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CGAP 포토 콘테스트, 참가작 제출 시작  

워싱턴, 2015년 6월 23일 /PRNewswire/ -- CGAP가 전 세계 아마추어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우수한 

사진들을 성공적으로 조명해 온 지난 10년을 축하하며 올 2015년 연례 포토 콘테스트(Photo Contest)를 

위한 참가작 제출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2015년 9월 9일 전까지 2015 CGAP포토 콘테스트 온라인에서 참가작들을 제출하면 된다(Submit your 

entries to the 2015 CGAP Photo Contest online) 

지난 10년 동안, CGAP포토 콘테스트는 빈곤층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공식 금융 서비스들이 이용을 위한 

획기적인 방법들을 기록해왔다. 그 동안 많은 변화 및 발전들이 있어왔고, 디지털 금융 서비스들과 같은 

혁신적인 플랫폼들은 은행거래를 하고 있지 않은 전 세계 20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희망과 도전과제를 

모두 제공한다. 

변화하는 금융포용 공간들을 중심으로, 올해의 콘테스트는 4가지 주요 주제들을 다룬다: 디지털 금융 

서비스들, 여성들의 금융 서비스 사용, 소규모 기업들을 위한 소액금융, 소규모 자작농과 그 가족들. 

제출되는 작품들은 해당 주제들 안에서 다양한 범위의 제품, 기관 및 접근방법들을 나타내고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발전적, 기술적 사안들을 다룰 것이 권고된다. 참가작들은 시골과 도시를 포함해 어떤 지역 

및 장소들을 배경으로 해도 좋다. 

지난 우승작들은 매우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이미지들이었으며 유명 글로벌 미디어들에 다수 노출되었다. 

가디언(The Guardian)지는 95개 국에서 약 5,000개의 작품들이 제출되었던 2014년의 포토 

콘테스트를  "금융 서비스들의 사용을 증가시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일깨운다"고 표현했으며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는 "개발 도상국 내 기업가들의 희망을 주는 사진들"이라고 강조했다. 

올 2015년에, 1등, 2등, 3등상은 물론 지역 우승자들과 인기투표에 따라 선정되는 피플스 초이스(People's 

Choice)를 포함해 다수의 상들이 수여될 예정이다. 해당 투표는 9월 10일에서 17일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사진을 통해 금융포용의 "모습(face)"과 금융 서비스들에의 향상된 이용성이 어떻게 빈곤층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를 즉,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여주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해당 링크를 통해 사진을 

제출(Submit your photos)할 수 있으며 본 보도자료를 개인 네트워크들에 공유(share this 

announcement)할 수 있다. 

CGAP에 대해 

빈곤층 지원을 위한 전문 고문그룹인 CGAP(the 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은 금융포용을 

추구하는 전 세계 34개의 선두 기관들과 협력한다. CGAP는 빈곤층들이 금융포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들, 정책 입안자들, 자금 제공자들과의 활발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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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리서치를 통해 혁신적인 솔루션들을 개발한다. 세계은행(World Bank)을 기반으로 하는 CGAP는 

우리 사회의 빈곤층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금융 서비스들을 보다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근거에 

기반을 둔 신뢰할만한 지원 및 지지 플랫폼들과 책임 있는 시장 발전을 위한 실용적인 방법들을 결합한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당사 웹페이지(www.cgap.org)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에스더 리 로센(Esther Lee Rosen), erosen@worldbank.org, +1 (202) 458-0147 

 

http://www.cgap.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