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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t's a pleasure to be here.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The world is full of bright ideas but they could rarely be an idea 

with such a simple beauty and sheer brilliance. 

세상에 훌륭한 발상은 수 없이 많지만 

간단함의 미학과 탁월함 만으로는 아이디어가 되지 않습니다 

 

As the Moser lamp bringing sunlight 

into some of the darkest and poorest homes in the world.  

모저 램프로 세계에서 가장 어둡고 가난한 지역에서 

햇빛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예입니다 

 

It's my great pleasure to introduce to you today  

the inventor of the Moser lamp  

all the way from Uberaba, Brazil, Alfredo Moser.  

오늘 브라질 우베라바에서 오신  

모저 램프의 발명가 

알프레도 모저씨를 소개합니다 

 

 

One, two, three. Thank you.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So, the story of the Moser lamp begins in the 1970's in Brasilia.  

모저램프 이야기는 70 년대 브라질리아에서 시작됩니다 

 

Well, Alfredo Moser was working as a mechanic.  

At that time, there were a number of plane crushes 

in the very remote Amazon area of Brazil. 

알페르도 모저씨는 기계공으로 일했습니다 

그 당시 브라질 아마존의 외딴 지역에서는 

비행기추락사고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And Alfredo had a conversation with his boss at that time  

as to how the survivors might signal for help.  

그는 사장과 함께  

생존자들이 어떻게 구조요청 신호를 보내면  

좋을지에 대해 얘기해보았습니다 

 

His boss told him that it would be possible to direct sunlight  

through a piece of glass creating a fire and sending up a smoke signal.  

사장은 그에게 햇빛을 유리 조각에 통과시키면 불을 지피고 

연기를 만들어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The idea stayed with Alfredo and it evolved many years later  

from that smoke signal into his very own message in a bottle, the Moser lamp.  

그는 그 아이디어에 대해 계속 생각했고 

몇 년 후, 연기 신호는 그만의 메시지를 담은  

모저 램프로 발전합니다  

 

Alfredo, you've been a mechanic your entire life.  

알프레도 씨, 당신은 평생 기계공이었습니다 

 

You are always accustomed to solving problems every day.  

당신은 일상생활 문제를 해결하는데 에 익숙할 것 같군요 

 

What was it that gave you the idea of creating the Moser lamp?  

어디서 모저 램프의 영감을 얻었나요?  

 

It was in about 2001.  



                             

2001 년도였습니다 

 

There were a lot of power cuts in Brazil at that time.  

그 당시 브라질에서는 정전이 빈번했습니다 

 

Around the same time he was in the house of a cousin of his  

and he was sitting at a table with her.  

정전이 되었을 때, 그는 조카네 집에서 

조카와 식탁에 앉아있었습니다 

 

When he saw the light reflecting through a small bottle of water onto the wall,  

and shining a light on to the wall, and idea stayed in his mind.  

그는 빛이 작은 물병을 통해 벽에 반사되고  

반짝이는 빛을 비추는 것을 보았을 때  

영감을 받았습니다 

 

You might have met somebody at that time,  

who talked to you about the light,  

Who told you something important for you about the light. 

모저씨는 그 때 

빛에 대해 말해준 

빛의 중요함에 대해 말해준 사람을 만났습니다 

 

What was that?  

그것은 무엇이었나요? 

 

He met in the street one afternoon in his hometown of Uberaba Chico Xavier who is an 

important spiritualist leader in Brazil, very famous in Brazil.  

그는 어느 오후 고향인 우베라바에서  

브라질의 유명한 강신술 지도자인 

 치코 자비에르를 만나게 됩니다 

 

Chico Xavier told Alfredo that he would have light in his life 

but the light would not belong to him 

but it would belong to the people. (24:29) 

자비에르는 알프레도에게 빈곤층도 

빛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So, when you came up with the idea of the Moser lamp,  

what was a process of experimenting  

while you came up with the final version?  

모저 램프를 구상하고, 최종단계까지 진행하면서 

어떤 실험을 했습니까? 

 

Yes.  

He tried out at first with small bottles of water  

and he later experimented to do so also with glass bottles  

but he soon realized that the right way to go about,  

처음에는 작은 물이 담긴 병으로 실험하고, 

나중에는 유리병으로도 실험을 해보았는데, 

얼마 후 그는 알맞은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it was a 2 liter PET bottle filled with drinking water, clear drinking water.  

그것은 바로 깨끗한 식수로 채워진  

2 리터의 페트병이었습니다 

 

He added two cups of just ordinary household bleach and a film canister,  

a black film canister on top to protect the cap from the sunlight? 

그는 페트병에 일반 가정용 표백제를 두 컵 넣고 

페트병 뚜껑을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름 통을 씌었습니다 

 

What's the role of the bleach in the Moser lamp?  

모저 램프에서 표백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The bleach helps to keep water clean and clear 

and avoids any green effect from algae 

and also protects the water from Dengue which is a big problem in Brazil.  

표백제는 물을 깨끗하고 투명해지게 유지하,  

녹조류 생성을 방지하며  

브라질에서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뎅기열 감염으로부터 물을 보호합니다 

 

How long could the lamp light last if it was prepared and installed properly? 

램프가 올바르게 마련되어 설치된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나요? 



                             

 

He has some Moser lamps that he installed more than 10 years ago,  

and that's still they’re till fine. 

10 여년 전에 설치한 모저 램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잘 작동한다고 합니다 

 

You still seem to develop some ways to channel the light.  

