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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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지만 레벨업 하는 강의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는 120%를 준비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합니다. 그래야 100% 실력을 발
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강의는 아주 기본적이 내용이 어떻게 기출에서 변형되는지를 중
점적으로 분석하는 강의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쉬운 문제만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난해하더라
도 실제 기출과 비슷한 유형에 적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의입니다.

2. 답안지 학을 익히는 강의
 강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기초 단계부터 답안지 틀을 수험적합적으로 잡아주는 강의입니다. 수험에
서 내가 아는 것 만큼이나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프라인 강의가 아니더라도, 온라인 첨삭 
카톡 질문 답변을 통하여 상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3. 상시 질문 답변
 본 강의 수강생들에게는 강사와 1:1 로 연락하면서 질문을 받아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하루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질의 응답을 해드립니다.
 
[세부일정] *다만, 상표법 특성상, 침해/권범심/사례형문제는 전 회자 포함 가능하며, 진도는 누적됩니다.

회차 출제내용
1회차 OT 답안지학, 기출분석
2회차 등록case
3회차 침해case
4회차 심판/소송case
5회차 전범위
6회차 전범위
7회차 전범위
8회차 전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