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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로아메리카(JIIS)투고에 관한 안내

이베로아메리카(JIIS)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에서 발간하는 라
틴아메리카와 스페인․포르투갈 지역 전반에 대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연구성
과들을 수록하여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학술지로서 2008년, 2014년에 한국연구
재단 등재지와 Latindex에 각각 등재되었습니다.
본 학술지는 해당지역에 관한 연구로서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문화, 문학
및 언어 등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 결과물을 환영합니다. 다만, 보내주실 원고
는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순수 학술논문이어야 합니다.
논문은 이베로아메리카(JIIS)편집위원회의 검토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게
재여부가 결정됩니다.
원고는 이베로아메리카(JIIS)원고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반드시 워드프로세
서로 작성하셔서 e-mail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본 연구소
홈페이지에 있는 소정양식의 논문투고신청서를 반드시 첨부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1)
이베로아메리카(JIIS)는 연 2회(6월 30일, 12월 28일) 발간되며 다음과 같은
일정에 따라 발간됩니다. 단, 투고는 연중 수시 접수합니다.
게재신청 및 논문제출 마감

심사결과통보 및 수정의뢰

발행일

제1호

4월 30일

6월 1일

6월 30일

제2호

10월 30일

12월 1일

12월 28일

이베로아메리카(JIIS)투고에 관한 기타 문의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
지역원 편집위원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17권 1호(2015.6.30 발행)부터 한국연구재단의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NRF-JAMS)을 통해
투고와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http://latinamerica.jam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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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회 연락처
(46234)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A502 이베로아메리카 편집위원회
전화: 051-509-6672

팩스: 051-509-6681

이메일: ibero1@b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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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 작성은 ‘글97’이상 혹은 마이크로 소프트 워드로 작성하고, 사용언어
는 한글, 영문,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 제한합니다.
2. 논문의 분량은 원고지 기준 100매 이상 150매 이내로 제한하되, 논문 내에
수록될 그림, 표, 지도, 그래프 등은 투고자의 의도를 존중하되, 출판 시 투
고자와의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논문은 아래의 순서대로 작성해 주십시오
1) 논문제목(외국어 병기)
2) 외국어요약 및 주제어(국문병기)
3) 본문
4) 참고문헌
5) 논문투고일자
6) 기고자 성명, 소속기관, 이메일주소
4. 논문 세부 작성방법
1) 논문제목
논문 제목은 가급적 두 줄을 넘지 않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제목 밑에 부제
를 달 수 있습니다. 학술경비의 지원을 받은 논문은 제목 뒤에 *표를 하고 각주
에 경비지원내용과 과제번호를 기입합니다.
예)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000-A00000).
2) 논문요약 및 주제어
글상자 안에 논문요약을 100단어 내외로 작성하고, 주제어는 5개 내외로 작
성합니다. 논문요약은 국문논문일 경우 영어요약을, 외국어 논문인 경우 다른
언어요약본(예:스페인어·포르투갈어는 영어 혹은 국문, 영어는 스페인어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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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어)을 선택합니다. 주제어는 외국어와 국문으로 병기합니다. Latindex
등재 사유로 투고된 모든 논문은 논문 작성 언어와 동일한 언어로 된 요약문
역시 제출합니다.
3) 본문
목차에서 각 장은 로마자로(I, II, III ...) 각 절은 숫자로(1, 2, 3..) 구분하며
각 절 내의 하위항목은 반괄호 숫자(1) 2) 3)... )와 원문자의 숫자(①②③...)의
순서로 작성합니다. 가능한 한 추가적인 세분화를 피합니다.
언어 사용에 있어서 국문 논문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문만을 사용하되 한자,
혹은 원어표기가 필요한 경우 처음 나올 때 괄호를 사용하여 병기합니다. 단,
많이 알려진 단체명이나 국문으로 번역된 단체명이 너무 긴 경우 처음에 한국
어명과 원어표기를 괄호 안에 병기한 다음 원문약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는 원음대로 표기하되 이미 우리말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그
에 준할 수 있습니다.
표와 그림은 <표 1>, <표 2>, <그림 1>, <그림 2>로 표기하고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있을 경우 <표1a> <표1b> 등으로 표기합니다.
각주는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① 본문에 저자명이 언급된 경우는 저자명 다음에 괄호에서 연도만 표시합
니다.
예) 플로레스는(2003) 원주민 인권연구에 있어서 ....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② 저자의 이름이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과 연도를 괄호 안에 표
시합니다.
예) 원주민 인권연구에 있어서 .....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Flores 2003).