How does that part work?  

빛을 보내기 위해 아직까지도 여전히 빛을 투과 시키기 위한 방법을 

연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So he is saying if you had roof tiles and then you have ceiling between the roof tiles and 

room itself, you would install the Moser lamp as usual, inside one of the roof tiles.  

말씀하시길 

 지붕 타일과 방 사이에 천장이 있으면 

평소처럼 타일 안쪽에  

모저 램프를 설치하면 된다고 합니다 

 

 

You then open a hole in the ceiling and pass a cylinder through  

that was aligned with aluminum paper,  

and it brings the light down into the room.  

그리고 난 후에 천장에 구멍을 내고  

알루미늄 종이와 일직선을 이루도록  

실린더를 구멍에 통과 시킵니다 

 

You might use two lamps at the top. 

위에 램프를 두 개 설치해야겠군요 

 

You might use two bottles in the top for extra illumination.  

더 높은 조도를 위해서는 2 개의 병을 위에 설치해야겠군요 

 

Does the Moser lamp work even when it's cloudy or when it's raining?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올 때에도  

램프가 잘 작동합니까? 

 

When it's cloudy it does go bit darker of course  



                             

but when it rains it takes on quiet a bright clarity  

and even some uniformity of light. 

날이 흐릴 때는 당연히 조금 어두워지지만 

비가 올 때는  

맑고 깨끗한 양상을 띠고  

심지어 균일한 빛을 나타냅니다 

 

How did you first discover that the Moser lamp had been so widely adopted 

in the Philippines in particular and also in around 20 countries now.  

어떻게 처음 모저 램프가 특별히 필리핀을 비롯한 

20 개국에 널리 채택된 것을 알게 되었나요? 

 

It was his father's 90th birthday when his nephew Diago called the family together.  

부친의 90 세 생신 때, 조카 디아고가 가족을 모두 불렀습니다 

 

There was a party for his father's birthday.  

아버지를 위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At the end of the party, his nephew called all the family together  

and said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about my uncle  

whose invention the Moser lamp has been adopted in all over the world  

in fact in the Philippines  

파티가 끝날 쯤, 조카는 가족을 모두 불러  

전세계, 특히 필리핀에서 사용되는 

모저 램프를 만든 삼촌을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 

And it's the first time he heard about Illac Diaz  

who had taken his idea into the Philippines  

and was bringing it to some of the poorest people there.  

필리핀의 빈곤층에게 그의 아이디어를 알려준 

일락 디아즈에 대해 들은 것도  

그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You formed very wide recognition for the Moser lamp  

particularly in Brazil and increasingly internationally.  

모저 램프로 브라질 뿐만 아니라  



                             

점차 전세계적으로도 명성을 얻고 있고 

 

Here we are in Korea talking about the Moser lamp  

which is the first time you left Brazil.  

지금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브라질을 벗어나  

한국에 와서 모저 램프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신데요 

 

You've never made any money from your invention though,  

and I just wanted what for you in that case  

what's been the greatest reward for you?  

발명품으로 전혀 이윤을 추구하시지 않는데  

그렇다면 당신에게 가장 큰 보상은 무엇인가요? 

 

He feels very proud about it.  

He could never have imagined that  

the Moser lamp will bring so much benefit to so many poor people  

in the world with something he hadn't contemplated.  

이 일에서 느끼는 자부심이라고 합니다. 

모저 램프가 이렇게 많은 빈곤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So, you told me something that your father told you about  

the lamp or thinking general actually.  

What was that? 

선생님 부친께서 램프와 

폭넓게 사고하는 법을 말씀해주셨다 했는데 

어떤 이야기였나요? 

 

His father told him many times. 

His father told him that the sunlight is for everybody  

and sun is there for everyone to use and enjoy. 

부친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햇빛은 모두를 위한 것이고 

해는 모두가 쓰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요 

 

And for him, he would also like that the Moser lamp should  

also always be available for everybody to use and enjoy. 

그리고 모저 램프 또한 언제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So, Alfredo's brilliant idea has brought him quiet a lot of recognition  



                             

particularly in Brazil where he has been interviewed regularly since 2001  

by local news channels and also national news channels in Brazil. 

알프레도 씨는 뛰어난 아이디어로 많은 조명을 받았는데요 

특히 브라질에서 2001 년도부터 많은 지역 및 국영방송과 

끊임없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Internationally as well he has been a lot of interest.  

국제적으로도 모저 씨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Recently he has been interviewed by German and US TV stations and last year  

in particular a BBC story about the Moser lamp by the journalist, Gibby Zobel,  

최근에는 독일과 미국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했고 

작년에 BBC 기비 조벨 기자가 취재했던 기사는 

 

 

went viral on the BBC web site, and was the most viewed story that year,  

I believe, on that section of the web site. 

BBC 웹사이트에서 전파를 탔고 제가 기억하기로 

해당 섹션에서 최다 조회된 기사였습니다 

 

 

But it was until 2011  

that the idea in practical terms really took flight.  

하지만 이 아이디어가 현실화 된 것은  

2011 년부터였습니다 

 

And that was in the Philippines.  

The Myshelter foundation took the idea and really gave it wings. 

바로 필리핀에서였습니다 

마이쉘터 재단이 비로소 이 아이디어에 날개를 달아 준 겁니다 

 

They put the ideas in practice into thousands of homes,  

some of the poorest parts of the Philippines  

including in some disaster-hit areas.  

