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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목표
  

  주요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8회차 수업이 끝났을 때 강사답안 없이도 스스로 논리적인 

목차를 구성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답안작성 노하우를 통하여 ⅰ) 쓰

기 쉬우면서도 ⅱ) 논리적인 답안작성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조문, 최근 선고된 판례, 

특허법 기본법리가 담긴 중요판례들을 문제화 하여 판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와드립니다.

▶ 강의 소개

1. 주요 A급 쟁점 정리

  A급 쟁점 중 개인 실전 GS에서 출제되지 않은 쟁점 및 判例를 문제화 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사항 중 

혼동이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며, 특허법 전반에 걸쳐 균형있게 출제하였습니다.

2. 문제구성

  개인 실전GS 문제와 별도의 신작문제들로 구성하였습니다. ⅰ) 2020년 상반기 최신판례, ⅱ) 판례를 

이용한 심화문제, ⅲ) 주요 A급 논점 ⅳ) 학계의 주요쟁점 등을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매년 예측할 

수 없는 출제경향을 보이는 특허법의 성향을 고려할 때, 다양한 문제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3. 6. 30일까지 선고된 최신판례 정리

  실전GS 출제 이후 선고된 판례들을 문제화 및 수업시간에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특허법은 출제경향이 

교수님마다 너무 달라서 예측할 수 없지만, 2020년 이슈가 되는 쟁점들은 모두 준비를 해야합니다.

4. 채점 및 멘토링

  매시간 강사가 직접 채점하고, 피드백 해드립니다. 정밀하고 섬세한 채점을 통해 개개인 마다 보완해

야 할 사항을 짚어드리며, 공부 방향을 제시해드립니다. 필요하다면 1:1 대면첨삭 해드리고, 수험계획

을 논의해드립니다.

주 쓰기 범위

1주차 1 O 범위는 전범위로 공지하지만, 80%는 책의 목차순서에 맞게 출제됩니다.상표
2주차 3 O 전범위상표
3주차 5 O 전범위상표
4주차 7 O 전범위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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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목표
  

 1. 본 강의는 시험이 다가온 만큼 실제 시험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을 통해 상표법 시험의 실

전 감각을 익힙니다.

 2. 실제 시험에서, 막힘없이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정확히 이해하

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강의 소개

1. 답안작성 

  문제에 맞춰 중요 쟁점을 파악하여 강약을 조절하고, 풍부한 사안포섭이 담겨 논리의 흐름이 돋보이

는 답안작성을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답안작성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강

사의 노하우가 담긴 좋은 답안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2. 문제구성

  개인 실전GS 문제와 별도의 신작 문제들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실전GS에서 출제되었던 판례

라고 하더라도, 심화하여 출제함으로써 깊게 연습하실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최대한 실제 

시험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① 판례 사안에 따른 논점 제시형 문제, ② 논점 추출형 문제 ③ 중요 단

문 문제 ④ 최신 판례 및 최근 이슈되고 있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모든 회차는 실제 실전 감각 향상을 위해 전범위 출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3. 6. 30일까지 선고된 최신판례 정리

  개인 실전GS에서 출제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판례들, 6.30까지 최신판례들을 문제화하여 수업시간에 

정리해드립니다. 또한, 최근 특허법원 판례 중 중요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판례들을 정리해드립니다.

4. 채점 및 멘토링

 강사가 채점 및 첨삭을 진행하여 꼼꼼하게 채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시험까지 

마지막 정리를 완벽히 할 수 있도록 1:1멘토링을 제공하여 수험생활 전반에 대한 궁금증 및 불안감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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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쓰기 범위

1주차 특허 전범위2 O
2주차 특허 전범위4 O
3주차 특허 전범위6 O
4주차 특허 전범위8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