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685 

2018년 SBT에서 자금을  
지원한식품 접근성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인원

989,670 달러

세입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시애틀에 
재투자합니다.

2018

지역 과일 및 
야채 바구니 개수 
유치원, 커뮤니티 센터의 가족들에게  
무료로 배달되었습니다.

705,381번의 식사  
대접
여름학교 및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지역 사회 기반 장소 및 푸드 
뱅크에 제공되었습니다. 

신선 생산물에 
사용되었습니다  
소득 자격이 있는 개인, 가족 및 
보육,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되었습니다. 

건강한 식품 접근성 
프로그램을 진행한 
장소
유치원, 학교, 지역 사회 조직, 푸드 
뱅크, 파머스 마켓 및 식료품점을 
포함합니다.

1,974,790 달러

이 중 319,333 번의 식사가 
고령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이 금액의 약 50%가 
워싱턴주에서 생산된 과일과 
야채 구매에 사용되었습니다. 

지역 생산물에 
사용되었습니다
고객들이 파머스 마켓과 Farm 
to Table(농장에서 식탁까지) 
프로그램을 통해 식료품 지원금을 
사용하였습니다.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 증진

건강한 음식에 대한 접근성 증진

지역 경제를 위한 수입 창출

1.00 
달러지역에서 사용한 돈은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70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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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달러1,781,406 달러

경제적 이익

무료

연구에 기반한 수치

45,000 
어린이와 성인 

지역 생산물에
지출  

지역 경제에 
발생 



가정 방문은 
입학 준비를 위한  
강력한 투자이며 
입증된 전략입니다.

직접적인 지원, 교육 자료, 정보 및 
소개를 제공하는 훈련된 전문가가 
아동 독서, 건강 및 발달을 지원합니다.

2,284,815 
달러 491 

저~중간 소득 

근로 가족 

84%의 수혜자들이 
유색인종 가족이었습니다.

96%의 수혜자들이 유색인종 
가족이었습니다.

최대 3,285명의 어린이를 
돌봅니다 

 
제공 대상

 
제공 대상

22,080번의 가정 방문

홈 스위트 홈   

저~중간 소득 

가족

접근성이 높은 보육 마련하기

가정 방문을 통한 가족 지원

Family Child Care (FCC , 가정 양육) 제공자에 집중 지역 조기 학습 시스템의 핵심 부분입니다.

369 
시애틀 소재 제공자 수

FCC 제공자
주거용 주택에서 
보육을 제공할 면허가 
있는 제공자입니다

보육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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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수익
(연간)

더 나은 행동, 사회, 건강, 교육 및 
고용 성과 덕분입니다.

기회가 적은 어린이들을 
위한 조기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13%의 
투자 수익 창출

SBT는 고품질의 교육과정, 
코칭, 훈련지원을 다음에 
해당하는 제공자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90 
FCC 제공자 수

주로 유색 인종의 여성 및 

최근 이민자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소규모 

비즈니스입니다.

세입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시애틀에 
재투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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