그들은 이 아이디어를 자연재해까지 겪었던  

필리핀의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현실화시켰습니다 

 

We are just gonna hear a message  

from the director of the Myshelter foundation, Illac Diaz. 

마이쉘터 재단의 이사, 일락 디아즈 씨가  

보낸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Alfredo Moser. 



                             

One thing with people that have almost nothing is the fact  

that they are willing to share everything. 

알프레도 모저 씨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모든 것을 기꺼이 나누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we've seen in their life is the fact that  

when that model comes down and when that first ray of sunshine touches  

the inside of the homes improving the lives inside by giving them bright sunshine. 

우리가 그들의 삶에서 보았던 것들 중 하나는 

모저 램프가 나타나고 

그 첫 빛 줄기가 집 안을 어루만지며 

빛을 줌으로써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더 향상시킨 것 입니다 

 

It just creates this radiance that, you know, the children smile, the people look at that  

and they realize that their lives are changed forever.  

그 램프는 바로 이러한 ‘광명’을 만들어 내고-  

웃음짓는 아이들을 보며  

그들은 그들의 삶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지요 

 

Alfredo Moser, you have changed millions of people's lives. 

알프레도 모저 씨,  

당신은 이렇게 수백만 명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I would like to welcome to the stage now all the way from the Philippines,  

the executive director and founder of Myshelter foundation, Illac Diaz.  

이제 필리핀에서 여기까지 오신 손님을 모시겠습니다 

마이쉘터 재단의 설립자이자 전무 이사이신 

일락 디아즈 씨 입니다 

 

Encountering Alfredo Moser was almost inevitable in my life journey.  

I come from the Philippines where we have basically the front line of climate change.  

20 storms, five of them destructive. 

알프레도 모저 씨를 만난 건  

제 인생에서 운명이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있는 필리핀은 기후 변화의 최전선과도 같은 곳입니다 

스무 번의 태풍이 오고, 그 중 다섯은 파괴적이지요 

 

One of the things that always happen is we always think that big problems  

need big solutions, need large groups of people, large groups of corporations  

but nobody really talks about the number of young people that come to help. 



                             

언제나 일어나는 문제 중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문제를 해결하려면 

큰 해결책이 필요하고 

 수많은 사람들, 회사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인데 

도와주러 오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같은 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거든요 

 

So my dream and this kind of disaster you know you see the first three months  

where when the disaster comes in you see the big organizations come in  

그래서 제 꿈은, 이런 자연재해가 찾아오면  

처음 세 달은 보시다시피 큰 단체들이 옵니다 

 

but after the three months when the press is gone,  

it's left to a lot of young man and left the people there, 

근데 세달 후 언론이 떠나고 나면 

나머지 일은 현지인과 젊은이들이 맡게 됩니다 

 

so my idea was why are we looking only that and why don't we look for something  

that can empower the people - the base of the pyramid - the people that there left behind. 

그래서 전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것만 신경 쓰고 

피라미드의 최하층에 있는 

버림받은 사람들을 북돋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을까 

 

So one of the things that happened really was OK, yes,  

there is food, there is water consumption every disaster after, you know,  

you give somebody something to eat but next week they are hungry again. 

실제 현실은 어떤가 하면 

재해가 올 때마다 음식과 물이 지원되어 오지만 

그걸 준 다음주면 사람들은 다시 배고프게 됩니다 

 

So I said ‘How can we do something more empowering to young people?’  

So I was walking around and one of the things they saw a lot was basically this plastic bottle. 



                             

‘젊은이들에게 힘을 불어넣기 위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돌아다니던 중 눈에 띄었던 것이 

바로 여기저기 많이 쌓인 플라스틱 병이었습니다 

 

You know it comes with a food and you have a plastic bottle.  

You know there is medicine and it comes with a plastic bottle. 

음식을 먹고 나면 플라스틱 병이 남고 

약품도 플라스틱 병에 담겨 오지요 

 

So I was thinking there are so much plastic bottles and each one of them you drink,  

one minute, two minute, and then you throw it away.  

정말 플라스틱 병이 많은데 

1분, 2분, 잠깐 마시고는 그대로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Each one of that becomes a problem.  

It’s a thousand years to get rid of. 

그 하나 하나가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썩어 없어지려면 천 년이 걸리니까요 

 

One of the first things we did was  

look at the massive number of schools that were destroyed.  

우리가 처음 하려던 일들 중 하나는 

파괴되어 버린 수많은 학교들을 복구하는 것이었습니다 

 

And we did not have money and so one of the things that we saw was  

people were going in the, we were looking at the junk area  

돈이 없었던 우리에게 

그렇게 눈에 띈 곳은 

 

people were throwing with the bottles.  



                             

And we realized that there was a lot of it. 

사람들이 플라스틱 병을 버리는  

쓰레기장이었습니다 

 

So what we would do was to fill it up with mud,  

mud’s much widely available you just push it in and then you dry it up. 

우리는 그 속을 진흙으로 채웠습니다 

진흙은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냥 안에다 채워 넣고 말리면 되니까요 

 

And later on you take chicken feather, and because there is no steel  

and so you mix it with little bit of cement  

and you start putting the bottles on top of each other. 

그리고 나중에 

강철이 없으니 대신 닭 깃털에다 

시멘트를 조금 섞어서 

병을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Slowly slowly you will be able to build schools at half the costs,  

you will be able to give jobs to the people there,  

but at the same time these things are beautiful. 

