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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대비 -산업재산권법 1차대비 -자연과학

특허법 
임병웅 변리사

산업재산권법
공경식 박사

물 리
류웅선 교수

생 물
최성윤 교수

물 리 기본 3월 7일 생 물 기본 3월 8일

화 학
서형석 교수

지구과학
이민경 교수

특허법 기본 3월 4일 산재법 기출판례 3월 29일
화 학 기본 3월 6일 지구과학 기본 3월 4일

2차대비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최평오 교수

민사소송법
양진하 변리사

민사소송법
류태경 변리사

민사소송법 기초GS 2월 25일

민사소송법 실전GS 3월 4일 민사소송법 실전GS 3월 4일

민사소송법
김태환 변호사
       변리사

민사소송법
김재진 변리사

민사소송법 기초GS(후반) 2월 20일

민사소송법 실전GS 3월 1일
민사소송법 기초GS 3월 4일

민사소송법 실전GS 3월 4일
민사소송법 실전GS 3월 4일

2차대비 -산업재산권법

특허법
박형준 변리사

특허법
서상철 변리사

특허법 
한승준 변리사

특허법
김수산 변리사

특허법 기초GS 3월 4일

특허법
임귀혜 변리사

특허법 기초GS PLUS 2월 25일 특허법 기초GS 2월 25일 특허법 기초GS 2월 25일

특허법 실전GS 3월  4일 특허법 실전GS 3월  4일 특허법 실전GS 3월  4일 특허법 기초GS 3월 1일
특허법 실전GS 3월 4일

상표법
한경훈 변리사

상표법
김세원 변리사

상표법
박진호 변리사

특허법
박규민 변리사

특허법 기초GS(후반) 2월 22일

특허법 실전S 3월  4일

상표법 
원해린 변리사

상표법 기초GS PLUS 2월 25일 상표법 기초GS 2월 25일 상표법 실전GS(후반) 2월 20일 상표법 기초GS(후반) 2월 20일

상표법 실전GS 3월  4일 상표법 실전GS 3월  4일 상표법 실전GS 3월 4일 상표법 실전GS 3월  4일



동차생을 위한 [2월] 후반부 강의 -기초GS
과목 강사명 일정 시간 교재/비고 

민사소송법 기초GS 양진하 변리사
(57회 민소고득점)

2월 25일(토)
10회(2/25~3/26)

토,일
14:00~18:00

 [제2판] 흐름 민사소송법(양진하)+보충프린트
 *59회 변리사시험 기출문제 적중률 우수!
 [22년도 실전GS/ 콜라보GS / GRE 강의에서 모두  
 적중!!]
 *일부채점 +멘토링

특허법 기초GS PLUS 박형준 변리사 2월 25일(토)
18회(2/25~4/23)

토,일
09:00~13:00

[제6판] 준 특허법(박형준)+보충프린트
특별할인(20%)기간: 1/18~2/20

특허법 기초GS 서상철 변리사 2월 25일(토)
10회(2/25~3/26)

토,일
09:30~13:00

[제4판] 정상특허법(서상철)
         +[제2판]정상특허법판례(서상철)

+보충프린트

특허법 기초GS 한승준 변리사 2월 25일(토)
10회(2/25~3/26)

토,일
09:30~13:00 [제4판] 한특허법(한승준)+보충프린트

상표법 기초GS PLUS 한경훈 변리사 2월 25일(토)
18회(2/25~4/23)

토,일
14:00~18:00

[제4판] 데생상표법_점(한경훈)+보충프린트

특별할인(20%)기간: 1/18~2/20

상표법 기초GS 김세원 변리사 2월 25일(토)
10회(2/25~3/26)

토,일
14:30~18:00 [제3판] 정상상표법(김세원)+보충프린트

1차대비 -산업재산권법

특허법 기본 임병웅 변리사 3월 4일(토)
32회(3/4~4/23)

토,일
09:30~13:00
14:00~17:30

[제22판]리담특허법(임병웅)+[제7판]2023리담특허
법강의노트(임병웅)+[제2판]리담특허법조문정리
2023(임병웅)+[제17판]리담기출문제집(임병웅)

산업재산권법기출판례특강 공경식 박사 3월 29일(수)
3회(3/29,3/31)

