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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회 변리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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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목표]

1. 본 강의는 2시간의 답안작성을 통해 상표법 시험의 실전감각을 익힙니다.

2. 정확한 판례 이해를 통해 암기량을 줄이고, 논리적인 답안작성 및 풍부한 사안포섭을 연습하여 고득

점 할 수 있는 답안작성을 목표로 합니다.

[강의 소개]

1. 답안작성
  백화점식 답안으로 여러 가지 논점을 짧게 작성하는 답안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중요 쟁점을 

파악하여 강약을 조절하고, 풍부한 사안포섭이 담겨 논리의 흐름이 돋보이는 답안작성법을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답안 작성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군더더기 없이 흐름별로 잘 

정리된 좋은 답안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2. 중요한 판례의 정확한 이해
중요한 판례의 근본적인 이해 및 이에 관련된 논의를 중심으로 문제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수험생 분들이 해당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번에 같은 사안이 나왔을 때 자신 있게 답안을 작성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3. 문제유형
  교수님 채점평에 나와 있듯이, 매년 상표법 문제는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없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릅니다. 따라서, ①판례사안에 따른 논점 제시형 문제뿐 아니라, ②논점 추출형 문제 ③중요 단문 문제 

④최근 개정법 또는 최신 판례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 상

표 분야에서 이슈되고 있는 내용을 직접 찾아보지 않더라도 익히실 수 있도록 문제에 반영하겠습니다.

4. 채점 및 멘토링
  강사가 첨삭을 진행하여 꼼꼼하게 채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1:1멘토링을 제공하여 수험생활 

전반에 대한 궁금증 및 불안감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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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대상 및 진도표 안내

* 수강대상
① 최신 판례 및 기초 중요 판례에 대해 꼼꼼히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② 상표법 답안 작성 방법 자체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

③ 부진정 동차로, 전년도 상표2차 공부를 했었으나, 바로 실전GS를 듣기 부담스러우신 분들 

회차 범위 비고

1회 총칙~등록요건

2회 등록요건~등록절차

3회 상표권~심판

4회 심판 및 소송, 마드리드 의정서~비전형상표 및 특수유형 표장

5회 전 범위

6회 전 범위

7회 전 범위

8회 전 범위

* 과목의 특성상 상표의 사용, 상표의 유사판단, 제33조 내지 제35조, 침해문제 등은 매회 시험범위에 해당될 수 있

으며 시험범위는 계속 누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