이렇게 천천히 

학교들을 원래 들 비용의 절반으로 지을 수 있었고 

주민들에게 일감도 제공했죠 

그리고 건물 자체도 아름답습니다 

 

A lot of people thinks big money but sometimes,  

I think how long till it gets done?(35:56)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Now one of the things we did was that we built several schools  

but once again there's no power. 

자, 이제 학교를 좀 지어 놓았지만 전기가 없었죠 

 

And so one of the things that happened was  

if you fill it with mud it becomes a brick,  

but if you fill it with water it becomes a window.  

그래서 다음에 했던 일은 

병에 진흙을 채우면 벽돌이 되니 

이번에는 물을 채워 창문을 만들었습니다 

 

Flat glass is so expensive.  

That is really hard to come by. 

평면 유리는 정말 비싸서 구하기 어렵거든요 

 

But the thing there you cannot have a school without light  

how will the children read? 

하지만 또 학교엔 빛이 없으면 안되지요 

 아이들이 책을 읽어야 하니까요 

  

So from there, we came across the invention of Alfredo Moser  

where with plastic bottles put through the roof with a little metal sheet.  

그 때 우리는 알프레도 모저 씨의 발명품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금속판으로 천장에 꼽는 플라스틱 병 말이죠 

 

You would have this beautiful 55W of bright light. 



                             

그렇게 55W의 아름답고 밝은 빛을 얻는 겁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people realize is the sunlight is Vitamin Ds,  

또 사람들이 깨달은 건, 햇빛은 비타민 D를 합성시켜 줍니다 

 

So, people, their children are healthier at the same time the cost,  

it saves about 10$ of electricity, or lamp. 

곧 사람들, 아이들의 건강을 증진시켜 줌과 동시에 

10$ 정도의 전기세도 절약해 주는 것입니다 

 

And then we saw wait, if we were suffering this,  

then how big is the problem in the world,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전세계 차원에서는 얼마나 큰 문제일까 

 

and it happens to be we found at the 20 millions of Filipinos in the world  

does not have access to electricity,  

but look at the bigger one - energy poverty, one billion people don't have light. 

그리고 나서 보니 2천만 명의 필리핀인들이 

전기를 못 쓰고 있는데 

지구촌 10억 명이 빛을 못 쓰는 건 ‘에너지 빈곤’이죠 

 

Simple, replicable, and it gives the power to the youth. 

모저 램프 단순하고, 반복해 만들기 쉽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I haven't shown this Alfredo Moser, but we put our video of  



                             

putting the first light in the Philippines. 

알프레도 모저 씨에게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필리핀의 첫 모저 램프를 설치하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And within two months we hit 4 million hits  

and hundreds of inquiries around the world.  

그러자 두 달 사이 400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전 세계에서 수백 건의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Starting with one bottle, one carpenter, one beneficiary,  

it went three hundred, six hundred, one thousand, one thousand five hundred,  

병 하나, 목수 한 명, 수혜자 한 명에서 시작했던 것은 

3백, 6백, 1천, 1천 5백에서 

 

to the present state of three hundred fifty thousand in 20 countries around the world.  

I'd like to show you a little video of what that looks like. 

그리고 현재 20개국에서 총 33만5천개로 늘어났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짤막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It is slowly spread in Colombia, fifteen thousand houses.  

Kenya 25 thousand about. Peru. 

콜롬비아에서는 천천히 퍼지고 있는데, 1만 5천 가구 정도 됩니다 

케냐에서는 약 2만5천 정도. 페루입니다 

 

Once you give people the power to be able to do something  

everybody makes things so complicated and so expensive  

that young people get paralyzed.  

사람들이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면 누구나 



                             

몽땅 다 비싸고 복잡하게 만들고 

젊은이들은 그저 무력해집니다. 

 

Believe it or not, they invited us to Spain.  

Spain? Gypsies.  

믿기지 않으실지도 모르지만 

 스페인에도 초청받았었습니다 

스페인에? 집시들 때문이죠 

 

The woman said this is a gift from god, the gift of light.  

And that is exactly what happened with all them.(39:20) 

저 여성분이 말하길, 신이 주신 선물, 빛의 선물이라고 하는군요 

실제 일어난 그대로지요 

 

But the big problem really was when the disaster is struck  

what happens when it most counts the evening, 

하지만 재난 상황에서 진짜 큰 문제는  

밤에 일어나는데요 

 

when there's danger to the children when people cannot seem to move on  

because of the darkness. 

아이들은 위험에 처하고 

사람들은 어두워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So what we did was, we put a simple LED  

and then we put it on top with a sensor  

그래서 우리는 간단한 센서가 달린 LED를 만들어  



                             

램프 위에 올려놓았는데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there is it added on to it  

so it became a total solution with all the houses that had bottle lights on it. 

중요한 사실은 이걸 그냥 추가로 달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모저 램프가 달린 집에 적용할 수 있는 종합 솔루션이 된 거죠 

 

It became a market for us for women to produce the LED.  

이제 여성들이 LED생산자가 될 수 있는 시장이 열린 겁니다 

 

It's very simple eight pieces next to each other parts  

that you can get from your electrical shop,  

batteries that you can get from computer shop. 

일반 전자부품상가에서 구입 가능한 단순부품 8개를 연결하고 

컴퓨터 가게에서 살 수 있는 배터리면 만들 수 있으니까요 

 

A lot of people don't realize  

that when you buy solar imported, patented and expensive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건 

특허가 달린 비싼 수입품은 

 

when the battery breaks down or when the piece breaks  

you cannot replace it. 