수
09:30~13:00
14:00~17:30

금
09:30~13:00

특수프린트

1차대비 자연과학 -기본

물 리 기본 류웅선 교수
3월 7일(화)

12회(3/7~4/13)
화,목

14:30~18:00 [제18판] 통합물리(류웅선)+보충프린트

화 학 기본(Ⅰ+Ⅱ) 서형석 교수
3월 6일(월)

16회(3/6~4/26)
월,수

14:30~18:00 [제21판] 새로운 화학(서형석)+보충프린트



1차대비 자연과학 -기본

과목 강사명 일정 시간 교재/비고 

생 물 기본(Ⅰ+Ⅱ) 최성윤 교수
3월 8일(수)

16회(3/8~4/26)

수
10:00~13:30
15:00~18:00

[제20판] 새로운생물(최성윤)+
    [제9판] TB기본문제집(최성윤)+보충프린트

        지구과학 기본 이민경 교수
3월 4일(토)

10회(3/1~4/2)
토,일

18:30~22:30 [제17판] 지구과학(이민경)+보충프린트

*물 리 기본(이준석 변리사) → 4月 개강

[1] 답안작성법 정밀지도(1:1)+멘토링+질의응답

특허법 기초GS
(이론+기초GS)

문현돈 변리사
(58회특허법수석)

2월 27일(월)
8회(2/27~3/21)

월,화
19:00~22:30 Sub특허법(문현돈)+보충프린트

상표법 기초GS
(이론+기초GS)

김주안 변리사
(59회 수석)

3월 1일(수)
8회(3/1~3/23)

수,목
19:00~22:30 Sub상표법(김주안)+보충프린트

                                  멘토링 1) 효율적인 GS활용 및 공부방법 제시와 수험전반에 관한 개별상담
                                         2) 본격적인 답안지 첨삭 및 작성요령 개인피드백(1:1) 지향 및 질의응답
                                         3) 동시수강시 할인가 적용 4) 직접채점
                              

   [2] 개인별 수준 답안 피드백(강사직접)+멘토링(1:1)+오카방

특허법 실전GS 노영직 변리사
(57회특허법고득점)

3월 4일(토)
8회(3/4~3/26)

토,일
09:30~13:00 각자기본서+보충프린트

상표법 실전GS
멘토링+질의응답

이윤석 변리사
(57회상표법고득점)

3월 4일(토)
8회(3/4~3/26)

토,일
14:30~18:00 각자기본서+보충프린트

                                   멘토링 1) 개인별 수준에 맞춘 답안지 피드백(직접채점)
                                          2) 멘토링(1대 오카방) -수험생활, 공부방법, 과목질문
                                          3) 보충문제 제공
                                          4) 최신판례+개정법반영  5) 동시수강시 할인가 적용  6) 직접채점

멘토링+질의응답



[3] 다양한 컨셉의 문제로 다각도 답안작성법(1:1)+멘토링

특허법 실전GS
멘토링+질의응답

박규민 변리사
(57회특허법고득점)

3월 4일(토)
8회(3/4~3/26)

토,일
14:30~18:00 각자기본서+보충프린트

상표법 실전GS
멘토링+질의응답

원해린 변리사
(58회 생동차합격)

3월 4일(토)
8회(3/4~3/26)

토,일
19:00~22:30 각자기본서+보충프린트

                                   멘토링 1) 시험에 흡사한 문제로 다양한 상황대비
                                          2) 최신판례+개정법 문제로 반영
                                          3) 본인이 작성한 GS답안지를 담당강사와
                                             개별상담 및 첨삭지도(1:1)를 답안지 쓰기
                                             이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시스템
                                          4) 동시 수강시 할인가 적용  5) 직접채점

2차대비 필수 -기초GS

민사소송법 기초GS 김태환 변호사
       변리사

3월 4일(토)

8회(3/4~3/26)
토,일

14:30~18:00
[제2판] 가농 민사소송법(김태환) + 보충프린트

*멘토링

특허법 기초GS
(이론+기초GS)

문현돈 변리사
(58회 특허법 수석)

2월 27일(월)

