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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sharing the polyethnicity experience in a globalized world
The global world actualizes the use of the experience of other countries to solve
emerging

new

problems.

Migration

leads

to

a

polynations

-

the

number

of

multinational countries from 193 countries of the world already dominates than
mono-national and tends to expand.
[UNIDO https: // www.unido.org/researchers/statistical-databases]
Implementing a national policy of successfully functioning multi-ethnic states can be
a rational experience for others, since all countries are becoming increasingly diverse
in ethnicity, as, for example, today in Korea. Since Kazakhstan from the CIS countries
in Central Asia has managed to go through complex stages of the formation of
multinationalism without civil wars and ethnic conflicts, this experience of multi-ethnic
statehood demonstrates opportunities and solutions that can also be acceptable for
other countries facing similar problems. One of the most difficult current issues of the
state Kazakh language over the past 25 years of independence is the replacement of
the Russian language from the USSR with a new national language,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olve many complex language problems. Today demographic trends in
the country and the policy of the state language already demonstrate the results of
made steps to fulfill these tasks. The next important phase will be the transition to a
new type of writing - instead of Cyrillic graphics, by 2025 the Kazakh language will
be translated into a writing of Latin script. For a mono-ethnic Korea, which already
has situation of migration and assimilation of non-Korean citizens; the Hangyl /
Romanization reform is also on the agenda, it will face similar problems. In 2018,
Kazakhstan [http://stat.unido.org/SDG] presided over the UN Security Council and,
taking into account its experience in maintaining a balance in a multi-ethnic,
multi-religious and multi-lingual state, we can expect The Kazakhstan will keep stable
course, adopt balanced decisions and share own experiences.
세계화된 세상에서 다민족 경험 공유하기

세계화된 세상은 다른 국가에서의 경험을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할 수 있
게 한다. 이주는 다국적 국가를 만든다. 전 세계 193개 국가 중 다국적 국가 수가 단일민족
국가 보다 우세하며 확대되어가고 있다.
[UNIDO https://www.unido.org/researchers/statistical-databases].
모든 국가들이 오늘날의 한국처럼 민족적으로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성공적으로 운영되
고 있는 다민족 국가의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다른 국가에게 합리적인 경험이다. 중앙
아시아의 독립국가 연합의 카자흐스탄은 복잡한 단계를 지나 내란이나 민족적 갈등 없이 다
국적 국가를 형성하였는데 이러한 다민족 국가 형성 경험은 비슷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 혹은 해결책을 제시한다. 독립국으로서의 지난 25년
동안 카자흐 언어에서 가장 어려운 최신 쟁점 중 하나는 구소련시절 사용했던 러시아어를
새로운 국가 언어로 대체하는 것이며, 따라서 여러 복잡한 언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
적이다. 오늘날 카자흐스탄의 인구통계학적 동향과 언어 정책은 이미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
기 위해 만들어진 단계들의 결과를 보여준다. 중요한 다음 단계는 키릴 문자 대신에 새로운
유형의 글자로 바꾸는 것이다. 2025년까지 카자흐 언어는 라틴 문자로 번역될 것이다. 단일
민족국가이었던 한국은 이미 한국인이 아닌 시민들의 이주와 동화를 받아들였다. 한글을 로
마자화하는 개혁이 이미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비슷한 문제를 마주할 것이다. 2018년에 카
자흐스탄은 다민족, 다종교 그리고 다언어 국가로써 균형을 유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연
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사회를 보았다. 카자흐스탄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
이며, 균형잡힌 결정을 채택하며 그 경험들을 공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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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ocultural realities in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The given article is dedicated to the issues of socio-cultural realities in the
development of the personality, especially in the humanistic aspects as well as the
issues of self-definition of the person in the world in general. Keywords: theories of
world religions, development of personality, education of a new formation of citizens,
various ways of existence of the person, methods of spiritual education, muoshaarat
(family education). The world where the people live, and especially the nature of
appearance of a man on the earth, still remains so far unsolved and secret. Since
the world itself is inherently extremely changing, it has a time of existence
incomparable with the magnitude of modern requirements. Someone can consider a
man according to the theory of Charles Darwin to be a product of evolution, then in
accordance with the world religions such as Islam, Buddhism, Christianity, Judaism
and others, a man is a divine being. But whatever the evolutionary and theological
theories, it is possible to determine the carrier of mental and spiritual processes, it is
also possible to predetermine today’s discussion about the main tasks of the
development of modern man in terms of physical, mental, spiritual, moral and
personal development as a whole. Philosopher and psychologist S.L. Rubinstein wrote
in his work "The Man and the World" that "the problem of all problems" is the
definition of a person's place in the world. The scientist sees the world as an
organized hierarchy of different ways of human existence. For thi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nd present various ways of existence, development, formation of man in
the modern world. Modern science will only benefit if specialists representing different
branches

