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사 정보

◆ 수업 특징

1. 기출문제 유형의 문제 출제: 제57회 문제에서도 확인되었듯, ‘기출유형’은 돌고 돕니다. 그렇다면 실전

GS 또한 ‘기출유형’ 또는 이와 ‘유사/변형된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서 당월 실

전GS는 기출유형 또는 이와 유사/변형된 형태의 문제를 출제합니다. 

2. 判例 중심의 문제 출제: 지난 기출 문제를 보면 판례를 아는가에 따라 고득점 취득 여부를 갈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출제된 판례 또는 출제된 판례라도 중요한 판례라면 문제로 출제하여 빠짐없이 대응할 수 있도

록 합니다.

3. 다양한 유형과 논점의 문제 출제: 20점 짜리 또는 30점 짜리 통 단문, 통 사례, 준단문, 5점짜리 소분 

사례, 손해배상 계산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 그리고 논문, 교과서 또는 판례, 심사기준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문제

를 추출하여 출제합니다.

4. A형과 난이도/수준은 비슷: B형에서도 동일한 난이도/수준으로 문와 해설을 제공하며, A형 미출 논점/기

출 유형 위주로 출제합니다. 따라서 A형을 수강하신 분들께서도 B형 수강 시 다른 문제/해설이 제공될 것입니다.

◆ 수업 자료

프린트자료(유인물) + 추가 자료(논문, 교과서 등)

◆ 수업 시간

14:00~17:30, 14:00~16:00(2시간 쓰기), 16:15~17:30(해설, 강평)[시간엄수]

◆ 진도표(상상 상표법 진도에 따름)5)

1) 카카오톡 > 오픈채팅 > 1:1 채팅 > “박진호” 검색 > 오픈채팅방 개설되어 있습니다(언제든 질문 환영).
2) 예상 일정이며, 실제 강의 개설 여부는 해당 월의 강의 시간표에 따릅니다.

3) “합격을 위한 상표법 최종 FINAL 사례 30선”(가칭)과 같은 강의 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 2021년 6월 말일을 기준으로 유의미한 특허심판원 심결, 특허법원 및 대법원 판결 업로드 예정

5) 상표법 출제 특성상 진도에 무관하게, 등룍요건, 침해, 심판 및 소송은 출제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제58회 상표 실전 GS강의(B형)

서울대학교 응용생물화학(16년 卒)

제52회 변리사 시험 합격(15년)

김․장 법률사무소(16년~17년)

OO국제특허법률사무소(17~19년)

특허법인 OO(19년~현재)

카카오톡 1:1 채팅 방 운영 中1)

※ 2021년 2차 강의 계획2)

1월 – 기초GS

2월 – 기본강의, 실전GS[A형]

3월 – 실전GS, 사례(+판례)강의

4월 – 기초GS, 실전GS

5~6월 – 실전GS(B)

7월 – 최종정리 또는 FINAL 4회 GS3)4)

회차 내 용 비 고 

1회차 총칙(제1조 ~ 제3조), 요건(제33조, 제34조) 2시간 쓰기

2회차 요건(제33조~제35조) 2시간 쓰기

3회차 절차제도(보정 등) 2시간 쓰기

4회차 상표권 및 침해 2시간 쓰기

5회차 상표권 침해, 심판 및 소송 2시간 쓰기

6회차 심판 및 소송, 마드리드 의정서 2시간 쓰기

7회차 특수표장 2시간 쓰기

8회차 전범위 2시간 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