배터리나 부품이 고장 나도  

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So every two and a half years you are so kind  

you give all of this light but the fact is  



                             

if they buy it even on micro credit on 36% in two years and a half  

it's designed to fail.  

판매자가 인심을 써서 2 년 반마다 한번 교체해 주고, 

2 년 반에 36%의 초저리로 이를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조차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합니다 

 

And so what makes it so beautiful is the fact that  

?(40:29) it can be built and it gives jobs to people.  

그렇기에 이 솔루션이 정말 아름다운 이유는 

자체제작이 가능하고, 사람들에게 일감도 준다는 것이지요 

 

One of the biggest challenge for us again  

was the recent tragedy which was the disaster.  

우리에게 가장 큰 고난 중 하나였던 것은  

최근의 비극이었던 자연 재해입니다 

 

 

This time 4.2 million people were affected by typhoon, Haiyan.  

And so what we did was, we talk again, this light.  

Very simply we had the woman build it.  

420 만명의 사람들이 태풍 Haiyan 에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저 램프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는 여성들이 이것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And the very simple, what we will do is,  

they would build light, we would fill them to put it together, and then.  

Sorry, this is a sort of a quicky kind of demonstration. 

그리도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할 것은 전등을 가설하고, 

그것을 같이 채워 넣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And we will give them 10W of light.  

Sometimes, this kind of big challenges makes you think. 

 Not only how do you give but how do you empower. 

그럼 우리는 10 와트의 불빛을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 큰 도전은 우리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들에게 힘을 부여할 것인가의 측면에서도요 

 



                             

 I'd like to show you a little video of  

what we had to do to light up not only houses but whole villages 

 How we will be able to empower the women 

저는 여러분께 우리가 집뿐 아니라 

마을 전체를 밝히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간단한 비디오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to build light for them to help for their houses 

 but at same time for them to light up 

 whole villages that did not have this light. 

그들의 집을 밝힐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여성들에게 주었으며 

동시에 아예 빛이 없는 다른 마을까지 

밝힐 수 있게 하였는지에 대해서입니다 

 

 

 So, what was important here was the fact that  

immediately when they were living intense 

they would have light. But the nice in there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삶이 힘들었을 때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it's the way it is changed the way  

that broad this kind of new energy  

because first of all, they would run out of batteries 

이전의 방식은 무엇보다도  

배터리가 다 소진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에너지를 확산시키는 방식을 바꾼 

 이전과 다른 방식입니다 

 

 That would be exhausted in couple of days. 

배터리는 며칠 사이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 

 They would run out of candles.  

촛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And kerosene , a lot of people don't realize how poison’s scares in it. 

그리고 등유를 쓰는 데 있어서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큰 위험이 있는지 모릅니다 



                             

 

 But what people don't realize in mass of the disaster 

 the fact that the most of kerosene they spill,  

it is very high probability to spill, 

 cause fire or even worse burn children. 

 많은 재앙 속에서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실은 바로 

그것이 쏟아지면 화재가 일어나고  

하면 아이들이 화상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쏟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Not only we will able to make lights  

but we well be able to make street lights.  

우리는 불빛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로등도 만들 수 있습니다 

 

The power of making it easy to do and easy to find materials  

but at the same time easy to make a lively hood.  

이용하기 쉽게 만들고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It's not the power of the big,  

but the power of empowering small groups of people 

to do amazing things not expensive but small and high impact.  

이것은 아주 거대한 힘은 아니지만  

작은 그룹의 사람들에게 

 훌륭한 일을 해내는 능력을 부여하는 힘으로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소박하면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And this is all that made the difference 

in bringing light all around the world through 

the Moser lamp and the Liter of Light.  

Thank you.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곳에 불빛을 줌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모저 램프와 적정 기술인 Liter of Light 입니다 

 

Claire : I think this opportunity to bring Illac and Alfredo together 

I came here for the first time is just such a wonderful opportunity 



                             

저는 처음으로 이곳에 와 일락 씨와 알프레도 씨와 함께 

만나게 된 게 되었는데, 굉장히 멋진 기회라고 생각해요 

 

to try and understand how a brilliant idea 

 can really take flight when somebody with the vision 

 to take you on to the next level comes along. 

왜냐하면 훌륭한 아이디어가 비전이 있는 누군가를 통해 

비로소 그 날개를 펼치고 다음 단계로 진전할 수 있게 된 것을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I think it's absolutely encapsulation of innovative wisdom  

whole theme of this conference. 

제 생각에 이번 포럼의 전체가 

혁신적인 지혜의 집약체인 것 같아요 

  

You've already spoken a little bit in your video 

about Alfredo and after all this time of knowing about his work.  

일락 씨께서는 이미 비디오에서 알프레도 씨와 

그의 작업에 대해 이해한 내용들을 조금 말씀하셨는데요. 

 

How it feels to get together and meet each other? 

How do you feel about that?  

서로를 만나게 되니까 어떠세요?  

어떤 기분이 드세요? 

 

Illac : It's always great to come back to the most difficult one 

is to start something, to start an idea from the ground.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좋은 방법은 

무(無)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실현시켜 보는 겁니다 

 

But innovation is also the fact that 

you know you have to take that idea 

and if you substantially improve of on it, 

it is also an invention. 

그러나 혁신이라는 것은 또한  

당신이 아이디어를 꺼내어  

당신이 실질적으로 이를 발전시킨다면  

이것 또한 발명입니다 

 



                             

What is the key here is 

how do you take it out of the garage 

and how do you scale it  

and how do you empower other people to continue it.  

