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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nnoLat?LeneII of c?t?eI ?I HeBate: :?HectBO to the quaB?tO of huCan taBent.

2 Ch?na'I coaItaB c?t?eI haLe been qu?cAeH off the CaHA becauIe theO haLe been CoHe IucceIIfuB

?n nuHtuH?ng quaB?tO, Heta?n?ng the CoIt taBente: AnoMBe:ge MoHAeHI, an: attHact?ng the cHeaC

of the AnoMBe:ge MoHAeHI fHoC otheH FaHtI of the countHO.

3 The coaItaB c?t?eI aHe aBIo CoHe oFen an: acceII?bBe to outI?:eHI an: haLe ?ntegHate: M?th

gBobaB AnoMBe:ge netMoHAI.

4 ,oH ICaBBeH ?nBan: c?t?eI to becoCe ?nnoLat?Le ICaHt c?t?eI, theO M?BB nee: to IFec?aB?ze an:

FuBB ?n IoCe of the beIt bHa?nI ?n the?H f?eB:I of IFec?aB?zat?on fHoC acHoII the countHO.

5 )nO IeH?ouI atteCFt to becoCe an ?nnoLat?Le c?tO bu?Bt on the quaB?tO of taBent, Mh?ch afteH

aBB ?I the B?fe bBoo: of ?nnoLat?on, M?BB haLe to coCb?ne uHban :eI?gn an: HeneMaB M?th a focuI

on :eLeBoF?ng a feM coHe aHeaI of MoHB:-cBaII exFeHt?Ie.

1 도시의 혁신성은 인T 재능의 우수성d 직접적인 ea가 있다.

2 중h의 해안 도시들은 우수성을 양성하b, 가장 재능이 있는 지식 n로자를 보유하b, h내의

다른 지역 출신의 지식 n로자 중 최b를 y어들이는 데 더 성c적이었q 때문에 상황 대처가 더

빨랐다.

3 l 해안 도시들은 또한 외부인에게 더 개방적이b 접n성이 있으며 전 세a의 지식 네트워크와

통합되었다.

4 더 —은 내륙 도시가 혁신적인 스마트 도시가 되q 위해서는 전문화하b 전h에서 전문 분야에

있는 최b의 두뇌 중 일부를 견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_h 혁신의 생명선인 재능의 우수성을 q반으로 하여 g축되는 혁신적인 도시가 되q 위한 모든

진지한 시도는 도시 설a와 재개발을 세a 정상o의 전문 q술을 W춘 일부 핵심 분야의 개발에

대한 집중d _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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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S. CanufactuH?ng coCFan?eI :?IcoLeHe: the bH?ght I?:e of :ec?I?on FHobBeCI Mhen theO

MeHe foHce: bO BaM to eB?C?nate enL?HonCentaBBO haHCfuB CateH?aBI fHoC the?H oFeHat?ng

FHoceIIeI.

2 )t f?HIt, the coCFan?eI IaM onBO the negat?LeI — :?IHuFt?onI, h?gheH coItI, CoHe FaFeHMoHA.

3 But then IoCe of theC began to Iee oFFoHtun?t?eI.

4 .nItea: of L?eM?ng the FHobBeC ?n ?tI naHHoM an: obL?ouI foHC — -oM can Me get H?: of the

haHCfuB CateH?aBI(— theO He:ef?ne: ?t CoHe bHoa:BO' -oM can Me FHo:uce ouH FHo:uct ?n the

beIt an: CoIt eff?c?ent MaO(

5 )I a HeIuBt, theO Ca:e bHeaAthHoughI ?n the?H oFeHat?onI that haLe actuaBBO enabBe: theC to

haLe BoMeH FHo:uct?on coItI M?thout tox?c CateH?aBI than M?th theC.

6 BO chang?ng a FHobBeC ?nto an oFFoHtun?tO, theO ga?ne: an ?CFoHtant a:Lantage oLeH the?H

BeII IaLLO coCFet?toHI.

1 미h 제조사들은 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업 c정에서 환경에 해로운 물질을 제거해야 했을 때

_정 문제의 p정적 측면을 발견했다.

2 처음에 l 회사들은 (가동) 중단, 더 높은 비용, 더 많은 서류 —업 같은 부정적 측면만 보았다.

3 l러z l런 다음 몇몇 회사들은 q회를 포착하q 시—했다.

4 '어떻게 l 해로운 물질을 없앨 수 있을u'라는 편협하b 뻔한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대신에,

l들은 '어떻게 최선의 l리b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u'라b 문제를 더



폭넓게 재정의했다.