③ 인용한 페이지를 밝히는 경우 괄호 안에 저자명 출판연도, 인용페이지를
표기합니다.
예) …… 중요시 되었다(김용진 1999, 1-6).

④ 두 개 이상의 다른 저술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연도순으로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합니다. 동일저자의 2개 이상 인용할 경우는 맨 앞에만 저
자명을 기입하고 세미콜론(;)을 이용하여 표기합니다.
예) …… 주장한다(김해숙 1999, 1-6; 홍길동 2000,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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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했다(유영명 1999; 2000).
⑤ 인용한 책 혹은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예) 2인은 (Torres and Alejandro 2004, 37), (김해숙/홍길동 2001, 23-27)
3인 이상은 (Torres et al. 2004, 26-54)

⑥ 참고문헌에 동일인이 쓴 저작이 다수 포함될 경우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알파벳 소문자를 사용합니다. 참고문헌 작성 시에도 이를 유의하여 표기
합니다.
예) (CEPAL 2001a, 87; Torres 2003c, 43-45)

⑦ 저자의 언급이나 보충설명 등은 각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주 속에
있는 인용논문의 처리방식은 ①에서⑥을 참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⑧ 작품을 분석한 논문일 경우 분석 작품의 인용부분의 페이지만 표기합니다.
예) ... cuando apenas sí era licenciado.(p.235)
⑨ 작품분석 논문의 경우 분석 작품과 동일한 저자의 작품명이 본문 언급될
경우 괄호 안에 출판연도만 기재합니다.

⑩ 각주 번호는 1), 2), 3) 등으로 부여합니다.
4) 참고문헌
본문에 인용된 논문이나 저서만 수록합니다. 모든 참고문헌은 가나다순,
ABC순, 오래된 연대순으로 배열하고, 동일저자의 단독저작와 공동저작이 동시
에 포함되는 경우 단독저작을 먼저 배열합니다. 참고문헌은 국문저작을 먼저
배열하며 구체적인 기입양식은 예)와 같습니다.

① 단행본의 경우: 저자(연도), 도서명, 출판사.
예) 이성형(1999),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와 경
제, 한길사.
Wiarda, Howard J.(1995), Latin American Politics, Belmont: Wadsworth.
Cameron, Rondo(1993), A concise Economic History of the World, 2nd
edn., Oxford: Oxford Universiry Press, 이헌대 역(1996) 간결한 세계경
제사, 법문사.
② 논문의 참고문헌 표기: 저자(연도), 제목, 저널명, 권(Vol.), 호(No.), 페이지.
한국어 논문은 ｢ ｣, 외국어 논문은 “ ”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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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최인권(2003), ｢라틴아메리카의 인권보장법｣, 인권연구, Vol.10, No.1,
pp.33-54.
Watson, Ian(2002), “An Examination of the Zapatista Army of National
Liberation(EZLN) and New Political Participation,” Democracy and Nature,
Vol.8, No.1, pp.1-50.

③ 단행본에 삽입된 논문의 참고문헌 표기: 저자(연도), 제목, in 편자, 단행본
제목, 출판장소:출판사 명, 페이지.
예) Barton, Tomas(2004), “Globalising the Zapatistas” in Maria Flores(ed.),

Changing Mexico, New York: New York Univ. Press. pp.96-134.
길인성(1996), “미국의 초기 공업화, 1800～60” in 김종현 편, 공업화
의 제유형(Ⅰ), 경문사, pp.121-170.

