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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회 대비 3월 특허법 실전 G/S 강의계획서 
 

 

 

 

 

 

 

강의 소개 

특허법 고득점을 위해서는 중요 논점을 정확하게 추출하고, 그 추출된 논점을 논리적으로 기술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출제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해야하며, 이는 특허법 전반적으로 탄탄
한 베이스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본 실전 G/S를 통해서는, 

단순히 암기되어 정형화된 답안을 쓸 수 있게 되는 정도를 넘어서 남들과 차별화된 답안을 작
성할 수 있는 것을 제1 목적으로 하고, 

특허법을 본인의 것으로 체화함으로써 고득점 답안작성방법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을 제
1목적으로 합니다.  

처음부터 답안작성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많은 고민과 연습을 거쳐야 비로소 

본인만의 기준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특허법을 본인의 것으로 만
들어 자유자재로 주무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강의 특징 

- [수업자료]  문제, 답안 및 참고자료 (8회분)  

- [문제구성] 판례 기반 문제/조문 기반 문제/ 다논점 추출 문제를 골고루 구성 

- [채점방식] 답안의 흐름에 대한 코멘트 제공 

  

55회(18’) 합격 

심재호 변리사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現) 특허법인 OOO 

heal.risa@gmail.com 

mailto:heal.ri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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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표 

1회 
총칙 / 특허요건 

(특유발명, 특유청구항 포함) 
5회 

전 범위 2회 총칙 / 특허요건 / 출원제도 6회 

3회 특허권 및 침해 7회 

4회 심판 / 소송 / PCT 8회 
 

*시험 범위는 누적되며, 과목 특성상 진도 외 개념이 포함될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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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IS 특허법 & 상표법 2020 강의계획 
 

심재호 변리사 

月 개설 강의 자료 참 고 

3월 

특허 기초 GS THEMIS 특허법(1판)  

특허 실전 GS A형  다논점 추출형 & B급 논점 포함 

특·상 콜라보 A형  전통적인 논점 위주 

4월 3월과 동일 

5월 

특허 실전 GS A형   

특허 실전 GS B형  콜라보  A+ 콜라보 B 

특·상 콜라보 A형   

특·상 콜라보 B형  기출 변형문제 포함 

6월 5월과 동일 
 

- 강의 계획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말씀 드립니다. 

- A·B형 구분이 없는 강의는 모두 동일한 문제로 진행합니다. 

 

한경훈 변리사 

月 개설 강의 자료 참 고 

3월 

상표 기초 GS THEMIS 상표법(1판)  

상표 실전 GS A형  다논점 추출형 & B급 논점 포함 

특·상 콜라보 A형  전통적인 논점 위주 

4월 3월과 동일 

5월 

상표 실전 GS A형   

상표 실전 GS B형  콜라보  A+ 콜라보 B 

특·상 콜라보 A형   

특·상 콜라보 B형  기출 변형문제 포함 

6월 5월과 동일 

- 강의 계획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말씀 드립니다. 

- A·B 형 구분이 없는 강의는 모두 동일한 문제로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