8회(2/27~3/21)
월,화

19:00~22:30
Sub 특허법(문현돈)+보충프린트

*직접채점+멘토링+특별할인

특허법 기초GS 임귀혜 변리사
3월 1일(수)

8회(3/1~3/23)
수,목

19:00~22:30
각자기본서+보충프린트

*직접채점+멘토링

특허법 기초GS 김성준 변리사
(58회특허법고득점)

3월 1일(수)
8회(3/1~3/23)

수,목
19:00~22:30

  [제1판] 라인특허법(김성준)+보충프린트
 *직접채점+멘토링

특허법 기초GS 김수산 변리사 3월 4일(토)
8회(3/4~3/26)

토,일
09:30~13:00

  [제3판] 박스특허법(김수산)+보충프린트
 *직접채점+멘토링

특허법 기초GS 강성진 변리사
(58회특허법고득점)

3월 4일(토)
8회(3/4~3/26)

토,일
19:00~22:30

[제1판] 이로움특허법(강성진)+보충프린트
 *직접채점+멘토링

상표법 기초GS
(이론+기초GS)

김주안 변리사
(59회 수석)

3월 1일(수)
8회(3/1~3/23)

수,목
19:00~22:30

 Sub 상표법(김주안)+보충프린트
*직접채점+멘토링+특별할인

2차대비 필수 –민사소송법 실전GS

민사소송법 실전GS 최평오 교수 3월 1일(수)
8회(3/1~3/23)

수,목
14:30~18:00

  각자기본서+보충프린트
  *직접채점+멘토링

민사소송법 실전GS 김태환 변호사
       변리사

3월 4일(토)
8회(3/4~3/26)

토,일
10:00~13:30

 각자기본서+보충프린트
  *멘토링

민사소송법 실전GS 양진하 변리사
(57회 민소고득점)

3월 4일(토)
8회(3/4~3/26)

토,일
09:30~13:00

 각자기본서+보충프린트
 *59회 변리사시험기출문제 적중률우수!
*(22년도 실전GS/콜라보GS/GRE 강의에서

  모두적중!!
 *일부채점+멘토링

민사소송법 실전GS 류태경 변리사
(57회 민소고득점)

3월 4일(토)
8회(3/4~3/26)

토,일
14:30~18:00

  각자기본서+보충프린트
  *직접채점+멘토링

민사소송법 실전GS 김재진 변리사
(59회 민소고득점)

3월 4일(토)
8회(3/4~3/26)

토,일
19:00~22:30

  각자기본서+보충프린트
  *직접채점+멘토링+특별할인



2차대비 필수 –특허법 실전GS
과목 강사명 일정 시간 교재/비고 

특허법 실전GS
강성진 변리사

(58회특허법고득점)

3월 6일(월)

8회(3/6~3/28)
월,화

19:00~22:30
각자기본서+보충프린트

*직접채점+멘토링

특허법 실전GS 임귀혜 변리사
3월 4일(토)

8회(3/4~3/26)
토,일

09:30~13:00
각자기본서+보충프린트

*직접채점+멘토링

특허법 실전GS 노영직 변리사
(57회 특허법 고득점)

3월 4일(토)

8회(3/4~3/26)
토,일

09:30~13:00
각자기본서+보충프린트

*직접채점+멘토링

특허법 실전GS
멘토링+질의응답

박규민 변리사
(57회 특허법 고득점)

3월 4일(토)

8회(3/4~3/26)
토,일

14:30~18:00
각자기본서+보충프린트

*직접채점+멘토링

특허법 실전GS 박형준 변리사
3월 4일(토)

8회(3/4~3/26)
토,일

14:00~18:00 각자기본서+보충프린트

특허법 실전GS 서상철 변리사
3월 4일(토)

8회(3/4~3/26)
토,일

14:30~18:00 각자기본서+보충프린트

특허법 실전GS 한승준 변리사
3월 4일(토)

8회(3/4~3/26)
토,일

14:30~18:00 각자기본서+보충프린트

특허법 실전GS 김성준 변리사
(58회특허법고득점)

3월 4일(토)

8회(3/4~3/26)
토,일

19:00~22:30
각자기본서+보충프린트

 *직접채점+멘토링

특허법 실전GS 문현돈 변리사
(58회 특허법 수석)

3월 4일(토)

