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상철 김세원 변리사 콜라보 강의계획서(57회 변리사 2차 시험 대비)

美친 콜라보 G/S (특허)
강사 서 상 철
55회 변리사 합격

ssc082188@gmail.com

 [강의 목표: “美친 콜라보”를 통해 수험공부의 갈무리를 제공합니다]
  8월부터는 쌓인 자료, 습득된 지식을 바탕으로 슬슬 수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지식’

을 갈무리할 시즌입니다. 김세원 변리사와 함께 준비하는 콜라보를 통해 앞으로 남
은 기간 동안의 수험 공부의 최종정리 및 갈무리를 돕고자 합니다. 

 [강의 특징: 러닝 컴플리트(Running Complete 형식의 문제를 제공합니다.] 
 ① 시험이 가까이 다가온 만큼 일반 실전 GS와는 다르게 2주 1회독 기준으로 제출

범위를 조절하여 예습 및 복습에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 시킵니다.
 ② 정확한 이해와 효율적인 암기를 돕기 위해 직접 제작한 보충자료, 필수판례 및 단

문에 관한 자료를 2차 답안지에 채울 분량으로 제공합니다.
 ③ 실제 시험과 유사한 난이도의 문제로 답안 작성을 연습합니다. 최근 변호사 시험 

기출 및 최신 판례를 포함하여 기타 A형 B형과 다른 문제로 수험 적합적인 범위 
내에서 문제를 기출 했습니다.

 ④ 출제자인 강사가 직접 꼼꼼하게 채점 및 첨삭할 것이며, 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도 수험생활을 돕겠습니다.

 ⑤ 콜라보는 러닝 컴플리트 형식의 문제를 제공합니다. 16문제를 사전에 전부 제작
하지는 않았으며, 모의고사 여부 및 여러 경황 등을 파악하여 최대한 최근까지 
논의된 중요 논점 및 이슈 등을 담을 중간에 지속적으로 담을 생각입니다.

[진도표]
주 회차 쓰기 강의 진도 

1주
1 O

서설 – 특허권(총론)
상표

2주
3 O

특허권(침해) - PCT
상표

3주
5 O

전 범위
상표

4주
7 O

 전 범위
상표

※ 강의내용은 강의진행상황에 맞추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1회 정도 추가 보충수업이 진행될 수 있습
니다. 문제는 되도록 해당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출제하였으나, 필요사항에 따라 이후 진도의 논점이 추가될 수 
있으며, 진도는 누적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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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철 김세원 변리사 콜라보 강의계획서(57회 변리사 2차 시험 대비)

 [서상철 변리사 2020년 강의 계획표]

과목  주요내용 교 재 강의 예정일

기초GS
A형

기본이론  - 관련판례 및 사례 - 
기출문제 풀이 – 1시간 쓰기

정상특허법 1판(단문집 포함)
(제공) 16~20 10대 판례 + 주요판례 6月~7月

기초GS
B형

사례집 문제풀이
판례분석 및 해설

기출문제 풀이

정상특허법사례 [제1판]
(제공) 16~20 10대 + 주요판례

 (제공) 정상특허법 단문집
현강종료

(인강)

실전GS
A형

실전문제 풀이(2시간)+강평
최신 대법원 판례 + 10대 판례 + 

특강 + 전통A급 문제 위주

각자 기본서
(제공) 16~20 10대 + 주요판례

(제공) 정상특허법 단문집

7月
현강 재개강
(인강개시)

실전GS
B형

실전문제 풀이(2시간)+강평
최신 대법원 판례 + 20년 10대 판례 

+ 최신 특강 위주

각자 기본서
(제공) 16~20 10대 + 주요판례

(제공) 정상특허법 단문집
6月 개강
6月~9月

콜라보 (상표)김세원 변리사와
美시리즈 ‘美친 콜라보’ 

각자 기본서
(제공) 16~20 10대 + 주요판례

(제공) 정상특허법 단문집
8月 개강
8月~9月

[서상철 변리사 GS 수업 中 기출예상 논점 제공 (19년 56회 대비)]

1.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 미등록통상실시권자 및 95조 관련 대법원 판례

2. 실시권자의 무효심판 청구

3. 특허무효심판 확정 후 실시료 반환 여부 (56회 기출) - 19년 실전 GS 제출

4. 침해소송 중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의 이익

5. 소권범 중 확인대상발명과 실시발명이 다른 경우 (56회 기출 유사) - 19년 실전 GS 제출

6. 소진이론 / 단순방법 발명의 소진이론/실질적 구현여부 판단기준 (56회 기출) - 19년 실전 GS 제출

7. 간접침해 - 직접침해관련 독립설과 종속설

8. 간접침해 - 토너카트리지 및 반제품

9. 의약용도발명 + 공동발명자+ 산업상이용가능성

10. 균등론 정정에 의한 의식적 제외 및 금반언 법리 / 정정의 객관적 범위

11. 우선권주장 불인정 관련 판례 및 사안 (56회 기출 / 분할출원)

12. 조약우선권 주장 동일성 판단기준

13. 실시권자 의뢰 전용품 제3자의 간접침해 여부 (56회 기출) - 19년 실전 GS 제출



서상철 김세원 변리사 콜라보 강의계획서(57회 변리사 2차 시험 대비)

美친 콜라보 G/S (상표)
강사 김 세 원
55회 변리사 합격

nominate90@gmail.com

 [강의 목표: “美친 콜라보”를 통해 상표 중요 논점을 정리합니다]
  8월부터는 쌓인 자료, 습득된 지식을 바탕으로 슬슬 수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지식’

을 갈무리할 시즌입니다. 서상철 변리사와 함께 준비하는 콜라보를 통해 앞으로 남
은 기간 동안의 수험 공부의 최종정리 및 갈무리를 돕고자 합니다. 

 [강의 특징: 시험 막바지에 출제되지 않은 중요 논점 및 특강문제 기반 출제.] 
 ① 시험이 가까이 다가온 만큼 모든 시험은 전범위로 진행됩니다..
 ② 정확한 이해와 효율적인 암기를 돕기 위해 직접 제작한 보충자료, 필수판례 및 단

문에 관한 자료를 2차 답안지에 채울 분량으로 제공합니다.
 ③ 실제 시험과 유사한 난이도의 문제로 답안 작성을 연습합니다. 최근 화제가 된 

최신판례 및 주요대학 특강문제를 기출에 맞게 변형하여 출제합니다.
 ④ 출제자인 강사가 직접 꼼꼼하게 채점 및 첨삭할 것이며, 메일 문자, 카카오톡 메

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도 수험생활을 돕겠습니다.
 
[진도표]

주 회차 쓰기 강의 진도 

1주
2 O

전 범위
상표

2주
4 O

전 범위
상표

3주
6 O

전 범위
상표

4주
8 O

 전 범위
상표

mailto:ysh1a@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