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 N A P
 at FCPA

 Farmers Markets

Charge your EBT card at the SNAP Information
Table for your desired amount.

1. SWIPE

You will receive tokens worth DOUBLE the amount
charged to your card. If you swipe for $20 you will
receive $40 in tokens. SNAP tokens can be used to
purchase SNAP-eligible items. 'Match' tokens can
only be used for fruits & vegetables. 

2. DOUBLE

Use your tokens like cash. Vendors can not give
change, so try to make whole-dollar purchases.
You can spend your tokens any time and they do
not expire. 
*You must use your tokens at the location they
were purchased.*

3. SHOP

For Inclusion and ADA Support, call 703-324-8563. TTY Va. Relay 711

We match SNAP benefits so you can purchase more fruits & veggies for less! 

For more information visit
www.fairfaxcounty.gov/parks/farmersmarkets 

or call 703-642-0128

Annandale • Mason District Park
Thursdays, 8 a.m. - 12 p.m.│May 5 - November 3

Mount Vernon • Sherwood Regional Library
Wednesdays, 8 a.m. - 12 p.m.│April 20 - December 21

Reston • Lake Anne Village Center
Saturdays, 8 a.m. - 12 p.m.│April 30 - December 3

Lorton • VRE Parking Lot
Sundays, 9 a.m. - 1 p.m.│May 1 - November 20



S N A P
 en FCPA

 파머스마켓

SNAP 정보 안내테이블에서 귀하가 원하는만
큼의 금액을 EBT 카드로 계산하십시오.

1. 청구결제

충전된 EBT 카드로 두 배 가치의 토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 결제하면 $40 상당의
토큰을 받게 됩니다. SNAP토큰은 SNAP-가능품
목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치”
토큰은 과일이나 채소를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두배의 가치

토큰을 현금처럼 사용하되 판매자가 거스름
돈을 줄 수 없으므로 달러 단위로 구매하세요.
토큰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만료기간
이 없습니다
 *단 토큰은 구입한 파머스마켓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시장보기

SNAP 매칭 혜택으로 더 많은 과일과 채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Annandale • Mason District Park
목요일, 오전 8시 - 오후 12시│5월 5일 - 11월 3일

Mount Vernon • Sherwood Regional Library
수요일, 오전 8시 - 오후 12시│4월 20일 - 12월 21일

Reston • Lake Anne Village Center
토요일, 오전 8시 - 오후 12시│4월 30일 - 12월 3일

Lorton • VRE Parking Lot
일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5월 1일 - 11월 20일

자세한 정보는
www.fairfaxcounty.gov/parks/farmersmarkets

또는 703-642-0128 로 전화하십시오

For Inclusion and ADA Support, call 703-324-8563. TTY Va. Relay 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