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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모든 강의를 온라인 콘텐츠로 제공하며, 온라인 첨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오프라인 강의는 상황이 안정되면 개설할 예정입니다). 2020년은 수험생 여러분, 학원, 
강사들도 모두 힘든 한해였습니다. 우리는 안그래도 힘든 수험생활이 연기되는 경험을 하였고, 수험
공부도 벅찬 생활에서 ‘시험의 불확실성’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1년에는 
최대한 수험 특화적인 온라인 강의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하는 2021년 강의 커리큘럼과 그 
강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1. 통합 기본강의
정상상표법과 각자 판례집(필수)로 진행됩니다. 최근 기출 경향을 분석하면 판례형 문제뿐 아니라 
사례형 문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상상표법 제1판 작업을 하면서 굳이 사례집을 보
지 않도록 과년도 기출과 필수 사례를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통합기본강의는 중요 판례들과 필수 사
례를 세세히 집어주는 강의입니다. 기초를 단단히 하시고 싶은 분, 동차생 분들 대상입니다.

2. 기초 GS 강의
정상상표법과 각자 판례집(필수)로 진행됩니다. 이는 기본 강의와 기본 틀은 같으나 중요한 내용 위
주로 빠르게 기본 이론을 설명하는 강의입니다. 첫회차를 제외하고는 1시간씩 쓰기 수업을 진행하
며, 8회차에는 2시간 쓰기 수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첫회차에는 답안지 학과 기출 분석 방법에 대
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답안지쓰기 감각을 올리려는 기득이상, 기초가 어느정도 완성된 부진정 동차
분들게 추천합니다.

3. 실전 GS 강의
필수 강의에 해당됩니다. 당해년도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논점들을 실제 시험과 같은 환경에서 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출제 Base는 과거 중요 특강, 기출 및 주요 교수님들의 논문을 기초로 문제
를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2차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필수 강의입니다.

4. 최종정리 강의
시험 2주전 상표법을 함꼐 1회독 하는 강의입니다. 강약을 조절하며 당해 년도에 출제 가능성이 높
은 논점 중심으로 진행되는 강의입니다. 필수는 아니며, 혼자 정리하기 벅차거나 불안한 분들게 적
합한 강의 입니다



[강의 소개 및 특징]
 1. 기본을 탄탄히 하는 강의
 본 강의를 통해서 필수 사례 및 판례를 수험적으로 정리합니다. 정상상표법 제1판에는 중요 사례와 
과거 기출문제들 및 중요 판례가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례집에 시간을 사용하
지 않더라도 한권으로 상표법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2. 수험법학을 익히는 강의
 변리사 시험은 하나의 시험이고 학문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요 교수님들로부터 습득한 
정보를 통하여 “수험법학”에 대한 강의를 제공합니다.

3. 상시 질문 답변
 본 강의 수강생들에게는 강사와 1:1 로 연락하면서 질문을 받아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하루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질의 응답을 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