여기서 핵심은 당신의 생각을 창고에서 꺼내서 

그것을 어떻게 확장시키고 이를 지속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가 입니다 

 

Not like give me fun so that I can help people  

but the power of the Internet and this make is the power ? 

the young people have ? now(45:00)  

that is never been done before  

It's the power of using the Internet, social media.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영어가 아니라 일락어인듯…) 

인터넷의 힘과 이로 인해 젊은 사람들이 갖는 힘은 

이전에는 없던 것으로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을 이용하는 힘입니다. 

 

 

People would come online Skype  

so we can teach them and at the same time  

we have PayPal we have all these great media  

whereby we can now instead of having a centralized office.  

사람들은 Skype(인터넷전화)에 접속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가르칠 수 있고 동시에 

PayPal(온라인결제서비스)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중앙집권화된 사무실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Now the centralized everywhere.  

It is a great thing to be inspired and  

I would like to say that we have not met  

but I felt that somehow I was always a part of the family. 

이제 어디든 중앙화 되어있습니다.  

영감을 받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적은 없지만 왠지  

저는 우리가 항상 가족으로 존재했다고 느낍니다. 

 

Claire : Alfredo, I wanted to ask you the same thing. 



                             

알프레도 씨,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Moser  

Illac : Everybody talks about Edison 

but we never talk about how the developing country 

 has its own solutions. It's on Edison.  

모두가 에디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는 개발도상국이 그들만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즉, 에디슨에게 달린 것이지요. 

 

Claire(Moser) : Alfredo just said it's great pleasure  

to finally meet you after all this time.  

알프레도 씨는 오랜 시간이 지나 드디어 

당신을 만나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고 하십니다 

 

He is very proud of you for having embraced the idea 

and having the courage really take it forward  

and bring it into the homes of so many poor people.  

그는 당신이 그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진전시킨 용기를 가진 것 

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이를 제공한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Claire : Illac, I wanted to ask you.  

일락 씨께 질문 드립니다 

You really have taken on this sort of beautiful simplicity 

of the Moser lamp and taken it to new level  

and incorporating quite complex valuables  

당신은 모저 램프의  

아름다운 단순함을 잘 받아들여 정교한 수준의  

새로운 단계로 통합시켰는데요 

 

including building a kind of economic eco-system 

around the lamp which involves creating employment 

for people and creating income to people.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직업을 제공하고 임금도 주는 등 

램프를 통해 경제적인 생태계를 만들었죠 



                             

 

 I just want to, it's quite complex actually  

in contrast with a simplicity of idea itself.  

사실 아이디어 자체의 단순성과는 대조적으로 꽤 정교한데요 

 

I wondered what a value that really  

depend the Liter of Light project?  

당신이 몰입해 만든 이 Liter of Light 프로젝트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What is it that actually drives it? 

실제로 이것이 이끌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Illac : One of the things is the movement, the way 

from a charity or giving which is a ‘cash burn’ 

kind of economy, cash burn kind of system  

where you will given at donation and  

at the same time you spend it.  

한가지는  ‘현금 소비’ 경제, 시스템과 같은 기부 방법인데요  

당신이 기부함과 동시에 소비하는 것입니다 

 

So you really affect just a few people,  

so the Liter of Light was basically  

you could do it to do good, 

따라서, 당신은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인데  

Liter of Light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좋은 일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you could put your money together  

but you would not be able to scale it.  

당신은 당신의 돈을 한데 모을 수는 있지만  

늘릴 수는 없습니다 

 

So really what need to be done must  

what was that the market, what was that 

the value add it, that would be job creating 

따라서 정말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그 시장이 무엇인지, 직업 창출과 같은 가치가  

더해질 수 있는지 입니다 



                             

 

it's not just we go there and then after 

you do this awareness once you leave nobody cares.  

단순히 우리가 가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인식한 일을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떠나면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It had to have some kind of do good 

but at the same time bring in the essentials 

which is money for food and for education.  

좋은 일을 함과 동시에 음식과 교육을 위한 돈과 같은  

필수적인 것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So with the solar light it's mostly created by  

women cooperatives around the world. 

따라서, 태양빛은 세계의 여성들의 협력을 통해 

대부분 창조됩니다.  

 

And what happens is with simple copper play 

simple copper board, local parts or(48:34) 

단순한 구리판으로  

 

 if they don't have money they can go to  

waste electronic parts and pick out some  

from there  

만일 돈이 없다면 그들은 전자제품 소각장에 가서  

돈이 될 만한 것을 찾습니다 

 

but they would be able to 

if Moser lamp we would charge maybe 

one dollar for somebody to install it.  

그러나 모저 램프를 설치해주면  

1 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The Liter of Light would be able to get 4 dollars.  

Liter of Light 은 4 달러는 벌 수 있습니다 

 

This created an economy.  



                             

이것이 경제를 창조합니다 

 

Once it starts producing  

hundreds more and more people would want to be part of it.  

생산이 시작되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일원이 되고자 할 것입니다 

 

More and more people will on scale it, (49:00) 

you build it you get paid 

 the men who installs it on the roof gets paid.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수록 

만드는 사람은 돈을 받고, 

지붕에 설치해주는 사람들도 돈을 받습니다 

 

And so it becomes something of a green product  

not something that you get from another country 

and then you just sell it.  

그럼으로써 모저 램프는 친환경적 제품이 되는 것이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다 그냥 파는 것이 아니고요. 