④ 인터넷 사이트가 참고문헌으로 사용될 경우 저자와 연도(알 수 있는 경
우), 제목, 인터넷 주소 검색일자(년, 월, 일) 순으로 기입하고 인터넷주소
아래에는 밑줄을 칩니다.
예) Marc Denhez(1982), “Aboriginal Rights and the Sovereignty of Countries,”
http://www.cwis.org/fwdp/Americas/abor_sov.txt (2008.06.30).

⑤ 신문, 포럼, 세미나자료 중 정확한 날짜의 기입이 필요한 경우 참고문헌명
의 마지막에 년/월/일의 순으로 표기한다. (국문, 외국어자료 모두)
예) Korea Times, 2002/03/16
5) 논문투고일자
예) 논문투고일자: 2003년 11월 1일
6) 투고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 이메일주소
예) 홍길동(Hong, Kil-Dong)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E-mail: hkildong@b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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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로아메리카(JIIS)편집위원회 규정(개정안)

제정
1998.11.1
수정
2001.6.28
2002.6.22
2003.6.21
2004.9.3
2006.3.2
2007.4.1
2009.9.1
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위원회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학술논총 이베로
아메리카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구성
제 2 조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편집위원 10인 내외, 편집 간사 1인으로 구성
된다.
제 3 조 편집위원장은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 4 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지역원장이 위촉한다.
제 5 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한다.
제 6 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재임할 수 있다.
제3장 기능
제 5 조 편집 위원회는 논총의 체제와 발간 횟수, 분량 등을 원고 논문 심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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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및 투고 규정을 정한다.
제 6 조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 위원을 선정 의뢰하고, 심사 결
과를 참조하여 논문심사기준(제5장)에 따라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4장 회의
제 7 조 편집위원회는 논총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해 심사 위원의 선정과 게재
논문 결정을 위해 논총 발간 기간에 맞춰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제 8 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소집과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조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들에 대한 이메일 공지와 편집위원들의 답
신을 통해 Off-line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5장 논문 심사 기준
제 10 조 논문심사는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에 의해 실시되는데, 심사위원은 논
문 심사양식에 명시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제 11 조 심사평가 항목 및 배점
항목번호

평가내용

배점

1

｢이베로아메리카｣ 학술지에의 적합성

10점

2

논문의 체제 및 논리

25점

3

연구논문의 창의성 및 기여도

25점

4

연구방법의 타당성

20점

5

선행연구 및 참고문헌의 적절성

10점

6

기타사항(국문/외국어요약, 오탈자 등)
총점

10점
100점

제6장 논문의 심사방법
제 12 조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주관으로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한다.
제 13 조 편집위원회는 해당논문의 전공에 가장 적합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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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의 심사는 반드시 익명으로 한다.
제 14 조 논문의 심사결과는 3인의 평가등급을 취합하여 결정된다.
제 15 조 평가등급
A: 게재. 단, 필요시 편집상의 수정 후 게재(90-100)
B: 부분 수정 후 게재 가능(80-89)
C: 전면수정 후 다음호 재심(0-79)
D: 게재불가
제 16 조 심사처리기준
심사자 1
A
A
A
B
A
A
B
A
B
C

