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알코올중독생물의학회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Biomedical Research on Alcoholism, ISBRA) 

 

알코올중독 생물의학연구 분야의 국제적인 학회인 ISBRA에 

여러분을 회원으로 초대합니다. 

 

ISBRA의 주요미션 

 

 알코올중독의 생물의학연구 촉진 

 연구정보 및 결과로부터 얻은 이론 보급 

 연구자와 수련생을 위한 교육과 국제교류 촉진  

 알코올관련 문제와 생물의학적 연구에 대한 국내외 기관 자문역할 

 국제학회, 워크샵 및 강좌 등의 활동을 통한 국제협력 증진 

 학술저널 및 보고서를 통한 주요연구결과 보급 

 
 
 

회원혜택 

 

매력적인 장소에서 격년마다 개최되는 학회의 등록비 할인, 심포지엄 제안과 포스터 발표참여, 

미국국립보건원(NIH)/국립알코올중독연구소(NIAAA)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travel ward를 통해 젊은 

연구자 경비지원 

 

학회장소 218년 일본 교토 

2016년 독일 베를린 

2014년 미국 시애틀 

2012년 일본 삿포르 

2010년 프랑스 파리 

2008년 미국 워싱턴 DC 

2006년 호주 시드니 

2004년 독일 하이델베르크 

 
International Society for Biomedical Research on Alcoholism (ISBRA)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들의 기조강연 

2016년 Emanuele Albano, Antonello Bonci, Brigitte Kieffer, George Koob, Karl Mann, Norman Ohler, 

Rajita Sinha, Wolfgang Sommer, Hans-Ulrich Wittchen 

2014년 Cindy Ehlers, Joel Gelernter, Thomas Kash, Karl Mann, Richard Palmiter  

2012년  Charles O’Brien, Hideyuki Okano, Gunter Schumann, Hidekazu Tsukamoto  

2010년 Susumu  Higuchi,  Kenneth  Kendler,  Michel  Lejoyeux,  Karl  Mann,  Tamara Phillips, Pier 

Vincenzo Piazza 

2008년 Andrew Allen, Kenneth Buetow, Andrey Gorin, Yury Khudyakov, Dan Nicolae, Kwok Tsui 

2006년 Sarah Dunlop, Ian Kitchen, Ting-Kai Li, Marc Schuckit, Takeo Yoshikawa 

2004년 Christine Godfrey, Adron Harris, Ting-Kai Li 

 

ISBRA는 Research Society on Alcoholism (RSA)와 함께 학술저널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SA 연회비에는 저널 구독료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RSA 회원이 아닌 ISBRA 회원의 경우, $150 의 할인된 저널구독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전자저널의 무제한 접근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계각국 과학자들과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ISBRA는 5 개의 지역학회가 있습니다. 

  European Society for Biomedical Research on Alcoholism - ESBRA  

 Japanese Medical Society of Alcohol Addiction Studies - JMSAAS 

 Research Society on Alcoholism - RSA 

 Asia-Pacific Society for Alcohol and Addiction Research - APSAAR 

 Latin American Society for Biomedical Research on Alcoholism - LASBRA 

 

Travel award 및 Distinguished research award 수상자격 

 

ISBRA President's Young Investigator Award 알코올과 알코올중독분야의 학술발전에 기여한 

대학원생이나 postdoctoral fellow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상자는 특별위원회에 의하여 선정되며 

각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기념패를 수여합니다. 매학술대회당 최대 5 명까지 수상합니다. 

 

Jellinek Memorial Fund Award 매년 알코올과 알코올중독 분야의 학술발전에 남다른 공헌을 한 

과학자에 수여합니다. 매년 Jellinek Memorial Fund 이사회에서 선정하며 수상자는 해당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의 모범이 됩니다. 



International Society for Biomedical Research on Alcoholism (ISBRA) 
 

 

 
 

 

회원가입 방법 

 
 

알코올중독 또는 알코올관련 질환연구에 관하여 PhD, MS, MD 학위 소지자나 학위과정 학생, 또는 

알코올중독 예방 및 치료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연구원, 이외에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에 관심있는 모든 

분을 ISBRA 의 회원으로 초대합니다. 

 

만약 이미 ISBRA 지부학회(예: APSAAR) 회원이시면 www.isbra.com 에서 ISBRA 회원가입신청서만 

작성하시면 되며, 연간 회원비는 $45입니다. 궁금한 점은 사무국 Ms. Lintz에게 isbra@isbra.com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부학회 회원이 아니면, 이력서(Curriculum Vitae), 회원가입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연회비는 $60입니다. 모든 정보는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회원자격은 매년 4 회 실시하며, 지원 마감일은 매년 1월 2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입니다. ISBRA 

회원가입 수락여부는 공식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지금 참여하셔서 2018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될 ISBRA 학회의 등록비를 할인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