5 _d적으로 l들은 실제로 유독성 물질을 포함했을 때보다 없는 경우에 자신들에게 더 낮은 생산

비용이 들 수 있게 하는 c정에서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6 문제를 q회로 바w으로써 l들은 전문 지식이 더 적은 경쟁사들보다 중요한 우위를 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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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heH foo: FHo:uct?on, CaHAetI foH FHo:uctI of aBB IoHtI, ?ncent?LeI foH ?nLentoHI, gHeateH

ab?B?tO to coCCun?cate ?:eaI, an: the Ic?ent?f?c Cetho: aBB coCb?ne: to fueB CoHe an: CoHe

HaF?: ?nnoLat?on.

2 .:eaI bu?Bt on ?:eaI, often ?n IuHFH?I?ng MaOI.

3 LenI-CaA?ng foH eOegBaIIeI Bet cHaftICen MoHA :eca:eI BongeH, eLen afteH the?H eOeI?ght

faBteHe:.

4 .t aBIo gaLe b?Hth to teBeIcoFeI Mhen eaHBO ?nLentoHI :?IcoLeHe: that BenIeI couB: be FBace: ?n

fHont of otheH BenIeI to CaAe :?Itant objectI aFFeaH neaH.

5 The teBeIcoFe then gaLe b?Hth to the C?cHoIcoFe.

6 The C?cHoIcoFe uncoLeHe: the MoHB: of C?cHooHgan?ICI too ICaBB foH the eOe to Iee.

7 The :?IcoLeHO of C?cHooHgan?ICI, an: the ab?B?tO to BooA foH theC on foo:, ?n MateH, an: ?n

IaCFBeI taAen fHoC the bo:O, Be: to the geHC theoHO of :?IeaIe.

8 That ?n tuHn Be: to Co:eHn Ce:?c?ne an: BongeH B?LeI.

1 더 많은 식품 생산, 모든 종류의 제품을 위한 시장, 발명가를 위한 장려책,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더 훌륭한 능력, l리b d학적인 방법, 이 모두가 _합하여 점점 더 o속한 혁신을 자m했다.



2 자주 놀라운 방식으로 아이디어 위에 아이디어가 g축되었다.

3 안경알을 위한 렌즈 제—은 q능c이 심지어 시력이 약해진 후에도 수십 년을 더 오래 일하게

했다.

4 초q의 발명가가 렌즈가 다른 렌즈 앞에 놓이면 멀리 있는 물체를 가u이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을 때, l것은 망원경도 탄생시켰다.

5 l러b z서 망원경은 현미경을 탄생시켰다.

6 현미경은 너무 —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미생물의 세a를 드러내 보여 주었다.

7 미생물의 발견d l것들을 식품에서, 물에서, l리b 신체에서 추출된 표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은 질병 세k설을 낳았다.

8 l것은 _h 현대 의학d 연장된 수명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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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at Me f?n: funnO, coC?caB, oH h?BaH?ouI :eFen:I on MheHe Me coCe fHoC, ?n Mh?ch

countHO (eLen Mh?ch Heg?on of a countHO) Me gHeM uF, an: Mhat Banguage(I) Me IFeaA.

2 TheHe ?I, of couHIe, a ceHta?n coCCunaB?tO ?n Mhat cuBtuHeI conI?:eH coC?caB, but a

I?gn?f?cant FaHt of the coC?caB an: the coCe:O HeCa?nI IFec?f?c to a cuBtuHe an: ?I, theHefoHe,

aBCoIt untHanIBatabBe.

3 TheHe ?I, ?n otheH MoH:I, a :?Hect but coCFBex HeBat?onIh?F betMeen nat?onaB?tO an: IenIe of

huCoH.

4 What Me Iee aI coC?caB oH funnO :oeI not onBO :eFen: on uI aI un?que ?n:?L?:uaBI.

5 On the contHaHO, ?t BaHgeBO :eFen:I on ouH ?:ent?tO aI FaHt of a BaHgeH Ioc?aB gHouF.



6 ,oH ?nItance, Mhat IoB?c?tI the h?gheIt HeIFect fHoC one gHouF (HeB?g?ouI H?tuaBI oH nat?onaB?It

ceBebHat?onI aHe faLoH?teI heHe) can be Ieen aI coC?caB bO thoIe Mho BooA at ?t fHoC the

outI?:e, Mho aHe eCbe::e: ?n a I?C?BaHBO Ioc?aB but cHuc?aBBO :?ffeHent ItHuctuHe of the?H oMn

gHouF.