심사자 2
A
A
B
B
A
B
B
C
C
C
D

심사자 3
A
B
B
B
C
C
C
C
C
C

심사결과
게재
부분, 추가수정 후
게재
전면 수정 후 게재
다음 호 재심,
제 4심사자 의뢰
다음호 재심
게재불가

1. A, A, A : 편집상의 수정, 보완 후 게재
2. A(B), A(B), B : 투고자 부분수정, 편집위원회의 추가수정 혹은 게재
여부결정
3. A, A, C: 투고자 전면 수정 후 편집위원회 심의를 통해 게재결정.
4. A(B), B, C : 편집위원회 심의 후 다음호 재심 혹은 제4심사자 의뢰.
제4심사자의 평가가 A, B인 경우 AAC에 준해 처리. C인 경우 다음호
재심.
5. A(B,C), C, C : 다음 호 재심.
6. D: 3인의 심사자 중 1인이라도 D판정을 내린 경우 4.5.에 준해 처리
하거나 게재불가판정을 내린다.
제 17 조 게재불가의 사유는 본 학술지의 연구 분야와 맞지 않거나 기 발표된
유사논문이 있을 경우, 그리고 표절 및 도용된 논문일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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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논문 심사 절차
제 18 조 저자는 논문투고신청서 <양식1>을 작성하여 논문원고 파일과 함께 이
메일로 편집위원회로 송부한다.
제 19 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각 논문의 심사위원을 3인씩
선정한다. 각 논문에 대한 엄정하고 질 높은 심사를 위해 별도의 심사
위원 풀을 통해 해당학문 분야의 전문가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제 20 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의뢰
서<양식2>, 논문 심사보고서 <양식3>과, 익명으로 처리된 논문 1부를
송부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제 21 조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결과를 논문심사보고서 <양식3>에 기록하여 편집
위원회에 송부한다.
제 22 조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 결과 통보 및 수정의뢰서 <양식4>와 논문수정
보고서 <양식5>를 저자에게 송부하여 정해진 기일 내로 수정토록 한다.
제 23 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논문 게재/기각 여부, 다음
호 재심사 등을 결정한다.
제 24 조 편집위원회는 심사가 완료된 논문의 저자에게 최종게재 여부를 통보
하며 논문 편집에 필요한 사항들을 요청한다.
제8장 학술지 발행 및 논문의 관리
제 1 조 학술지는 연 2회 발행하며, 발행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28일로 한다.
제 2 조 ‘게재가’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라도 타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이거나 무단 도용한 논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편집위원
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해당 저자는 향후 2년간 논문을 제
출할 수 없다.
제 3 조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편집위원회가 게재를 확정한 논문에 한해 발급
한다.
제 4 조 투고된 논문은 게재 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게재 논문에 대
한 저작권은 저자와 본 연구소가 공동으로 갖는다. 따라서, 게재 논문

이베로아메리카(JIIS)편집위원회 규정 151

전체 혹은 부분을 재 수록할 경우는 사전에 저자와 지역원의 동의를 얻
어야 한다.
부칙
본 개정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본 개정 규정은 2004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권호의 변경) 2004년 12월 28일에 발간되는 제6호 논집의 ‘호’를 ‘권’으로 변경
하고, 2005년부터 제7권 제1호, 제2호로 지칭한다.
부칙
본 개정 규정은 200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연구윤리규정의 제정과 공지) 수준 높은 논문의 수록과 학술지의 발간을 위해
연구윤리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학술지에 공지한다.
(연구윤리규정의 적용범위와 시행) 연구윤리규정은 모든 투고자, 심사자, 편집
위원회에 적용되며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규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소 명칭변경) 2009년 5월 6일부터 연구소 명칭을 ‘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
에서 ‘중남미지역원’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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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로아메리카 연구윤리규정

