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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미스특허법[제3판]

테미스특허법판례집[제1판]

테미스특허법요약집[제1판] –12월말
* 테미스특허법[제3판증보판]과함께출간예정

** 테미스특허법[제3판]을구매하신모든수험생분들께테미스

특허법[제3판증보판]을무료증정드립니다.

특허법판례집[제1판]

각자기본서

+ 보충자료제공

+ 보충자료제공

①테미스특허법암기집

②테미스판례집

테미스특허법[제3판증보판]

+ 보충자료제공

①테미스특허법암기집일부

②테미스판례집일부

기본강의

(1월)

판례강의

(10월)
*촬영완료*

기초GS  

(1,3월)

실전GS  

(12월~)

테미스특허법[제3판증보판]



기본강의
*인강촬영

1月

최종정리
*인강촬영

판례강의
*촬영완료

실전GS
*4월인강촬영
** A / B형진행예정

콜라보GS
*6월인강촬영

기출/사례
*인강촬영

기초GS
*10월,3월인강촬영

10月

2月

1月, 3月

12月
~

6月

5月~

6月

7月 모의고사

기본 실력완성 실전대비

설명은명쾌하게 핵심은확실하게 학습은똑똑하게 복습은철저하게

2022년 제59회 변리사

2차 특허법 수강 로드맵

기출분석

문제의의도를분석하는핵심코멘트를 통해

차별화된해석을제공하는수업

Theme으로완성하는특허법

사례를통한명쾌한개념정리

[테미스특허법제3판(증보판)]

기출을담다, 기출과닮다

전통A급판례기반형
+ 사례형

2022 최신판례기반형

+ 사례형+ 중요단문

F!NAL

단원별중요쟁점최종점검

실전을실전답게 대비

할수있는모의고사

Read N’ Logic  

사실관계/논점추출/논리전개의

근거를갖추는수업

All-in-One

전범위개념완성

[테미스특허법제3판(증보판)]



[실전GS 강의] 이런분들께추천드립니다!

2차공부를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수험생 특허법을고득점전략과목으로하고 싶은수험생 주요쟁점에대해서빠르게1회독하며답안작성하고싶은수험생

1 수험적합적인 답안현출 연습

2차시험은오로지작성된답안지만을통해서채점자와소통하는시험입니다.

본수업은이해하여습득한것을단순히기계적으로답안에현출하는것에서벗어나, 

제시된배점과사실관계에따라필요한내용만적절한분량으로현출하는연습을주된목적으로합니다.

3 실제출제방식에 익숙해지는 수업 + 고퀄의 보충자료

특허법리에대한실제시험에서의출제방식을최대한그대로반영한문제를푸는수업입니다.  

GS문제및이의해설로끝나지않고, 당일다뤄진쟁점과관련된기출문제및판례등에대한고퀄리티의보충자료를제공하여

수험생분들께서체계적인공부를할수있도록도움드리는것을주된목적으로합니다.

강의진도

특허요건및특유쟁점

3, 4회차 출원제도및특허권

5, 6회차 특허권및침해

7, 8회차

*4문제 답안작성(2시간) 이후강평(1시간10부)을진행합니다.

** 출제범위는해당진도범위내에서포함됨을원칙으로합니다.

(다만, 법학과목의특성상시험범위는누적될수있음)

*** 강의내용은진행에따라유기적으로약간의변경이있을수있습니다.

1, 2회차

선택과목이 P/NP로 변경됨으로써 특허법은 두말할 필요없이 반드시 고득점을 받아야 하는 과목이 되었습니다.

선결논점및목차를잡는법이막막한수험생판례및검토에관한깊은지식및자료를원하는수험생

심판 및 소송 (PCT 포함)

강의개요

2   단원간연계를 통한공부효율 극대화 + 당일채점 시스템

매년누적되는모든판례와법리를파편화된개념으로공부하는것은매우비효율적입니다.

본수업은특허법중요법리에대한이해를기본으로하면서이로부터파생된쟁점에대해서함께정리함을주된목적으로합니다.

이를통해수험생분들께서특허법전체를조망하고특허법을체화할수있도록돕고자합니다.

또한, 빠른복습을위하여기존1주일이상의소요됐던채점시간을현저히줄여채점된답안지를24시간내에 수강생분들께전달될예정입니다.



1     테미스특허법 [제3판]
1) 본서만으로특허법을해결할수있도록정리함.

2) [출처표기] 본서에수록된모든판례ㆍ논문ㆍ평석출처를표기

3) [수험적합성] 수험범위를불필요하게넓힐수있는특허법원판례는전부삭제하였으며, 평석ㆍ입법론ㆍ학설의경우수험범위를늘리지않는선에서수록함

4) [판례원문] 굳이판례원문을찾아보지않아도될정도로정확히이해할＂수있도록중요판례위주로최대한원문그대로수록함

5) [두문자호환] 수험계에서많이사용했던테마특허법등타교재와두문자를통일하여서로호환됨.

6) [최신판례및개정법반영] 2021년09월까지선고된판결과22년개정법을반영함. *추후판시되는판례및개정법은매월말일추록업로드예정

7) [중복기재배제& 단원별연계] 동일내용에대해서는중복기재를회피하였으며, 단원간연계하여공부할수있도록주소표기함.

강의교재 소개

기본서, 암기집, 판례집이 유기적으로 호환되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특허법 교재 시리즈를 구성하였습니다.

3    테미스 특허법 판례집[제1판]
1) [사실관계ㆍ소송경과도식화] 단순히판례원문이나열된기존판례집과다르게, 쟁점별로법리, 사실관계, 검토, 평석을각각구별하여정리함.

2) 쟁점별로특허법원판시와대법원판시가동일한지(＝), 상반되는지(≠) 표기하여명확히정리할수있도록구성함.

3) [사안정리] 법원이제시한법리에따라사실관계가어떻게포섭되고있는지, 소목차를활용하여정리하였음. 이해는기본서를, 암기는요약서를통하여할수있게구성함.

4) [기본서호환] 각판례별로테미스특허법[제3판]의주소를표기하여유기적으로공부할수있도록구성함.

1) 10월말출판예정–보충자료로일부제공

2)  테미스특허법[제3판]에서답안에현출할내용만엄선하여정리한, 철저하게2차답안작성을위한요약서.

3)  테미스특허법[제3판]의내용, 목차가전부호환되어있으므로이해는기본서를, 암기는요약서를통하여할수있게구성함.

4)  답안에현출되어야하는Key-word는무엇인지,강약조절은어떻게해야하는지, 스스로특허법을통달할수있도록교재를구성하였음.
* 12월말테미스특허법[제3판증보판]과함께출간예정

2    테미스 특허법 암기집[제1판]



본서만으로특허법을

단권화할수있도록

집필함.

단권화
수험계에서많이사용됐던

테마특허법등타교재와

두문자를통일하여

호환되게정리함

두문자호환

본서에수록된모든판례, 

논문, 평석등의출처를

표기함.

출처표기
수험범위를불필요하게넓히는

내용은삭제하였고,

평석/입법론/학설은수험범위를

늘리지않는선에서수록함

수험적합성

중요판례의 판례원문을

굳이찾아보지않아도될

정도로최대한그대로

수록함.

판례원문
동일내용에대한중복기재

하지않고,

단원간연계하여유기적으로

공부할수있도록주소표기함.

단원별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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