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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소개                                                                          

  2차 시험에서 민사소송법 및 특허법 과목과 달리, 상표법 사례형 문제의 경우 하나의 사실관계 하에 여러 가지의 

쟁점 사항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례형 문제의 경우, 주요한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논점) 추출 연습이 충분히 되

지 않은 경우 논점 누락이 발생하기 쉽고, 이는 득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강의는, 「쟁점 별 리딩 

케이스에 대한 사례 문제들 및 기출 문제들에서 논점을 추출하는 연습 및 목차를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연습을 하고 

그 능력을 키우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이와 아울러 사례 강의를 통해 상표법과 관련된 ‘단문’을 추가로 정

리할 수 있습니다.

▶ 강의 목표                                                                          

1. 2차 상표법 시험 답안 작성을 위한 논점 추출 및 목차 작성 연습을 핵심적인 목표로 합니다.

2. 논리적인 목차 작성 방식에 대해 익히며, 복잡한 사례형 문제에 대한 목차 작성 방식을 익힙니다.

3. 기출문제들을 정리하며, 사례 문제와 관련한 법리 및 判例의 태도를 익힙니다.

▶ 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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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업은 『테마 상표법 사례집 제3판』을 이용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수업을 위해, 위 교재들을 모두 구입

해주시기 바랍니다.)

3. 1, 2회 수업에서는, 중요 문제들에 대한 목차 작성 시간을 드릴 예정이며, 3, 4회 수업의 경우 숙제를 미리 내드

린 뒤 해설 위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 『테마 상표법 사례집 제3판』을 이용해 기출문제를 정리하며, 목차 작성 방식에 대해 익힙니다.

▶ 진도                                                                               

회차 수업 내용

1회 총칙

2회 식별력(法33조), 부등록사유(法34조)

3회 출원 및 등록 절차, 침해

4회 심판 및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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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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