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회 연례 CGAP 사진 콘테스트 수상자들이 참여, 회복과 혁신의 순간을 포착 

워싱턴, 2016년, 11월 29일 /PRNewswire/ -- CGAP는 미얀마의 제이 야르 린을 2016년 사진 콘테스트 

대상 수상자로 오늘 발표했다. 수상작인 "도움을 주는 손"은 항아리를 만들어 파는 아버지를 돕는 소녀를 

탁월한 구성과 애정 어린 시선으로 묘사하여 70개 나라의 3,000여 출품작 중에서 선정되었다. 

동 사진은 작가가 사는 양곤 인근 트완테 마을에서 찍었다. 린은 직업이 선원이지만 사진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나는 사진을 통해 사람들이 무언가를 보고 느낄 수 있다고 여긴다"면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곳과 일상을 사진 속에 담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했다. 

트완테에서 만든 항아리는 미얀마에서 유명해서 그 수요가 엄청나지만 젊은이들은 직업을 찾아 마을을 

계속 떠나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그 사진이 세대를 이어 가던 소중한 기술이 쇠퇴하는 것을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수상 사진 구경하기 >>  

전세계 이십억 명의 사람들은 저축예금이나 신용카드와 같은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금융 

서비스 이용은 질 좋은 교육을 받고 남녀평등을 이루는 것과 같은 세계적인 개발 어젠더를 달성하기 위해 

유엔이 채택한 다수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실질적으로 가능케 한다는 증거가 늘고 있다. 연례 CGAP 

사진 콘테스트는 지난 11년 동안 금융 서비스가 전세계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강렬한 

오리지널 이미지를 발굴해 왔다. 

2016년 CGAP 사진 콘테스트는 금융 서비스 이용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네 가지의 핵심 분야 즉 

(1) 모바일 화폐와 디지털 금융의 혁신, (2) 여성들의 경제 참여, (3) 회복, 그리고 (4) 소규모 사업에 대한 

사진 출품을 요청했다. 심사위원단은 내셔널지오그래픽의 사진 담당 선임 매니저인 니콜 

카펠로, 더애틀랜틱의 비주얼 디렉터인 에밀리 엡스타인, 뉴지엄의 사진과 화상 자료 담당 디렉터인 

인디라 윌리엄스 바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명의 심사위원은 선정 과정에 대하여 같은 생각을 가졌다.   

니콜 카펠라는 "전세계 사람들의 자부심, 회복과 인내심을 겸허하게" 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에밀리 엡스타인은 "이번의 주된 작업은 통신사에서 하는 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신의 운명을 

책임지는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것이 그 메시지이다"라고 말했다. 

인디라 윌리엄스 바빅은 "사진은 이야기를 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이다.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가능하며 각자의 사명을 완수하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언급했다.   

https://cgap.exposure.co/2016-cgap-photo-contest
http://www.worldbank.org/en/programs/globalfindex
http://www.cgap.org/publications/achieving-sustainable-development-goals


2016년 대상 수상자는 사진 장비를 살 수 있는 2,000 달러 상품권을 받게 되며 수상 사진은 뉴욕시 

타임스퀘어의 점보트론에 디스플레이된다. 

대상 수상자와 결선 진출자 

 대상: 도움을 주는 손 – 제이 야르 린, 미얀마 

 2등상: 수중생활 – 수잔 사카르, 인도 

 3등상: 농부의 가족 – 피에 피오 텟 펭, 미얀마 

주제별 수상자 

 모바일 화페와 디지털 금융의 혁신: 코코넛 농장 – 이카린 에카차리야옹, 태국 

 여성의 경제 참여: 떠도는 삶 – 자키룰 마제드 의사, 방글라데시 

 회복: 장애를 이긴 꿈 – 파이잘 아짐, 방글라데시 

 소규모 사업: 장식우산 만들기 – 아궁 로리사 세티아완, 인도네시아 

지역별 수상자 

 아프리카: 상상 – 윔 오프미르, 케냐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펠팅 – 뷜렌트 수베르크, 터키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낡은 중고 TV – 라이 호앙 롱, 베트남 

 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안: 와르미 질라카타 3 – 데이비드 마틴 후아마니 베도야, 페루 

 중동과 북아프리카: 성스러운 희생 – 브라힘 파라지, 모로코 

 서남아시아: 책임감 – 수잔 사카르, 인도 

CGAP (빈곤층을 돕는 상담 그룹)는 금융 서비스 이용을 진전시키고자 하는 30여개의 주요 기관으로 

구성된 전세계 파트너십이다. CGAP는 실질적인 연구와 금융 서비스 제공사, 정책 입안자 및 자금 

제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해결 방안을 상당한 규모로 진행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한다. 월드뱅크에 소재한 CGAP는 빈곤층 생활 개선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증거 

기반의 보호 플랫폼을 통해 책임 있는 시장 개발 정책에 대한 실용적인 방안을 통합한다. 상세한 

정보는 www.cgap.org에서 구하기 바란다. 

사진 -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51216/296527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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