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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개]

본 강의는 2차 시험 관련 논점들을 정리하면서 이를 바로 문제에 적용시켜 봄으로써, 내용

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답안 작성의 기초를 다질 수 있습니다. 또한, 2차 시험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논점추출 방법(전형적 논점), 목차 작성 방법(정형화된 

목차)을 수업 중에 알려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답안작성 연습을 하며, 답안지 첨삭 및 

강평을 통해 잘못 이해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 현행 심사기준, 최근 대법원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변리사 2차 시험 상표법에서 과락을 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논점을 빠지지 않고 추출해내
는 논점추출능력, 하나의 논점에 대해서 풍부히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이론과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풍부한 숙지가 필요하고, 채점자의 눈에 자신의 상표법에 대한 이해와 학습
의 정확도(암기)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답안작성의 스킬도 중요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들께서 학습시간 대비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시험적합성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의특징]

1. 대상: ① 상표법 2차 논점에 대하여 사례풀이 방법을 학습하고자 하시는 분 ② 문제로부터 논

점을 정확하게 집어내는 연습, ③ 논리적인 목차구성 연습 및 ④ 압축진술 또는 키워드 위주

의 답안작성 연습 및 ⑤ 사압포섭 기본기 습득이 필요하신 분

2. 실제 답안지 양식에 작성된 예시답안을 활용하여 압축적이면서도, 법의 적용 및 사안포섭을 풍

부하게 하는 방법을 숙지시켜드립니다.

3. 판례 핵심적 내용과 사실관계가 수록된 판례노트(전자칠판자료, 기본강의와 동일)를 통하여 중

요判例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합니다.

[세부계획서]

회차 강의내용  시험범위 비고

제1회 공부방법론, 기출문제풀이, 총칙  - -

제2회 비전형상표, 제33조 비전형상표, 제33조 2문제

제3회 제34조 - -

제4회 제35조, 출원절차, 심사 제33조, 제34조, 제35조 2문제

제5회 상표권, 효력제한 출원절차, 상표권, 침해 2문제

제6회 침해 침해, 심판 2문제

제7회 심판, 소송, 특수유형권리 심판, 소송, 특수유형권리 2문제

제8회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마드리드 의정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마드리드의정서

(미정)

2문제

(미정)

※ 법의 특성상 상표의 사용, 상표의 유사판단, §33, §34①4, 9, 11~13, §90, 침해문제, 심판 등은 

매회 시험범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시험범위는 계속 누적됩니다. 강의내용은 강의진행상황에 맞추어 

조금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