 

It it(49:14) something that could be repeated 

 but the best thing about moving away from charity 

 is to make yourself of solid.  

반복되는 것이면서도  

자선단체로부터 벗어남으로써 가장 좋은 효과는  

존재감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If all the parts are available in the country at the certain point  

you don't have to be there to be the change  

and that is the beauty of this kind of system.  

만약 특정 시점에 나라에 모든 것들이 이용 가능하다면  

당신은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부품의 현지 조달이 가능해지는 시점이 오면 

부품을 교환해주는 사람이 필요 없어집니다 

바로 이 점이 이 시스템의 장점이지요 

 

It earns money but at the same time  

you will be able to pull yourself away from the system 

of having to provide essential money to provide them 



                             

 essential thing which is like.  

돈을 버는 동시에  

그들이 전구와 같은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소중한 돈을 사용하는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Claire : As I understand it as well  

when disaster hits despite this kind of economy this gonna be ?(49:45)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런 경제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발생하면 이것은 ?입니다 

 

when disaster really hits people are having to be pay for it  

at the time you also distributed the light free, is that correct?  

정말로 재해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전구를  

돈을 지불하고 사길 원할 때에도 

당신은 전구를 무료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맞습니까? 

 

Illac : Yes, right.  

what we do is, we don't want to  

네 맞습니다 

? 

 

when a disaster strikes a lot of them 

they put people in intensity 

많은 사람들에게 재해가 닥치면 

사람들은 극심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and a lot of time they think this intensity will go away  

usually it lasts a year or two years. 

그리고 사람들은 이 극심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1~2 년 지속됩니다 

 

So a lot of people get this way that also  

because it's not a source of pride to be receiving everything.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도움을 받는데,  

이는 사람들이 전부를 지원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What we do is we actually help out by bringing there just a part 

and then we ?(50:22) the parts together and we pay them for piece.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일부를 가져와 그들을 돕고  

일부를 함께 협력하여 평화를 위해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We are given funds to be able to give livelihood  

but at the same time to solve the problem.  

우리는 생계 유지와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도록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This is also be able to built the cash flow and the confidence.  

이것은 또한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고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Why this is important?  

Because, as I said, the countries have a cycle of disasters with climate change.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제가 말했듯이,  

국가들에게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의 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So the next time there is a disaster,  

all you have to do is bring the parts there.  

따라서 다음에 재해가 발생한다면, 

당신은 부품만 가져오면 됩니다 

 

and you have an army of people  

that can produce the product for you anywhere in the country  

그러면 당신을 위해 제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든지 있습니다 

 

and hopefully during times it will solve  

the poverty and it saves electricity bills  



                             

이러한 활동이 행해지는 동안  

그것은 가난을 해결하고 전기요금을 줄여줍니다 

 

but during time of the disaster it is real magic  

where you can use the power of the people to empower their homes.  

재해가 발생하는 동안에는  

정말 마술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들의 주거지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람들의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laire : Alfredo, Illac's talking was a little bit about the way  

that the Liter of Light project provides an employment and self realization,  

sustainability, self-reliance for people.  

알프레도씨, 일락씨는 the Liter of Light 프로젝트가  

사람들에게 고용, 자기 능력의 실현, 지속성, 자립심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laire(Moser) : He is very very happy about this aspect of not just bringing light to people 

but also bringing employment and income into people's homes.  

단지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가정에 고용과 수입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그는 매우 기쁘다고 합니다 

 

 

Illac : Once you don't provide employment,  

what happens in disaster is that people will leave towards the city.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재해가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So the very people that can help and it's the essential part of the rebuilding, is actually 

vacating and so this creates a great tragedy in this disaster.  

그렇게 되면 재해로부터 재건하는데 필수적 부분인 

즉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자리를 비우면  

이러한 현상이 재해와 함께 큰 비극을 발생시킵니다 



                             

 

The fact that you don't transition them  

immediately from supporting them to providing them a sense of livelihood.  

생계를 위해 그들을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생계를 제공하는 것까지  

그들을 즉시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이 말이죠 

 

Claire : I want to ask you as well what are some of the real challenges in doing that,  

what are some of the the worst challenges you face in implementing the Liter of Light? 

그 활동을 하면서 진짜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Liter of light 를 실행하면서 직면했던  

가장 최악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Illac : The beauty about Liter of Light is two step process.  

Once you put thousands of bottle lights on the roofs,  

Liter of Light 의 매력은 두 단계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병 전구 수 천 개를 지붕 위에 설치하고 나면 

 

 

after two months we go back to those houses  

and we ask them now you are able to save the electricity,  

두 달 후에 우리는 그 집에 재방문해서 

그들이 전기를 아낄 수 있게 되었는지 물어봅니다 

 

do you want to now buy , because it saves about 8 to 10 dollars,  

do you want to now buy a 10 dollar Liter of Light. 

8~10 달러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10 달러의 Liter of Light 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요 

 

The beauty about this is you might lose a little money in installing it  

but the fact there is you have a huge market that really the product  

Liter of Light 의 매력은 설치하는데 지출이 조금 있지만 

당신에게는 상품을 팔 수 있는 큰 시장이 있다는 것이며 

 

you are really trying to sell is not the plastic bottle of water  

but it's really the fact that night light.  

당신이 진정으로 팔려고 하는 것은 플라스틱 병에 담긴 물이 아니라  

밤을 밝히는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How do you introduce the cheapest day light  

but at the same time the cheapest emergency light in the world?  

