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제58회 제2차 변리사 시험 대비

상표법 취약파트 핵심정리 강의계획서

최지환 변리사

53회 변리사 시험 합격

hinental@gmail.com

▶ 강의 소개                                                                          

  2차 상표법 과목에 있어 개정법 및 새로 선고되는 판례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 기본강의와 기초GS 강의에서 자세

히 다루기 어려운 쟁점들 “마드리드의정서, 비전형상표, 특유권리”들이 많은 수험생분들의 취약파트일 것이라 생각합

니다. 다른 중요 쟁점들에 비해 중요도는 낮지만, 언제든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쟁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을 잘 

이해하고 정리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 강의는, 수험생 분들의 「취약파트에 대한 기본 이론을 실제 사례들을 참

고하여 이해 및 정리하고, 관련 사례 문제도 풀이하며, 이와 아울러 2020년 최신판례를 정리하는 것」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합니다.

▶ 강의 목표                                                                          

1. 많은 수험생분들이 정리하기를 두려워 하는 취약파트들(마드리드의정서, 비전형상표, 특유권리)을 정리합니다.

2. 이와 아울러, 2020년에 선고된 최신 대법원 判例를 함께 정리합니다.

▶ 강의 내용                                                                          

1. 강의는 오전(09:30~13:00) 및 오후(14:30~18:00)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수업은 『테마 상표법 제4판』 및 『테마 상표법 판례집 제2판』 교재의 해당파트를 참고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3. 내용 설명에 필요한 보충자료 및 관련 사례문제를 담은 보충자료를 보충 프린트로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4. 본 강의를 통해, 취약 파트들의 내용을 정리함과 아울러, 관련된 사례문제를 연습합니다.

5. 이와 아울러, 2020년에 선고된 최신 判例들을 함께 정리합니다.

▶ 진도                                                                               

회차 수업 내용

1회 취약파트 이론 정리

2회 취약파트 사례문제 풀이 및 최신 判例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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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수강 Guide [※ 아래의 강의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기본강의 (1月 예정 & 인강 업로드)

(1) 주교재: 테마상표법 제4판 + 테마상표법 판례집 제2판 (부교재: 判例 보충자료)

(2) 강의내용: 2차 상표법 이론 정리 및 상표법 판례 정리

 

2. 판례강의 (2月 예정 & 인강 업로드)

(1) 주교재: 테마상표법 판례집 제2판 + 判例 보충자료[기본강의 자료와 동일]

(2) 강의내용: 상표법 판례 정리

(3) 참고: 기본강의를 수강하신 경우, 판례강의는 별도로 수강하실 필요 없습니다.

 

3. 사례강의 (2月 예정 & 인강 업로드)

(1) 주교재: 테마상표법 사례집 제3판

(2) 강의내용: 사례문제(기출문제 포함) 풀이 방법 설명

 

4. 취약파트 핵심정리 강의 (2月 예정 & 인강 업로드)

(1) 주교재: 테마상표법 제4판 + 테마상표법 판례집 제2판 + 추가자료(제공)

(2) 강의내용: 마드리드의정서, 비전형상표, 특유권리 이론 상세 설명 + 관련 사례문제 풀이 & 2020 최신판례 설명

(3) 참고: 본 강의는, 기본강의, 사례강의, 기초GS강의에서 시간관계상 상세히 다룰 수 없는 쟁점들과 최신판례를 

한 번에 정리하는 강의입니다. 시간관계상 기본강의, 사례강의, 기초GS강의에서는 “마드리드의정서, 비전형상표, 

특유권리” 파트의 정리가 배제되며, 본 강의로 보충해주시길 바랍니다.

 

5. 기초GS 강의 (3-4月 예정 & 인강 업로드)

(1) 주교재: 테마상표법 제4판 + 判例 보충자료[기본강의 자료와 동일]

(2) 강의내용: 2차 상표법 주요 이론 및 주요 판례 정리, 1시간 답안 작성(3-8회차) 및 답안 작성방법 설명

 

6. 실전GS 강의 (3-6月 예정 & 추후 인강 업로드)

(1) 주교재: 매회 보충자료 제공

(2) 강의내용: 2시간 답안 작성(1-8회차) 및 답안 작성방법 설명 

 

7. 콜라보GS 강의 (5-6月 예정 & 추후 인강 업로드)

(1) 주교재: 매회 보충자료 제공

(2) 강의내용: 특허법 4회+상표법 4회, 2시간 답안 작성 및 답안 작성방법

▶ 테마상표법 기본서 및 판례집 관련 암기자료 업로드                                     

þ 테마상표법 기본서 및 판례집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의 암기를 돕기 위한 자료를 학원 사이트에 업로드 해두었습니다.

þ 한빛변리사학원 사이트 – 자료실 – 수험자료

þ 자료 목록

① 주요조문 의의, 취지, 요건, 경과규정 암기자료

② 테마상표법 두문자 암기자료 & ③ 테마상표법 두문자 암기TEST자료

④ 테마상표법 판례집 논점정리표 암기자료 & ⑤ 테마상표법 판례집 논점정리표 암기TEST자료

(※ 상기 자료들 이외에는, 저에게 별도로 메일로 요청하셔도 자료 파일을 공유해드리기 어려운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