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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법 산업재산권법

     민 법
  함성배 교수

민법 기본 7월4일

     민 법
  이상윤 교수

민법 기본 7월4일 

  디자인보호법
  김인배 변리사

디자인보호법 기본 7월9일

  산업재산권법
(특허/상표/디자인)
  공경식 박사

산업재산권법통합집중기본 7월4일 

산업재산권법

    특허법 
 임병웅 변리사

특허 조문강의 7월9일
특허 PCT강의 7월23일

특허 객)문제풀이 7월24일

    특허법 
서상철 변리사

1차 특허법 핵심중급
(조문+판례) 7월11일

    상표법
  김세원 변리사

1차 상표법 (기본해석) 7월9일

    상표법
  한경훈 변리사

1차 상표법 기본 8월 온라인개강

자연과학

     물 리 
  류웅선 교수

물리 기본 7월5일

    물 리 
 이준석 변리사

물리 기본 7월11일

    화 학 
 서형석 교수

화학 객)문제풀이 7월4일
화학 실전문제풀이(1단계) 7월8일

    지구과학 
 이민경 교수

지구과학 객)문제풀이 7월4일

민사소송법/상표법     2차대비-콜라보실전GS –        3과목 수강시 할인가적용

   민사소송법 
  최평오 교수

민소법핵심최종중요체크 6월22일
민소법최종실전GS 7월2일

     상표법
  박진호 변리사

상표법 최종정리 6월18일

민사소송법 실전GS (콜라보)
양진하 변리사

4회(7/4~7/7)
월,화,수,목

09:30~13:00

 특허법 실전GS (콜라보)
 강성진 변리사

4회(7/4~7/7)
월,화,수,목

14:30~18:00

상표법 실전GS (콜라보)
원해린 변리사

4회(7/4~7/7)
월,화,수,목

19:00~22:30

GRE (Get Ready For Exam) TEST+강평                                –4과목 수강시 할인가적용

특허법 GRE TEST
서상철 변리사

7월1일(금)
09:30~13:00

디자인보호법 GRE TEST
강수민 변리사

7월2일(토)
14:30~18:00

상표법 GRE TEST
김세원 변리사

7월1일(금)
14:30~18:00

회로이론 GRE TEST
황준수 변리사

7월2일(토)
14:30~18:00

민소법 GRE TEST
양진하 변리사

7월2일(토)
09:30~13:00

유기화학 GRE TEST
박근형 변리사

7월2일(토)
14:30~18:00



6월 후반부 강의
과목 강사명 일정 시간 교재/비고 

특 허 법 판례중심 중급강의 임병웅 변리사 6월 18일(토)
12회(6/18~7/3)

토,일
09:30~13:00
14:00~17:30

  주교재→[제6판]리담특허법판례(임병웅)
  부교재→[제21판]리담특허법(임병웅)
  +[제6판]리담특허법강의노트(임병웅) 

최종정리 FINAL특허법 특강
[ 출제예상논점 + 최신판례 ] 서상철 변리사 6월 16일(목)

3회(6/16)

목
09:30~13:00
14:00~17:30
18:30~22:00

특수프린트

상 표 법 최종정리 박진호 변리사 6월 18일(토)
4회(6/8~6/26)

토,일
19:00~22:30 특수프린트

민사소송법 핵심최종중요체크
& 상소·재심 특강 최평오 교수 6월 22일(수)

6회(6/22~6/24)
수,목,금

10:00~13:30
14:30~18:00

[제1판]강한단권화민사소송법(최평오)
→무료증정+보충프린트

상 표 법 조문기반 최종정리
& 판례 특강 김세원 변리사 6월 27일(월)

2회(6/27~6/28)
월,화

19:00~22:30
[제1판]세상표법조문노트(김세원)

+보충프린트

디자인보호법 최종정리
[ 최종정리+판례+심사기준 ] 박규태 변리사 6월 29일(수)

2회(6/29~6/30)
수,목

19:00~22:30 특수프린트

1차 대비 민법 -기본

민 법 기본
여름방학특강

함성배 교수 7월 4일(월)
50회(7/4~9/9)

월,화,수,목,금
09:40~13:40

(제17판)알짜민법(함성배)
+민법전(2022)+판서노트

+보충프린트

민 법 기본
여름방학특강

이상윤 교수 7월 4일(월)
50회(7/4~9/9)

월,화,수,목,금
10:00~14:00

[제28판]민법강의(김준호)
+[제15판]정석민법(이상윤)

+[제10판]각주민법조문정리(이상윤)
+판서노트+보충프린트

1차대비 산업재산권법/기본

디자인보호법 기본 김인배 변리사 7월 9일(토)
14회(7/9~7/30)

토,일
09:30~13:00
14:00~17:30

[제11판]리담디자인보호법(김인배)
+[제8판]리담디자인보호법1차서브노트

+보충프린트

산업재산권법 통합 기본
[ 특허/디자인/상표 ]

여름방학특강
공경식 박사 7월 4일(월)

46회(7/4~8/3)
월,화,수,목,금
09:30~13:00
14:00~17:30

[제2판]모아산업재산권법(공경식)
+보충프린트



1차대비 산업재산권법/기본/조문/객)문제풀이
과목 강사명 일정 시간 교재/비고 

특 허 법 조문강의 임병웅 변리사 7월 9일(토)
8회(7/9~7/17)

토,일
09:30~13:00
14:00~17:30

*주교재→[제1판]리담특허법조문정리(임병웅)
*부교재→[제6판]리담특허법강의노트(임병웅)

특 허 법 PCT강의 임병웅 변리사 7월 23(토)
2회(7/23)