of

scientific

knowledge,

different

points

of

view,

will

interact

when

considering this issue.
인성 개발에서의 사회문화적 현실
본 논문에서는 인성 개발에서의 사회-문화적 현실의 문제들을 특별히 인문학적 측면에서
연구할 것이며, 세상 일반에서 인간의 자기 인식의 문제들 또한 연구할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 특히 지구상에 인간 출현의 본질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못하고 비밀
로 남아있다. 세상 자체가 본질적이며 극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의적 요구의 규모

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시간을 갖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을 찰스 다윈의 이론을 기반
으로 한 진화의 산물로 생각한다.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 유대교를 비롯한 다양한 세계 종
교에 의하면 사람은 신성한 존재이다. 하지만 진화론 혹은 신학 이론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인간은 정신과 영적인 과정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으며, 육체적, 정신적, 영적, 도덕적 그리
고 개인적 발달 전체적인 측면에서 현대 인간 개발의 주요 과업에 대한 오늘의 토론에 대해
미리 결정 할 수 있다.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S.L. 루빈스타인은 그의 연구 “인간과 세상”
에서 “모든 문제 중의 문제”는 세상 속에서 사람의 장소를 정의하는 것이라고 썼다. 과학자
들은 세상을 인간 존재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조직화된 계층으로 본다. 이로 인해, 현대 사
회에서 인간의 존재, 발달, 형성의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대 과학
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야의 과학 지식과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이러한 쟁점을 고려하여
상호작용 할 때만 유익하게 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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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miological

fragment

of

Turkic-Mongolian

language

picture

of

the

world:

Lingistic-conceptual models of the triad “society: Language: man”
PAREMIOLOGICAL FRAGMENT OF TURKIC-MONGOLIAN LANGUAGE PICTURE OF THE
WORLD: LINGISTIC-CONCEPTUAL MODELS OF THE TRIAD “SOCIETY: LANGUAGE:
MAN” (linguistic-cultural analysis on the material of the Kazakh and Mongolian
languages)
The problems that have been associated with a specific state, a particular nation, an
ethnic world (the Slavic world, the Turkic world, etc.) or a certain geopolitical region
(Eastern Europe, the Far East, Central Asia, the Pacific, etc.), which have a global
character of the XXI century, and such problems as taking into account the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of different peoples in solving various issues, the need to
prevent situations of intercultural contradictions, the importance of determining the
specific meaning of linguistic and cultural values based on communicative actions
today require the acceleration of the integrative process in the field of the humanities.
Forming a picture of the world includes the entire human being, all the complex
cognitive processes, from perception to awareness of oneself as a part of the world.
It is impossible to exclude the linguistic community where a person lives and his
socio-cultural life from this process. Therefore, the cognition of reality, its behavior in
the ethno-cultural social environment, knowledge, life skills, upbringing, etc. are
related to the spiritual and cultural essence of the language community and are
reflected in the paremiological picture of the world, because the man is the main
object

in

the

paremiological

picture

of

the

world.

