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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가 없는 칼로리 함유

+

Seattle 시는 2018년부터 시내에서 유통되는 가당 음료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법령 125324). Sweetened Beverage Tax(SBT, 가당음료세)는 

소비자들에게 직접 부과되는 판매세는 아닙니다. 대신 판매자가 Seattle 

내에서 유통시키는 가당 음료에 부과되는 세금(1온스당 1.75센트)을 내게 

됩니다. 

왜 Seattle 시는 이 세금을 통과시켰나요?
이 세금은 당이 첨가된 음료의 판매와 소비를 줄여 Seattle 시민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세금 수익은 건강한 식품 접근성, 

어린이 성장 발달과 조기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이 첨가된 음료는 2종 당뇨병, 고혈압 및 심장병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장기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당 음료는 충치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20온스 탄산음료 한 병에는 15티스푼 이상의 설탕과 

250칼로리가 함유되어 있으며 영양적 가치는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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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보육에 대한 공정한 접근성 개선 
SBT 수익은 근로 가구를 위한 보육 지원금 지급을 확대하고, 가정 
방문, 교육 모듈 및 기술 지원을 통해 소규모 Family Child Care(FCC, 
가정 양육) 제공자를 지원하고, 영유아 보육의 품질 향상을 위한 건강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어린이 건강 및 발달을 위한 투자
2021년 Seattle 시는 SBT 수익으로 Prenatal-to-Three Community Grants 
Program(태아부터 3세 유아 대상 지역사회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또한, 해당 수익으로 발달 문제가 있는 
어린이 또는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Developmental Bridge(발달 
교량) 프로그램과 같은 발달 검사 및 치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영양가 있는 식음료를 위한 공정한 접근성 개선 
SBT 수익은 식품 불안정을 겪고 있는 가족, 노령자 및 개인을 위한 
푸드 뱅크, 식사 프로그램 및 음식 배달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지역사회 센터, 보육 시설, 유치원, 학교에서 유아와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연관성이 있으며 현지에서 재배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도 사용됩니다. 그 외에도 
예산이 부족한 Seattle 시민들이 건강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Fresh Bucks를 지원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지역사회 주도 프로젝트를 통한 건강 증진 
흑인, 원주민, 유색 인종, 이민자, 난민, 저소득층, 청소년 및 고령자와 
같이 식품 및 건강 불평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을 위해 
해당 커뮤니티에 소속된 사람들이 SBT 수익으로 자금이 지원되는 
수많은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식수 제공, 
Seattle 공립학교에 식수대 설치,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관련된 음식 
및 음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다양한 전략을 촉진하기 위해 
Food Equity Fund(식품 형평성 기금)이 진행하는 지역 사회 보조금 
프로그램과 청소년이 주도하는 미디어 캠페인도 포함됩니다.  

세금 사용처는?
세금 수익은 Sweetened Beverage Tax Community Advisory Board(가당음료세 

지역사회 자문위원회)가 모니터하며, 건강한 음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어린이 건강, 발달, 취학 준비 개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eattle Municipal Code(시애틀 시 법령) 5.53.055를 

참고하십시오.   

2021년, Sweetened 
Beverage Tax로 모인 
지원금 

$20.3M 

건강한 식음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아동의 
조기 발달과 학습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위해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bit.ly/SBTinvestment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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