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AP, 제 10회 포토 콘테스트(Photo Contest) 최종 우승자 발표
워싱턴, 2015년 10월 27일 /PRNewswire/ -- CGAP는 2015 포토 콘테스트(2015 Photo Contest)의 최종
우승자가 인도의 수잔 사르카르(Sujan Sarkar)라고 발표했다. 최우수작인 "농작(Paddy Cultivation)"은
77개국가3,300개 참가작중에서 그 숨이 멎는듯한 구성과 몰입하게 하는 우수성에 의해 선정됐다. 작품은
이번 경연대회의 주요 테마중 하나인 소규모 자작농부와 가족들을 포착하며 인도 서벵골주(West
Bengal)에 위치한 논과 농부들을 사진에 담았다. 세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사르카르의 사진이 가족의
생계, 가정, 그리고 어떻게 자영하는가를 상징한다고 했다.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 뉴스 보도들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multivu.com/players/English/7554951-cgap-photo-contest-winner
27점의 당선작들 전체는 온라인 포토 에세이에서 관람 가능하다.
세계적으로 20억 인구가 공식 금융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년 넘게 연례 CGAP 포토
콘테스트는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되기 마련인 이들의 고투와 성공을 기록하고자 했다. CGAP의
최고경영자인 그레타 불(Greta Bull)은 "포토 콘테스트는 매우 시각적인 방법으로 빈곤 노동자가 대면하는
어려움들과 그 회복력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이는 금융포용성과 우리의 작업에 위신을 부여한다"고 했다.
2015 CGAP 포토 콘테스트는 금융포용성 발전에 중요한 4가지 주요 영역에 관한 출품을 제시했다: (1)
디지털 금융 서비스와 모바일 뱅킹, (2) 여성들의 금융 서비스 사용, (3) 소규모 기업들을 위한 소액금융,
그리고(4) 소규모 자작농부와 가족들이 그 영역들이다.
심사위원단은 더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의 사진술 블로그인 인 사이트(In Sight)의 사진
편집장인 니콜 크라우더(Nicole Crowder),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의 부책임자이자 수상
사진작가인 코린 더프카(Corinne Dufka), 그리고 아메리칸대학교의 포토그라피 프로그램 책임자이자
부교수인 리나 자야스월(Leena Jayaswal)로 이루어졌다.
치열한 경쟁 과정을 통해 심사위원들은 두명의 결승작들, 주제 및 지역별 우승작들, 그리고 선외가작들을
선정했다. 중국의 리밍 카오(Liming Cao)의 작품인 "그물 낚시(Fishing with the Net)"는 아름다운
프레이밍(framing), 독특한 부드러움, 그리고 움직임을 자아냄으로써 결승 2등을 수상했다. 3등은
"촬영하기 어렵다"고 하는 사랑의 본질을 포착했다고 심사위원들이 동의한, 인도의 프라납 바자크(Pranab
Basak)의 작품 "자유를 위한 손들(Hands for Freedom)"에게 돌아갔다.
피플스 초이스상(People's Choice Award)은 온라인에서 200표 이상을 받은 인도의 비카쉬 싱(Vikash
Singh)의 "농부 아가씨(Farming Lady)"에게 주어졌다.

2015 최우수상 수상자는 미화 2,000달러 상당의 사진 장비 상품권이 주어지고 수상작은 뉴욕시
타임스퀘어(Times Square)의 점보트론(Jumbotron)에 전시된다.
최우수상 수상자 및 결승작들
 최우수상: 농작(Paddy Cultivation) – 수잔 사르카르(Sujan Sarkar), 인도
 2등 수상작: 그물 낚시(Fishing with a Net) – 리밍 카오(Liming Cao), 중국
 3등 수상작: 자유를 위한 손들(Hands for Freedom) – 프라납 바자크(Pranab Basak), 인도
주제별 우승작들
 디지털 금융 서비스와 모바일 뱅킹: 행복한 상인(Happy Vendor) – 수브라타 아드키카리(Subrata
Adkhikary), 인도
 여성들의 금융 서비스 사용: 창조자 창조하기(Creating the Creator) – 프라타메쉬 비노드
가데카르(Prathamesh Vinod Ghadekar), 인도
 소규모 기업들을 위한 소액금융: 사리 거미(Sari Spider) – 타티야나 샤라포바(Tatiana Sharapova),
러시아
 소규모 자작농부와 가족들: 산악 작업(Work in Mountains) – 타티야나 샤라포바, 러시아
지역별 우승작들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 토마토(Tomato) – 불렌트 수베르크(Bülent Suberk), 터키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모래언덕 넘기(Overcoming Sandhill) – 레 민 콱(Le Minh Quoc), 베트남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미용사 엘레우테리오(Eleuterio the Hairdresser) – 데이비드 마틴
화마니 베도야(David Martin Huamani Bedoya), 페루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세심함을 가진 눈(Eye for Detail) – 에반스 클레어 온테(Evans Claire
Onte), 아랍에미리트
 남아시아 지역: 나무인형을 만드는 젊은 어머니(Young Mother Is Making a Wooden Doll) – 고우탐
다우(Goutam Daw), 인도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파리다의 옥수수 수확(Farida's Maize Harvest) – 헤일리
턱커(Hailey Tucker), 미국
선외가작들
 자갈 노동자들(Gravel Workmen) – 파이잘 아짐(Faisal Azim), 방글라데시
 고투의 어머니(The Struggle Mother) – 기리 위자얀토(Giri Wijayanto), 인도네시아
 아침(Morning) – 두 히유 리엠(Do Hieu Liem), 베트남
 아침의 방목(Grazing in the Morning) – 리밍 카오(Liming Cao), 중국

 다음 여행을 위해(For the Next Journey) – 록 마이(Loc Mai), 베트남
 화산들(Volcanes) – 루이스 산체즈 다빌라(Luis Sanchez Davilla), 스페인
 빈랑나무 열매(Betel Nut) – M. 유세프 투샤르(M. Yousuf Tushar), 방글라데시
 낙타 시장 2(Camel Market 2) – 모하메드 카말(Mohamed Kamal), 이집트
 노동자(The Worker) – 모하메드 라키불 하산(Mohammad Rakibul Hasan), 방글라데시
 그물뜨기하는 사람(Human Pushing Xiep (그물뜨기)) – 퍽 노 쾅(Phuc Ngo Quang), 베트남
 작은 가게 창문(A Small Shop Window) – 라나 판데이(Rana Pandey), 인도
 철의 늑골(Iron Ribs) – 수바시스 센(Subhasis Sen), 인도
 사진작가 노부인(An Old Lady Photographer) – 수프리야 비스와스(Supriya Biswas), 인도
 오리알 모음(Duck Egg Collection) – 트랜 반 투이(Tran Van Tuy), 베트남
CGAP (빈곤층을위한금융자문그룹, 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는 금융포용성을 추구하는
34개 선두 기관들의 세계적 협력기관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해당 웹페이지(www.cgap.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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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