전문
이베로아메리카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에서 발간하는 복합학
분야(한국학술진흥재단분류기준)의 학술지로서 스페인, 포르투갈어권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등에 대한 학제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의 결과물을
엄선하여 게재함으로서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며 학술적인 발전뿐만 아
니라 우리나라와 이 지역 간의 관계 및 우호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준 높은 연구 논문을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이베로아메리카에 학
술성과물을 게재하고 공유하는 것은 본 연구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학문분
야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 중 하나다.
이에 각 연구자와 편집위원, 그리고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수준 높은 연구논문의 작성과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학
술지를 발간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윤리규정은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학자들
뿐 만 아니라 모든 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학문적 발전에도 더욱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윤리규정은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지
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할 뿐 만 아니라 본 연구소의 학술지인
이베로아메리카에 투고되는 연구결과물을 심사, 선정, 출판하는 과정에서 지
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들은 진정한 학술발전을 위해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
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에서 본 이베로아메리카 연구윤리규정은 2007년 3월에 제정되
었으며 4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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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윤리규정
제 1 절 저자의 윤리규정
제 1 조 표절
1. (정의) 표절이란 타인이 행한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자신의 주장인 것처럼 연구결과물에서 사용하는 경
우를 말한다.
2. 표절의 금지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 결과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
의 논문에서 인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인용과 사용의 횟수와 무관하게 자
신이 사용하는 모든 타인의 연구결과나 주장의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 2 조 연구업적
1. (정의) 연구업적은 자신이 수행한 모든 연구결과물(저서, 논문, 기고문, 보고
서 등)을 의미한다.
2. 연구업적의 인정과 책임
연구자는 자신이 직접 수행한 모든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만 연구업적으로서
인정받으며 그에 대한 책임도 직접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에게 있다.
3. 공동연구업적의 저자
1) 2인 이상의 연구자에 의해 수행된 모든 연구결과물인 논문 혹은 기타 출
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기재 순서는 각 연구자의 연구기여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2) 저자의 순서가 상대적 지위 혹은 직책의 높고 낮음에 따라 제 1저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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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을 인정받거나 받지 못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3) 연구와 저술, 혹은 번역에 직접 기여한 자는 모두 공동저자(역자) 혹은 공
동연구자로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4) 연구나 저술에 있어서 간접적인 기여(윤문, 연구 보조활동 등)는 각주, 서
문 등을 통해 적절하게 사의를 표시한다.
제 3 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1. (정의) 중복게재(출판)란 이미 출판된 연구물 혹은 게재예정이거나 심사
중에 있는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구자는 무단으로 중복게재(출판)를 하거나 시도해서는 안된다.
3.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술지의 편집
위원회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
당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4.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물이 학술지에 먼저 게재된 후 해당 연구결과물
을 저서로 출간하거나 저서에 포함되는 경우 반드시 게재된 바 있는 학술
지의 서지정보들을 해당출판물에 밝혀야 한다.
제 4 조 인용 및 참고문헌의 표시
1. 인용과 참고문헌을 표시하는 것은 독자가 해당 연구의 내용이나 연구자의
주장이 선행연구의 결과인지 아니면 연구자의 독창적인 관점, 주장, 또는
해석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다.
2. 저자는 학술지, 단행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하
거나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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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공개 논문, 비공식 보고서, 또는 출간전인 논문을 인용할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나 혹은 기관의 동의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4.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얻은 자료의 경우(예; 개별 인터뷰, 논문 혹은 연구
계획서 평가과정 등),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5. 타 연구자의 연구결과물을 인용할 경우, 혹은 타 연구자의 아이디어를 참
고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주(각주, 후주)를 통해 인용인지,
혹은 참고인지의 여부를 밝힌다.
제 2 절 편집위원회의 윤리규정
제 1 조 편집위원회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
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 2 조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
속 기관과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
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편집위원들에게 심사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논문의 제목과 주제어만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논문저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밝히지 않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논문저자에게 투고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보
장해야 한다.
제 3 절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제 1 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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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위원은 저자와 가능한 한 개인적인 관계가 개입되지 않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위촉하도록 노력한다.
2.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날 경우에는 편
집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
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 2 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
에게 저자에 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 4 절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제 1 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
다.
제 2 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
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1.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 등을 바탕으로 불충분한 논문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2. 논문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통과시키거나 탈락시키지 않는다.
3. 논문을 탈락시키고자 할 때는 충분한 근거를 심사보고서에 명시한다.
4. 심사자와 저자의 관점이나 해석이 상충되는 것을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
키지 않는다.
제 3 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1. 논문심사보고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
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2. 심사자는 논문심사보고서에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에 대한 비하나 모욕의 표현은 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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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1.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다.
2.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을 금한다.
제2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 1 절 윤리규정에 대한 서약
제 1 조 이베로아메리카에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는 투고신청서의 항목 중 하
나인 윤리규정준수에 대한 항목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연구자의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제 2 조 연구소 소속 연구자가 이베로아메리카에 투고할 때는 비 소속연구자
와 마찬가지로 투고신청서에 명시된 윤리규정준수에 대한 항목에 동의함을
표시해야 한다.
제 2 절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보고와 처리
제 1 조 이베로아메리카에 투고된 논문에서 인지된 윤리규정에 대한 위반사
항은 편집위원이나 심사자가 편집위원회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 2 조 편집위원회는 이러한 윤리규정위반에 대한 사항이 보고될 경우 해당 연
구자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키고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한다.
제 3 조 해당 연구자가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사
례가 드러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제재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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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윤리위원회의 징계건의를 받으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
여 징계여부와 징계내용을 최종 결정한다.
제 5 조 편집위원회는 징계대상 연구자에 대해 논문게재 취소, 투고자격정지 등
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사항에 대해 다른 기관과 개인에게 알릴 수 있
다.
제 3 절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제 1 조 연구윤리위원회는 상설기구는 아니며, 연구윤리위반사항이 보고되면
연구소 편집위원장의 위촉으로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5인으로 구성한다.
제 2 조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 제보자, 피조
사자,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여 폭넓게 조사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진다. 이러
한 면밀한 조사 후 윤리규정위반이 사실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와 해
당논문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건의한다.
제 3 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도 연구윤리위반으로 간주
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4 절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연구자의 권한
제 1 조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된 연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
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 2 조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된 연구자의 신원은 윤리규정위반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
제 5 절 연구윤리위원의 윤리
제1 조 연구윤리위원은 매우 엄격하고 공정하게 사안에 대해 심의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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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연구윤리위원은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된 연구자의 인격
을 존중해야 한다.
제 3 조 연구윤리위원은 해당 문제에 대해 편집위원회에 보고한 연구자의 신원
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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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 for Papers