어떻게 제일 저렴한 일광이면서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비상 전구를 소개하겠습니까? 

 

Claire : I suppose , starting to wrap up as well, I’d love to know,  

I think that from an incredibly simple idea  

which I think as well the beauty of the Moser lamp  

마무리를 하면서   

저는 모저 램프가 장점인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로부터 

 

it has this ability to lend itself to this kind of project  

at the same time it remains an open source, free knowledge for the world,  

open source, free wisdom.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끔 그 능력을 빌려주었으며 

동시에 세계를 위한 공개 자료, 무료 지식 및 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which I know something quite important, Alfredo as well.  

이것은 알프레도씨 뿐만 아니라 저도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I just wondered what is in the future for the Moser lamp and the Liter of Light. 

What would you like to see happening in future?  

저는 모저 램프와 the Liter of Light 프로젝트의 미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있기를 기대하시나요? 

 

Illac : People talk about solving energy poverty in big terms. 

사람들은 거시적 관점에서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As I said, large windmills, and large hydro dams and really if you know about it  

most of these things are in the provinces but the power lines head for the city.  

제가 말했듯이 큰 풍차와 수력 발전 댐의 대부분은  

지방에 있지만 전선은 도시를 향합니다 

 

So the very people that where this kind of construction is built  

and who has this great needs are the people that don't have it.  

이것이 설치된 곳에 있는 사람들과 이것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정작 이를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So when you think about the billion people,  

who have the capacity to do something you have to make it local.  

일을 해 낼 능력을 가진 백만장자를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건설은 지역에 해야 합니다 

 

So one of the things we are doing is  

we are going we are looking slowly for sponsorships.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 한 가지는 

천천히 후원을 찾고 있습니다 

 

But our dream really is to have a village package(55:00)  

where we can send the raw materials to 10, 20, 30 or more places around the world 

and they can start their very own Liter of Light program.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village package 입니다 

이는 세계의 10,20,30 개 지역 또는 그 이상의 장소에 원재료를 보내서 

그들이 그들만의 Liter of Light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Now they think about enterprises.  

Once you sell it, you can buy the materials again and so it grows. 

이제 그들은 기업에 대해 생각합니다 

일단 팔게 되면, 당신은 재료들을 다시 구입 할 수 있고 

그럼 경제력이 향상됩니다 

 

So just like it an entrepreneur you start up with a small store 

but slowly slowly you will be able to get back your capital and grow.  

기업가처럼,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  

차츰 자본금을 회수하고 사업은 발전하게 됩니다 

 

So we call it a seed capital to begin knowledge and skills how to build solar lights. 

우리는 그것을 태양 빛을 만드는 기술과 지식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초기 투입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And of course they need a bit of concept it will escalate and do its duty  

and affect the twenty millions in my country  



                             

and 1 billion people that need lights today. 

물론 그들에게는 사업을 증진시키고 맡은 책임을 다하도록 하며 

오늘날 모저 램프가 필요한 우리나라의  

2000만 명과 10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구상이 필요합니다 

 

Claire : What about you, Alfredo?  

What do you see and what would you hope for the future of the Moser lamp? 

알프레도씨 당신은 모저 램프의 미래에 어떤 것을 예상하고 바라십니까?  

 

Claire(Moser) : It should be remained free open to everyone  

that people should really use the Moser lamp. 

모저 램프는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무료 공개되어야 합니다 

 

He likes to see it being used widelyand also he is very happy  

as well that it is also ?(56:26) environmentally safe way of having light. 

또 알프레도는 모저 램프가 널리 사용되길 원하며  

빛을 얻는 방법이 친환경적이라는 점에서 기쁘다고 합니다 

 

Claire : So I just like to wrap up with my saying 

seeing the Moser lamp working for the first time I think it's an amazing experience.  

이로써 저는 처음으로 본 모저 램프의 작동은  

매우 놀라운 경험이라는 말과 함께 강연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You can see something or you saw a Liter of Moser lamp  

looks like in action here using an electrical light.  

여기 있는 모저 램프가 전기를 사용한 것처럼 보여질텐데요 

 

But you can actually see it in action outside the main entrance  

where the specially constructed booth with lots of Moser lamps in the ceiling.  

중앙출입구 밖에 마련된 특별 부스를 방문하시면  

천장에 설치된 많은 모저 램프가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It's an really amazing experience, 



                             

so I really recommend you should go and take a look.  

모저 램프의 작동을 보는 것은 흥미로운 경험이기에  

들러서 살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Illac : And on top, it's the Liter of Light.  

위에 모저 램프가 있습니다 

 

Claire : At night It lights up with the solar power of Liter of Light.  

So during the day it is classic Moser lamp  

and at night it's a Liter of Light, solar light.  

저녁에는 Liter of Light 의 태양열 에너지로 전구를 밝힙니다 

말하자면 낮에는 전형적인 모저 램프고 

밤에는 태양 빛인 Liter of Light 입니다 

 

We gonna go over there just now as well  

and if anybody would like to join us  

come and chat about the Moser lamp and the Liter of Light.  

저희는 지금 부스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저희와 함께 가고 싶은 분들은 오셔서  

같이 모저 램프와 Liter of Light에 대해 이야기 나누시길 바랍니다 

 

So just to wrap up just like to say it’s been such a privilege to be here.  

I would like to thank both of you, Illac Diaz and Alfredo Moser.  

마무리하자면,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두 분 Illac Diaz와 Alfredo Moser에게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