



  

 

  

 

 

 

   

  

 

  

계획 타당성:

조닝:

현장 검토:

건축 승인:

채권 방출:

오늘의 플래너

승인

오늘의 현장 엔지니어

건물 계획 검토

표지판

모임 신청서 및 추가 자료들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계획 프로세스에서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현장 검토 

건축 승인 채권 방출 

계획 타당성 조닝 

계획 타당성: 프로젝트의 모든 요건, 절차, 시간 및 

비용을 숙고합니다. 

조닝: 토지나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고, 제한 사항 및 버지니아 교통부의 요건들을 
확인합니다. 
현장 검토: 우수 요건, 공공 개선, 검사, 

가능한 VDOT 허가 및 필수 재정적 채권 등을 

검토합니다. 
건축 승인: 건물 계획 및 필요한 검사를 검토합니다. 

채권 방출: 현장 완공 및 채권 방출 문서화, 

그리고 최종 확인합니다. 

자원 

오늘의 플래너..... 703-324-5387/5372 , TTY 711 
승인..........................703-222-0801, TTY 711 
오늘의 현장 엔지니어......703-324-2268, TTY 711 
건물 계획 검토..........703-631-5101, TTY 711 
표지판...................................703-324-4300, TTY 711 

모임 신청서 및 추가 자료들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Fairfaxcounty.gov 에서“비영리 
건설” 검색 

Fairfax County 토지 개발 서비스 
12055 Government Center Parkway 
Fairfax, VA 22035 
fairfaxcounty.gov/landdevelopment 

https://fairfaxcounty.gov/landdevelop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