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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회 대비] 특·상 콜라보 A 강의계획서 
 

 

 

 

 

 

 

 

 

 

 

강의 특징 

- [강의특징] 총 8회의 수업으로 특허와 상표를 동시에 정리하실 수 있는 강의입니다. 

- [수업자료] 문제, 답안 및 보충자료를 배부합니다. 

- [문제구성] 전통적으로 중요한 논점(A급 논점 및 일부 B급 논점)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룹멘토링] 8회차 수업시간 전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그룹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 [인강촬영] 인강촬영이 있습니다(2page 참고). 

- [첨삭제공] 현장강의와 온라인강의 모두 첨삭을 제공합니다(2page 참고). 

 

진도표 

1회 (특허) 
총칙, 등록요건 

5회 (특허) 
전 범위 

2회 (상표) 6회 (상표) 

3회 (특허) 
침해, 심판 등 

7회 (특허) 
전 범위 

4회 (상표) 8회 (상표) 
 

시험 범위는 누적되며, 과목 특성상 진도 외 개념이 포함될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말씀 드립니다. 

  

상

표

법  

55회(18’) 합격 

심재호 변리사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heal.lisa@gmail.com 

특

허

법  

55회(18’) 합격 

한경훈 변리사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hooneetrade@gmail.com 

mailto:heal.lisa@gmail.com
mailto:hooneetrad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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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 안내사항 

1. 문제/답안 제공 방식 

기존 업로드 방식 대신에 메일을 통해 개별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자파일 유포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제외한 일정한 식별 정보를 워터마크 표시 후 배부될 예정입니다) 

 

2. 첨삭 방식 

(1) 답안 제출 

- 식별 가능할 정도의 사진/스캔한 파일 또는 타이핑한 문서 파일을 

- 메일(themis.shy@gmail.com)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메일 제목은 ‘수강생 성명_콜라보A_회차’로 해주시면 됩니다. 

 

(2) 채점 방식 

- 실강이 열리는 다음주 목요일 자정(금요일 전)까지 제출된 답안: 채점 통계와 함께 첨삭

된 답안 제공 (인강 업로드까지 3~4일 소요되어 늦어도 수요일에는 업로드 예정) 

- 그 이후에 제출된 답안: 채점 통계 없이 답안지 인상에 대한 코멘트 위주로 첨삭 제공 

 

3. 그룹 멘토링 

(1) 진행 방식 (영상촬영X) 

- 민사소송법/특허법/상표법/수험 생활/답안작성법에 관하여 사전에 설문을 제출 받아 이

를 설명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설문 제출 링크는 1회차 자료에 첨부 예정). 

- 인강 수강자도 참여를 희망하시면 사전에 설문을 제출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일정 

- 8회차 수업 시작 전 또는 수업 시작 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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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소개 

(1) 특허법 GS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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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출제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이는 특허법 전반적으로 탄탄한 

베이스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본 특·상 콜라보 GS에서는 고득점 답안작성방법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민소법에 집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특허법ㆍ상표법의 전통 논점을 통하여 빠른 

시간 내에 감(感)을 되찾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처음부터 답안 작성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많은 고민과 연습을 거쳐야 비로

소 본인만의 기준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특허법을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 

자유자재로 주무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2) 상표법 GS (일) 

 상표법은 타 과목에 비하여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의 양은 적은 편이나 동시에 글의 짜

임새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높은 과목입니다. 따라서 기본서나 판례집을 통하여 개념을 익히고 키워드

를 많이 암기하고 있더라도 글로써 어떻게 흐름을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느낌을 잡지 못하면 득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강의를 통하여 글의 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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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IS 특허법 & 상표법 2020 강의계획 

심재호 변리사 

月 개설 강의 자 료 참 고 

3월 
실전A   

콜라보A  A급 논점 위주 

4월 3월과 동일 

5월 3월과 동일 

6월 

기초 THEMIS 특허법(1판)  

실전A   

실전B  콜라보A+콜라보B 

콜라보B  기출 변형문제 포함 

7월 

실전A   

실전B  콜라보A+콜라보B 

콜라보B  기출 변형문제 포함 

8월 7월과 동일 

9월 7월과 동일 
 

한경훈 변리사 

月 개설 강의 자 료 참 고 

3월 
실전A   

콜라보A  A급 논점 위주 

4월 3월과 동일 

5월 3월과 동일 

6월 

기초 THEMIS 상표법(1판)  

실전A   

실전B  콜라보A+콜라보B 

콜라보B  기출 변형문제 포함 

7월 

실전A   

실전B  콜라보A+콜라보B 

콜라보B  기출 변형문제 포함 

8월 7월과 동일 

9월 7월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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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