토
09:30~13:00
14:00~17:30

 *주교재→[제1판]리담특허법조문정리(임병웅)
 *부교재→[제6판]리담특허법강의노트(임병웅)
 +[제16판]리담객관식특허법(임병웅)

특 허 법 객)문제풀이 임병웅 변리사 7월 24일(일)
10회(7/24~8/7)

토,일
09:30~13:00
14:00~17:30

 *주교재→[제16판]리담객관식특허법(임병웅)
 *부교재→[제11판]리담특허법조문정리(임병웅)

1차 특허법 핵심 중급
[ 조문 + 판례 ] 서상철 변리사 7월 11일(월)

8회(7/11~8/2)
월,화

19:00~22:30
[제1판]정상특허법코어드릴(서상철)

+보충프린트
*강의계획서 필독

1차 상표법 (기본해석) 김세원 변리사 7월 9일(토)
8회(7/9~7/31)

토,일
09:30~13:00

[제2판]세상표법해석(김세원) 
+(제1판)세상표법조문노트(김세원)

+보충프린트
*강의계획서 필독

1차 상표법 기본 한경훈 변리사 8월 온라인 개강
(16회)

[제1판]데생상표법도슨트(한경훈)
+보충프린트

1차대비 자연과학 –기본 / 객)문제풀이

물 리 기본 류웅선 교수 7월 5일(화)
12회(7/5~8/11)

화,목
14:30~18:00

[제17판]통합물리(류웅선)
+보충프린트

물 리 기본 이준석 변리사 7월 11일(월)
12회(7/11~8/17)

월,수
19:00~22:30

[제1판]로한의 물리학(이준석)
+보충프린트

화 학 객)문제풀이 서형석 교수 7월 4일(월)
10회(7/4~8/2)

월,수
14:30~18:00

[제15판]새로운객관식화학(서형석)
+보충프린트

화 학 실전문제풀이Ⅰ 서형석 교수 7월 8일(금)
4회(7/8~7/29)

금
14:30~18:00

특수프린트

1ST
14:30~15:00 시

험
2nd

16;20~16:50 시
험

15:00~16:10 해
설 16:50~18:00 해

설

지구과학 객)문제풀이 이민경 교수 7월 4일(월)
6회(7/4~7/20)

월,수
19:00~22:30

[제14판]객관식 지구과학(이민경)
+보충프린트



2차대비 -최종정리
과목 강사명 일정 시간 교재/비고 

특 허 법 최종정리 강성진 변리사
(58회재학중 합격)

6월 30일(목)
2회(6/30)

목
09:30~13:00
14:30~18:00

특수프린트

특 허 법 최종정리 박규민 변리사 7월 1일(금)
2회(7/1~7/2)

금,토
19:00~22:30 특수프린트

상 표 법 최종정리 원해린 변리사
(58회 동차합격)

7월 3일(일)
2회(7/3)

일
14:30~18:00
19:00~22:30

특수프린트

상 표 법 최종정리 이창민 변리사 7월 8일(금)
2회(7/8~7/9)

금,토
19:00~22:30 특수프린트

디자인보호법 최종정리 강수민 변리사 7월 8일(금)
2회(7/8~7/9)

금,토
19:00~22:30 특수프린트

저 작 권 법 최종정리 정요한 변리사 7월 10일(일)
2회(7/10)

일
14:30~18:00
19:00~22:30

특수프린트

2차대비 필수 –최종실전GS

민사소송법 최종실전GS
[ 중요핵심출제문제 ] 최평오 교수 7월 2일(토)

4회(7/2~7/10)
토,일

09:30~13:00 각자기본서+보충프린트

                           2차대비  –콜라보 실전GS                  -3과목 수강시 할인가적용
민사소송법 실전GS(콜라보)

일부채점+멘토링
양진하 변리사

(57회 민소고득점)
7월 4일(월)

4회(7/4~7/7)
월,화,수,목

09:30~13:00 각자기본서+보충프린트

특 허 법 실전GS(콜라보)
직접채점+멘토링

강성진 변리사
(58회 재학중 합격)

7월 4일(월)
4회(7/4~7/7)

월,화,수,목
14:30~18:00 각자기본서+보충프린트

상 표 법 실전GS(콜라보)
직접채점+멘토링

원해린 변리사
(58회 동차합격)

7월 4일(월)
4회(7/4~7/7)

월,화,수,목
19:00~22:30 각자기본서+보충프린트

                             GRE (Get Ready For Exam) TEST+강평          -4과목 수강시 할인가 적용

특 허 법 GRE TEST 서상철 변리사 7월 1일(금)
1회(7/1)

금
09:30~13:00

  (시험) 09:30~11:30 (120분)
         (강평) 11:40~13:00

상 표 법 GRE TEST 김세원 변리사 7월 1일(금)
1회(7/1)

금
14:30~18:00

 (시험) 14:30~16:30(120분)
         (강평) 16:40~18:00

민 소 법 GRE TEST 양진하 변리사 7월 2일(토)
1회(7/2)

토
09:30~13:00

  (시험) 09:30~11:30 (120분)
         (강평) 11:40~13:00

디자인 보호법 GRE TEST 강수민 변리사 7월 2일(토)
1회(7/2)

토
14:30~18:00

 (시험) 14:30~16:30(120분)
         (강평) 16:40~18:00

회로이론 GRE TEST 황준수 변리사 7월 2일(토)
1회(7/2)

토
14:30~18:00

 (시험) 14:30~16:30(120분)
         (강평) 16:40~18:00

유기화학 GRE TEST 박근형 변리사 7월 2일(토)
1회(7/2)

토
14:30~18:00

 (시험) 14:30~16:30(120분)
         (강평) 16:40~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