Iberoamerica is a refereed academic journal dedicated to publishing articles on Latin
American Studies favoring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from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Founded in 1998 at the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of the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beroamerica is committed to promoting
academic dialogue and discussion among Korean researchers and their counterparts
in the rest of the world focused in the scientific analysis of the situation and
development of Latin America as a region and of any particular country.
Iberoamerica is published biannually in June and December. The journal accepts
original contributions from wide-ranging subjects and approaches from disciplines
such as sociology, anthropology, linguistics, literature, cultural studies, political
science, history, etc., related to specific countries, regions, time periods or the
sub-continent as a whole. Without being restrictive, the journal invites authors to
explore, from these disciplines, the historic and progressively growing relationship
between Latin America and Asia, particularly with Korea.
Iberoamerica receives manuscripts for consideration under the following standards:
Manuscripts should be unpublished and not be under consideration in any other
journal. They should not be part, or contain parts of texts already published in
books, journals or other means unless the author justifies this circumstance and
upon the Editorial Board approval.
Manuscripts are received in form of scholarly articles. For articles recommended
extension is between 20 and 25 pages (tables, figures and references included),
double spaced on A4 or letter size sheet with Times New Roman 12 pt. Articles
may be submitted in Spanish, Portuguese, English or Korean. In all cases, the
article title, abstract and key words should be translated into English, and if this is
the original language of the article, these items should be translated into one of the
other three languages of th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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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ticles must contain an abstract between 150-180 words clearly stating the
objective, scope and methodology of the article and 5 key words. The title should
not exceed 15 words. The general format of the manuscript must follow the rules
of APA style, particularly for in-text references and the bibliography list, except that
in the latter the author's name should be complete. Example: Fuentes, Carlos.
(2010). El espejoenterrado. Madrid: Alfaguara. (It is recommended to avoid
excessive use of footnotes).
Submission of manuscripts:
The manuscript should contain the following parts in a single file: a) cover page
with the title of the article, contact info: name, institutional affiliation, position,
email and mini resume and state that the manuscript have not been published
elsewhere or is in under evaluation in other journal. As well, should mention if it
has an earlier version presented in an academic conference, if so, please give
details as title, date, place and congress name; b) article without author’s name,
title, abstract and key words in the original language, followed by the full text
body; c) a separate sheet with the translation of the article title, abstract and
keywords.
Submit manuscripts in digital format (Word document) attachment via email to the
address of the journal: ibero1@bufs.ac.kr
For any clarification regarding this policy or questions about Iberoamerica journal,
please write the Editorial Committee an email to the address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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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ocatoria