In

the

study

of

the

phraseo-paremiologic fragment of the Turkic-Mongolian language picture of the world
in the context of the triad “Society: Language: Man” digital, somatic, astrological,
zoonotic, etc. codes that are considered valuable for people in the Turkic and
Mongolian conceptual models as “Nature and Man”, “Traditions and Man”, “Place and
Man”, “Socium and Man”, “Man and Woman” etc.
투르크-몽골어 세계상의 격언연구적 단편: “사회: 언어: 인간” 삼요소의 언어 -개념적 사례
들 (카자흐어와 몽골어 자료의 언어-문화적 분석)

특정 주(州), 특정 국가, 민족적 세계(슬라브 세계, 투르크 세계 등), 특정 지정학적 지역(동
유럽, 극동, 중앙아시아, 태평양 등)과 결부되어 온 문제들은 21세의 포괄적 특징을 지닌다.
서로 다른 민족들의 보편성과 특수성, 다양한 사안들을 해결함에 있어 상호문화적 모순 방
지의 필요성, 의사전달 행위에 기반한 언어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들의 구체적 의미를 결정함
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오늘날 인문학 분야에서 통합의 과정을 가속시킬
것을 요구한다. 세계상을 형성한다는 것은 인간의 전 존재, 단순 지각부터 자신이 세상의
일부라는 인식까지의 모든 복잡한 인지과정을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한 인간이 살고 있는
언어 공동체와 그 개인의 사회문화적 삶을 제외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현실 인식, 민
족-문화적 사회 환경에서의 인간행동, 지식, 삶의 기술, 훈육 등은 언어 공동체의 정신적,
문화적 본질과 관련이 있으며, 인간이 격언 속 세계상의 주요 대상이기 때문에 그 안에도
반영되어있다. “사회: 언어: 사람” 삼요소의 맥락에서의 투르크-몽골어 세계상의 어법-격언
연구적 단편 연구에서, 디지털, 신체적, 점성학적, 동물적 기호들은 “자연과 인간”, “전통과
인간”, “장소와 인간”, “사회 공동체와 인간”, “남성과 여성”과 같은 투르크-몽골 개념 모
형에서 인간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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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cepts of the communicative category of politeness in Korean and Russia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understanding intercultural perspectives can ensure
effective communication. Thus, studying the key concepts of the Korean and Russian
politeness category, which reflect communicative specifics of the two cultures has
become crucial and particularly important. The concept of "self" as opposed to the
concept of "other" are the most important ones in Russian culture. The central
significance of the concept such as self versus other in the Russian politeness
category is confirmed by the fact tha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forms of
politeness (pronouns such as Ty (non-polite form ofYou) and Vy (polite form of You)
are based on the juxtaposition of "self" and "other". A sophisticated grammatical
"category of subjunctive evaluation" reflects more intensive communicative interaction
with "insiders" as compared to "outsiders". From my point of view, the concept of
"hierarchy" is the key one in Korean culture and certain politeness strategies, which
are unique to Korean culture, have been worked out to protect and respect the rules
of that very hierarchy. The hierarchy, the order of subordination of inferior members
of a society to the superior ones, is the main core of the structure of the Korean
society and shows either a superior or inferior level of interlocutors in hierarchy.
Having said that, the main rules of the Korean society are abidance by the rules of
hierarchy.

They

shape

politeness

rules

that

in

their

turn

define

norms

of

communication. The differences of conceptual framework demonstrate that politeness
in the Russian language is more about its interpersonal nature and shows the level of
intimacy or closeness between interlocutors. Meanwhile in the Korean language the
category of politeness has to do with its social nature and demonstrates society
or/and status related differences.
한국과 러시아에서 예의와 관련한 소통 범주의 주요 개념들
세계화의 맥락에서 이문화적 관점을 이해함으로써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있다. 따
라서 한국과 러시아의 예의 범주에서 핵심적인 개념들을 연구하는 것은, 두 문화 간 소통의
세목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결정적이고 중요하다.

