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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목표]
변리사 2차 시험 선택과목으로서의 저작권법 공부범위를 명확히 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공부 방향을 제시합니다.

[강의 소개]
선택과목 P/F제도 도입 이후 가장 유리한 선택과목으로 도약한 저작권법에 대해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공부 방법을 제시하는 첫 번째 강의입니다. 이전에는 저작권법에 
대한 수험 정보 및 자료가 부족하여, 저작권법에 관심이 있는 수험생도 선뜻 선택하기 
어려워 여러 소수과목 중 하나로 남아있었습니다.

본 강의는 변리사 2차 시험 준비에 적합하게 방대한 저작권법의 내용을 압축·정리하
고,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도 저작권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기본 강의
입니다.

법과목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암기량과 높은 휘발성에 대한 해결책으
로 저작권법의 장점을 살린 맞춤형 강의를 제공합니다. 저작권법은 실생활에 가장 밀
접한 법과목인 만큼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예시를 들어 설명하여 저작권법의 개
념을 정확히 이해함과 동시에 쉽게 휘발되지 않는 기억으로 전환시켜 암기 범위를 획
기적으로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두는 강의입니다.

또한 2013년 50회 기출문제부터 8개년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출제 경향을 완벽하게 분
석하여 예측할 수 없는 문제 스타일에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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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커리큘럼]
1. 저작권법 기본강의(1월)

2. 저작권법 기초·기출GS(2-3월)
진도에 따라 주요 개념을 설명하고, 해당 진도범위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풀어보
며 문제풀이 감각을 익히는 것이 목적인 강의로서, 기출문제의 경우 최신 출제 유
형과 많이 상이한 옛날 문제는 일부 수정되어 제공됩니다.

3. 저작권법 실전GS(4월 이후)
실제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제공하고, 실제 시험 채점과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채점 및 답안 첨삭을 제공합니다. 

(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교재]
김정완 저 [저작권법 개설 5판]을 주 교재로 하고, 보충자료를 통
해 개정법에 대한 대비 및 중요 개념에 대한 보충 설명을 진행합
니다.

해당 교재는 별도 구매하셔야 하며, 학원에 비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강의 수강 전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송기간을 고려하여 넉넉히 주문하셔서 강의 수강에 차질이 없
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