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 GS강의계획서

강사소개

-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 제58회 변리사시험 합격

- 이로움 특허법(2022)



제59회 2차시험 적중

강성진 실전GS 제59회 특허법 문제-2



제59회 2차시험 적중

강성진 기초GS 제59회 특허법 문제-3



제59회 2차시험 적중

강성진 기초, 실전GS 최신 판례 자료 제59회 특허법 문제-4



기초 GS 수업 방향

이로움 특허법 등

법리 연습 논리구성

• 判例(최신, 기존)

• 조문 등

• 쓰기

• 기초GS

• 실전GS

• 강사 피드백

• 다듬기

1. 개념정립
기본서를 통해 특허법 전반을 머리 속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함께

합니다.

2. 기출문제 정리
10개년 기출문제 자료를 통해 제2차 시험 난이도를 체감하고 최신 출제 경

향, 공부방향을 잡습니다.

3. 최신판례 정리
최신 判例의 중요성, 분석하는 법 등 수험생이 주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작업을 함께 합니다.

4. 공부법, 공부방향, 답안작성법
수험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 공부방법과 공부방향에 대해 조언과 도움을 줍

니다. 아울러 목차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로 써야하는지 등 답
안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합니다.



강의 계획

✓ 강의 시간 9 : 30 ~ 13 : 00

✓ 교재 : 이로움 특허법(제1판)

✓ E-mail : eeroum58@네이버

1회 OT, 발명과 특허 2회 ~특허요건

3회
1시간 답안작성

~명세서
4회

1시간 답안작성

~이익제도

5회
1시간 답안작성

~특허권과 침해
6회

1시간 답안작성

~특허권과 침해

7회
1시간 답안작성

~특허심판
8회

1시간 답안작성

~심결취소소송, PCT

• GS문제는 진도순서를 바탕
으로 하지만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 답안은 강사가 직접채점
후 피드백합니다.



목표

안녕하세요. 강성진 변리사입니다:)

어느덧 2022년도는 저물어 가고 2023년도를 기다리며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 첫 단추를 잘 꿰매야 이후 과정을 순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의 강의가 그에 알맞는 발판

이 되었으면 합니다. 

✓ 제 기초GS 수업의 목표는 ① 특허법 개념정립 ② 기출문제 분석하기 ③ 判例 분석 방법 체득하게 하기

④ 논리적인 답안 작성 만들기 등으로 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Level-Up”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 특허법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 구체적인 피드백을 원하는 수험생, 특허법 실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

키고 싶은 수험생이 수강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빈틈없이, 세세하게 다져야 합니다. 부디 2023년도 여름을 위해서 지금부터 무겁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수업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