“타자” 개념과 반대되는 “자기” 개념은 러시아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다. 러시
아의 예의 범주에서 자기 대 타자와 같은 개념의 중요성은 2인칭 대명사 비격식체 Ty와 격
식체 Vy의 차이가 “자기”와 “타자”의 병치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굉
장히 정교한 문법인 “가정법 평가 범주”는 “외부자들”에 비해 “내부자들”끼리 보다 밀도있
는 소통의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내가 보기에 “위계” 개념은 한국 문화의 핵심 개념이며, 바로 그 위계라는 규칙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한국 문화에 고유한 특정 예의 전략들이 동원된다. 사회의 열등한 구성원이
우월한 구성원에게 종속되는 질서인 위계는 한국 사회 구조의 핵심이며, 위계 내 발언 정도
에 따라 상위에 있는지 하위에 있는지 보여준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
한 규칙은 위계에 대한 복종이다. 그것들이 의사소통의 규범과 같은 예의범절을 규정한다.
개념적 구조의 차이는 러시아어에서 예의는 보다 대인관계 중심적이고 서로 간 친밀도를 보
여준다. 이에 반해 한국어에서 예의 범주는 사회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적 지위
등을 나타내 준다는 차이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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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ization of Ethnicity: From Nations to Meta-Nations.
One of the striking tendencies of the contemporary world is the globalization of
ethnicity and the increase of the ethnic factor in world. The ethnic and political
processes in the 20th century have led to two types of nations: ethnic nations and
civic nations. In the case of ethnic nations there is a question: are they a final form
of the ethnic evolution? For example, in case of the USA one can speak about
supra-ethnic community – American people or American nation that includes the
representatives of different races and ethnicities, and can not be reduced to a certain
ethnic group. In the case of the former USSR one can speak about supra-national
and supra-ethnic community – Soviet people. Ethnic communities, which settled all
over the world and formed large foreign Diasporas (Jews, Armenians, Chinese et al.)
have also adopted supra-national characters. The paper introduces a concept
meta-nation (or global ethnic community) as a next stage of the ethnic evolution and
constructing in the epoch of globalization. This concept is analyzed from the Korean
perspective. Today the number of overseas Koreans amounted to about seven millions
people in many countries. It means the widening quantitative dispersion of Koreans
and the increasing qualitative differentiation within them. Due to intensive character of
Korean immigration all over the world, Korean identity begins to take diverse forms
and already cannot be reduced to the ethnic characteristics that exist on the Korean
peninsula.

Nowadays,

one

can

say

on

the

forming

of

supra-national

Korean

community (North Korea + South Korea + Korean Diasporas). In the future, this
community, formed into more or less stable formation, could signify a new stage in
the evolution of Korean ethnicity – a meta-nation stage as an aggregate of kindred
but culturally differing ethnic
민족의 글로벌화 : 국가에서 메타국가로
현대 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경향 중 하나는 민족성의 세계화와 민족적 요소의 증가이다.

20세기 인종과 정치의 작용은 두 가지 형태의 국가로 이어졌다. 즉, 민족국가와 시민국가이
다. 민족국가에 대해 한 가지 의문이 있다. 그들은 민족 진화의 최종 형태인가?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초 민족적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 국민 혹은 미국이라는 국가는 각기
다른 인종과 민족의 대표자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어떠한 민족적 집단을 축소할 수는 없다.
구 소련(USSR)의 경우 초국가적, 초민족적 공동체, 즉 소비에트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
세계 곳곳에 정착해 외국에 광범위한 이주처를 만든(유대인, 아르메니아인, 중국인 등) 민족
공동체도 초국가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은 민족 진화와 건설의 다음 단계로서 메타
국가(또는 글로벌 민족공동체) 개념을 소개한다. 이러한 개념은 한국에 대한 전망을 통해
분석된다. 오늘날 해외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수는 각국에 걸쳐 700만 명에
이른다. 이는 한국인의 양적 분산이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또한 그 안에서 질적 차이
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계로의 한인 이민의 증가로 인해 한국의 정체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미 한반도에 존재하는 민족이라는 특성으로 축소될 수는 없
다. 이제는 초국가적 한국인 공동체(남한 + 북한 + 이민자)가 형성되었다고 말 할 수 있다.
장래에 다소 안정된 형태로 형성된 이 공동체는 한국 민족의 진화에 있어서 친족 집단으로
서 혈통은 같지만 문화는 다른 민족 구성원으로 결합된 메타민족 단계라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