Iberoamérica es una publicación académica arbitrada dedicada a publicar artículos
a los estudios latinoamericanos privilegiando una perspectiva
interdisciplinaria desde las humanidades y las ciencias sociales. Fundada en 1998, a
la par que el Instituto de Estudios Iberoamericanos de la Universidad de Busan de
Estudios Extranjeros, Iberoamérica está comprometida con la promoción del diálogo
y discusión académicos entre investigadores coreanos y sus pares del resto del
mundo interesados en el análisis científico de la situación y desarrollo de
Latinoamérica como región y de cada país en particular.
relativos

Iberoamérica se publica semestralmente en los meses de junio y diciembre. La
revista recibe colaboraciones originales de temas y enfoques variados desde
disciplinas como la sociología, la antropología, la lingüística, la literatura, los
estudios culturales, la ciencia política, la historia, etc., relativos a países específicos,
regiones o al subcontinente. Sin ser un criterio restrictivo, la revista invita a
explorar, desde estas disciplinas, la histórica y cada vez más estrecha relación entre
Latinoamérica y Asia, y en particular con Corea.
Iberoamérica recibe para consideración manuscritos bajo las siguientes normas:
Los manuscritos deberán ser inéditos y no estar en consideración para publicación
en ningún otro medio. No deben ser parte, o contener parte de textos ya
publicados en libros, revistas o cualquier otro medio a menos que el autor
justifique dicha circunstancia y el Comité Editorial lo apruebe.
Se reciben manuscritos en modalidad de artículos de investigación. Para los
artículos la extensión recomendable es entre 20 y 25 páginas (tablas, imágenes y
bibliografía incluidas), escritas a doble espacio en hoja tamaño A4 o carta, con
tipografía Times New Roman 12 pts.
Los artículos pueden estar escritos en español, portugués, inglés o coreano.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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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os los casos, el título del artículo, el resumen y las palabras clave deberán tener
traducción al inglés, y en el caso de que este sea el idioma original del artículo,
dichos ítems deberán ser traducidos a una de las otras tres lenguas de la revista.
Los artículos deben contener un resumen de entre 150 y 180 palabras que indique
de manera clara el objetivo, alcance y metodología del trabajo y 5 palabras clave.
El título no debe exceder las 15 palabras. El formato general del manuscrito debe
seguir las normas de estilo APA, especialmente para citar dentro del texto y el
orden de las referencias bibliográficas, salvo que en estas últimas el nombre de
autor debe ir completo. Ejemplo: Fuentes, Carlos. (2010). El espejo enterrado.
Madrid: Alfaguara. (Se recomienda evitar el uso excesivo de notas al pie de
página).
Envío de manuscritos:
El manuscrito debe contener las siguientes partes en un sólo archivo: a) portada
con el título del artículo, los datos del autor o autores: nombre, institución de
afiliación, puesto, correo electrónico y una pequeña reseña curricular; además debe
declarar que el manuscrito no ha sido publicado con anterioridad ni está en
proceso de evaluación en otra revista. Si existe una versión anterior del artículo que
haya sido presentada en algún congreso académico, por favor, informe el título,
fecha, lugar y la conferencia en cuestión; b) el artículo sin nombre de autor(es),
con el título, resumen y palabras clave en el idioma original, seguido del cuerpo
del texto completo; c) una hoja separada con la traducción del título del artículo,
el resumen y las palabras clave.
Enviar los manuscritos en formato digital (documento WORD) adjunto a través de
correo electrónico a la dirección de la revista: ibero1@bufs.ac.kr
Para cualquier aclaración o pregunta acerca de estas normas editoriales o cualquier
otra cuestión referente a la revista Iberoamérica, favor de enviar un correo
electrónico a la dirección electrónica mencio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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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로아메리카 논문 투고 신청서