8회(3/4~3/26)
토,일

19:00~22:30
각자기본서+보충프린트

 *직접채점+멘토링+특별할인

2차대비 필수 –상표법 실전GS

상표법 실전GS 한경훈 변리사
3월 4일(토)

8회(3/4~3/26)
토,일

09:00~13:00 각자기본서+보충프린트

상표법 실전GS 김세원 변리사
3월 4일(토)

8회(3/4~3/26)
토,일

09:30~13:00 각자기본서+보충프린트

상표법 실전GS
멘토링+질의응답

이윤석 변리사
3월 4일(토)

8회(3/4~3/26)
토,일

14:30~18:00
각자기본서+보충프린트

*직접채점+멘토링

상표법 실전GS 박진호 변리사
3월 4일(토)

8회(3/4~3/26)
토,일

19:00~22:30
각자기본서+보충프린트

*직접채점+멘토링

상표법 실전GS
멘토링+질의응답

원해린 변리사
3월 4일(토)

8회(3/4~3/26)
토,일

19:00~22:30
각자기본서+보충프린트

*직접채점+멘토링

상표법 실전GS 김주안 변리사
(59회 수석)

3월 4일(토)

8회(3/4~3/26)
토,일

19:00~22:30
각자기본서+보충프린트

*직접채점+멘토링+특별할인

상표법 실전GS 천훈기 변리사
(59회상표법고득점)

3월 4일(토)

8회(3/4~3/26)
토,일

19:00~22:30
각자기본서+보충프린트

*직접채점+멘토링+특별할인

멘토링+질의응답



2차대비 선택 –기본
과목 강사명 일정 시간 교재/비고 

디자인보호법 기본 강수민 변리사
(56회디자인고득점)

3월 6일(월)

8회(3/6~3/28)
월,화

19:00~22:30
   [제13판]Lidam Design Law 2023(김인배)

+보충프린트

회로이론 기본
유민곤 변리사
(57회회로고득점)

3월 1일(수)

8회(3/1~3/23)
수,목

19:00~22:30
   [제3판] LC회로이론(황준수,유민곤)

+보충프린트

 2차대비 선택 -기초GS

저작권법 기초GS 정요한 변리사
(56회 저작고득점)

3월 4일(토)

8회(3/4~3/26)
토,일

19:00~22:30

[제2판] 저작권법 BASIC(정요한)
+보충프린트

*직접채점+멘토링

디자인보호법 기초GS 강수민 변리사
(56회디자인고득점)

3월 4일(토)

8회(3/4~3/26)
토,일

19:00~22:30

[제13판] Lidam Design Law 2023(김인배)
+보충프린트

*직접채점+멘토링

디자인보호법 기초GS 박규태 변리사
(57회디자인고득점)

3월 4일(토)

8회(3/4~3/26)
토,일

19:00~22:30

[제2판]QN디자인보호법(제본)
+보충프린트

*직접채점+멘토링

2차대비 선택 -실전GS

디자인보호법 실전GS 김진주 변리사
(59회 최연소/생동차합격)

3월 4일(토)

8회(3/4~3/26)
토,일

19:00~22:30
각자기본서+보충프린트

*직접채점+멘토링+특별할인

유기화학 실전GS 박근형 변리사
(57회유기고득점)

3월 4일(토)

8회(3/4~3/26)
토,일

19:00~22:30
각자기본서+보충프린트

*직접채점+멘토링

유기화학 실전GS 남진화 변리사
(58회 90.33 3등)

3월 4일(토)

8회(3/4~3/26)
토,일

19:00~22:30
각자기본서+보충프린트

*직접채점+멘토링

2023년을 책임질 한빛 신규 강사진

민사소송법

김재진 변리사

(59회 민소고득점)

특허법 

문현돈 변리사

(58회 특허법 수석)

상표법 

김주안 변리사

(59회 수석)

상표법

천훈기 변리사

(59회 상표법 고득점)

디자인보호법
김진주 변리사

(59회 최연소생동차합격)

민소실전GS 3월 4일
특허법기초GS 2월 27일 상표법기초GS 3월 1일

상표법실전GS 3월 4일 디자인실전GS 3월 4일
특허법실전GS 3월 4일 상표법실전GS 3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