1 우리가 재미있다거z, 우습다거z, 또는 매우 웃r다b 여q는 것은 우리가 어디 출신인지,

우리가 어느 h가(심지어는 한 h가의 어느 지역)에서 자랐는지, l리b 우리가 어느 언어(들)를

쓰는지에 달려 있다.

2 물론 문화들이 우습다b 여q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c통성이 있지만, 우스운 것d

희m성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여전히 한 문화에 특유하며, 따라서 다른 언어로 거의 옮s 수가

없다.

3 다시 말해서, h민성d 유머 감S 사이에는 직접적이지만 복잡한 e련이 있다.

4 우리가 우습다거z 재미있다b 여q는 것은 독특한 개인으로써의 우리에게 달린 것만은 아니다.

5 l와는 반대로, l것은 더 큰 사회적 집단의 일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에 주로 달려 있다.

6 예를 들어, 한 집단으로부터 최b의 존중을 요g하는 것(이 경우 종f적 의식이z 민족주의적인

q념행사가 선호되는 것인데)이 외부에서 l것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우스운 것으로 비칠 수

있는데, l들은 비슷하게 사회적인, l러z _정적으로 다른, l들 자체 집단의 g조에 t숙이 묻혀

있q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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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noH?t?eI ten: not to haLe Cuch FoMeH oH ItatuI an: CaO eLen be :?IC?IIe: aI

tHoubBeCaAeHI, extHeC?ItI oH I?CFBO 'Me?H:oI'.

2 -oM, then, :o theO eLeH haLe anO ?nfBuence oLeH the CajoH?tO(

3 The Ioc?aB FIOchoBog?It SeHge MoIcoL?c? cBa?CI that the anIMeH B?eI ?n the?H behaL?ouHaB ItOBe,

?e_ the MaO the C?noH?tO getI ?tI Fo?nt acHoII.



4 The cHuc?aB factoH ?n the IucceII of the IuffHagette CoLeCent MaI that ?tI FHoFonentI MeHe

conI?Itent ?n the?H L?eMI, an: th?I cHeate: a conI?:eHabBe :egHee of Ioc?aB ?nfBuence.

5 M?noH?t?eI that aHe act?Le an: oHgan?Ie:, Mho a:Locate an: :efen: the?H FoI?t?on

conI?ItentBO, can cHeate Ioc?aB confB?ct, :oubt an: unceHta?ntO aCong CeCbeHI of the CajoH?tO,

an: uBt?CateBO th?I CaO Bea: to Ioc?aB change.

6 Such change haI often occuHHe: becauIe a C?noH?tO haI conLeHte: otheHI to ?tI Fo?nt of L?eM.

7 W?thout the ?nfBuence of C?noH?t?eI, Me MouB: haLe no ?nnoLat?on, no Ioc?aB change.

8 ManO of Mhat Me noM HegaH: aI 'CajoH' Ioc?aB CoLeCentI (eg_ ChH?It?an?tO, tHa:e un?on?IC

oH feC?n?IC) MeHe oH?g?naBBO :ue to the ?nfBuence of an outIFoAen C?noH?tO.

1 소수 집단은 많은 힘이z 지위를 가지b 있지 않은 경향이 있b 심지어 말썽v, m단주의자, 또는

단순히 '별난 사람'으로 일축될 수도 있다.

2 l렇다면 대체 l들은 어떻게 다수 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3 사회 심리학자 SeHge MoIcoL?c?는 l 답은 l들의 '행동 양식', 즉 소수 집단이 자q네 의견을

이해시키는 '방식'에 있다b 주장한다.

4 여성 참정j 운동이 성c을 거둔 중대한 요인은 지지자들이 자신들의 e점에서 '일e적'이었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5 자신들의 입장을 '일e되게' 옹호하b 방어하는 활동적이b 조직적인 소수 집단이 다수 집단의

g성원 사이에 사회적 U등, 의심, l리b 불확실을 만들어 낼 수 있b, im적으로 이것이 사회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6 l러한 변화가 흔히 일어난 u닭은 소수 집단이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e점으로 바x 놓았q

때문이다.



7 소수 집단의 영향 없이는 우리는 어떤 혁신, 어떤 사회 변화도 일으킬 수 없을 것이다.

8 우리가 현재 '주요' 사회 운동(예를 들어, q독f 사상, 노동조합 운동, 또는 남녀평등주의)으로

여q는 많은 것이 원래 거침없이 말하는 소수 집단의 영향력 때문에 생겨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