* 인적사항
1. 성 명 (국문)

(영문)

2. 소 속 (국문)

(영문)

3. 직 위 (국문)

(영문)

4. 주

소

5. 주민등록번호
6. 전 화 번 호
7. E-mail:
* 논문관련 사항
1. 논문제목 (국문)
(영문/스페인어/포르투갈어)
2. 학문분야

세부분야

3. 논문 작성언어
4. 학술대회발표여부: ____________ 학술대회 (일자:

장소:

)

5. 공동 저작의 경우 주저자의 성명:
6. 주제어(Key Words)를 국문과 영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병기하여 5개
제시:
7. 논문 심사시 참고사항이 있으면 기술 (예: 논문 세부분야의 특이성 / 논지
전개의 비 일반성 / 논문 형식 관련 참고사항 등)
* 투고자 점검 사항
1.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기재된 사실이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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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논문은 이베로아메리카투고 요령 및 원고 작성 요령을 준수함.(

)

3. 저자명 및 논문제목을 국문과 영문(스페인어/포르투갈어)으로 반드시 표
기했음.

(

)

4. 100단어 내외의 국문 및 영문(스페인어/포르투갈어)요약문을 첨부하였음.
(

)

5. 공동저작의 경우 처음에 표시된 저자가 주저자임.

(

)

6. 게재결정이 되면 게재료를 납부함.

(

)

게재료: 전임이상 및 게재료 지원논문 20만원, 미취업 비전임 6만원
* 연구윤리규정 및 저작권에 관한 사항
1. 본 논문은 ‘이베로아메리카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음을 확
인함.

(

)

2. 본 논문이 이베로아메리카에 게재되면 본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
작권 및 디지털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 등을 본 지역원에 이양합
니다.

(

위와 같이 이베로아메리카 제
200

년

월

권
일

호에 논문을 투고합니다.
성명:

이베로아메리카 편집위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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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mission of Contributions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 Personal Data
1. Family Name ________________ Given Name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Organizations: Dept.____________________

University____________________

3. Title:
4. Address:
5. Date of Birth: Day_____________, Month__________, Year________________
6. Phone:
7. E-mail:
* Manuscript Information
1. Title of Article(in language of the paper):
Title of Article(in different language):
2. Academic field:

Specific academic field:

3. Language used in manuscript:
4. If the paper has presented in a conference, please specify the title of the
conference and the date.
Title of conferenc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____
5. Please specify 5 key words in english and spanish (or portuguese)
6. If there is anything should be considered when reviewing the paper, please
spec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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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list
1. This paper is not published nor under reviewing in any other academic
journals.(

)

2. This paper is written under guidelines of JIIS's submission.(

)

3. I sure that the name of contributor and the title of paper are specified in two
languages- English and Spanish(or Portuguese) (

)

4. I attached an abstract of about 100 words written in different language from
the language that I used in paper.(

)

5. Date of Submission : Day___________, Month___________, Year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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