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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법                                         1차 산업재산권법

민 법
 함성배 교수

민법5개년최신판례 11월 8일

민법 최종정리 11월 15일

민 법
이상윤 교수

민법진도별모의고사 11월 8일

민법5개년최신판례 11월29일

산 업 재 산 권 법
  공경식 박사

비교산업재산권법특강 11월1일
특허법최종정리 11월8일
상표법 최종정리 11월29일

상표법
박종태 변리사

상표법 정리강의 11월 6일 

1차 산업재산권법

특 허 법
김현호 변리사

특허법 핵심체크 11월28일

디 자 인 보 호 법
강수민 변리사

디자인보호법 최종정리 11월 6일

디 자 인 보 호 법
이준권 변리사

디자인 객)문제풀이 11월14일

특허법 
서상철 변리사

1차특허법 기출풀이 11월1일

상표법
김세원 변리사

1차상표법 기출풀이 11월15일

자 연 과 학

물 리
류웅선 교 수

전자기학특강 11월3일
현대물리특강 11월4일
물리족집게

예상문제 150제 11월10일

물리실전문제풀이Ⅲ
(Ⅰ,Ⅱ 다른문제) 11월 5일

화 학 
서형석 교 수

화학 최종정리 11월 17일

화학 실전문제풀이 
*Ⅱ단계(기본) 11월 5일

 생 물
최성윤 교 수

생물 5개 맞추기 11월4일

지구과학
이민경 교 수

지구과학 심화문제풀이 11월15일

      민사소송법 2차 산업재산권법

민사소송법
최평오 교수

 

민소 기초GS 11월 6일

민소 실전GS 11월 6일

특허법 
서상철 변리사

2차 특허법 판례 11월 15일

특허법
심재호 변리사

2차특허법 기출분석 및 
해설(10개년) 11월20일

상표법
박진호 변리사

2차 상표법 기본 11월 6일

상표법
한경훈 변리사

2차 상표법
기본+심화이론 11월 6일

상표법
김세원 변리사

2차 상표법
심화단권화 11월 6일



10월 후반부 강의 - 1차대비
과목 강사명 일정 시간 교재/비고 

특허법 정리강의 임병웅 변리사 10월 16일(토)
12회(10/16~10/31)

토,일
09:30~13:00
14:00~17:30

(제15판)도해특허법(임병웅)
+(제5판)리담특허법강의노트(임병웅)

+보충프린트

상표법 객)문제풀이 박종태 변리사 10월 16일(토)
8회(10/16~10/24)

토,일
09:30~13:00
14:00~17:30

(제14판)리담객관식상표법(박종태)
+보충프린트

상표법 객)문제풀이 박진호 변리사 10월 16일(토)

8회(10/16~10/24)

토,일
09:30~13:00
14:00~17:30

(제14판)리담객관식상표법(박종태)
+보충프린트

디자인 기출문제풀이
(14개년기출풀이)

+판례강의(최신판례포함)
이준권 변리사 10월 16일(토)

4회(10/16~10/24)

토,일
18:20~21:50 특수프린트

지구과학 심화문제풀이
(개념정리+심화문제80제) 이민경 교수 10월 20일(수)

4회(10/20~10/28)

수,목
18:20~21:50

프린트제공

10월 후반부 강의 – 2차대비

민사소송법 판례
(21년9월판례포함) 최평오 교수 10월 18일(월)

8회(10/18~10/28)

월,화,수,목
09:40~13:30

(제14판)정선사례판례(최평오)
+중요판례(프린트제공)

민사소송법 기출사례강의
(사례+판례)

양진하 변리사
57회민소고득점

10월 16일(토)
8회(10/16~11/7)

토,일
09:30~13:00 민사소송법기출사례/판례(프린트제공)

특허법 판례 심재호 변리사 10월 16일(토)
4회(10/16~10/24)

토,일
18:20~21:50

(제1판)테미스판례집(심재호)+보충프린트
*수강생 개별 멘토링 진행

1차대비 민 법 –진도별 모의고사/최신판례/ 최종정리

민법 진도별모의고사 이상윤 교수 11월 8일(월)
10회(11/8~11/19)

월,화,수,목,금
10:00~14:00 특수프린트제공

*모의고사 진행방법
10:00~10:40 시험
10:50~14:00 해설

민법 5개년 최신판례
(2017년~2021년)

함성배 교수 11월 8일(월)
5회(11/8~11/12)

월,화,수,목,금
09:40~13:40

(제13판)최근5년민법최신판례집(함성배) 
+보충프린트 

민법 5개년 최신판례
(2017년~2021년) 

이상윤 교수 11월 29일(월)
5회(11/29~12/3)

월,화,수,목,금
10:00~14:00 최신판례프린트

민법 최종정리
(이론+조문+판례)

함성배 교수 11월 15일(월)
10회(11/15~11/26)

월,화,수,목,금
09:40~13:40

각자기본서 or [제16판]알짜민법(함성배) 
+보충프린트



 1차 대비 산업재산권법- 상호비교
과목 강사명 일정 시간 교재/비고

비교산업재산권법 특강 공경식 박사 11월 1일(월)
3회(11/1~11/2)

월
09:30~13:00
14:00~17:30

화
09:30~13:00

(제1판)비교산업재산권법(공경식)
+보충프린트

 1차 대비 산업재산권법- 핵심체크/최종정리

특허법 최종정리
(조문+판례+핵심200지문)

공경식 박사 11월 8일 (월)
6회(11/8~11/16)

월
09:30~13:00
14:00~17:30

화
09:30~13:00

특수프린트

특허법 핵심체크  김현호 변리사 11월 28일(일)
3회(11/28)

일
09:30~13:00
14:00~17:30
18:00~21:50

특수프린트

상표법 정리강의  박종태 변리사 11월 6일(토)
6회(11/6~11/13)

토, 일 
09:30~13:00
14:00~17:30

(제10판)도해상표법(박종태)
+보충프린트

상표법 최종정리
(이론+판례+심사기준

+핵심120지문)
공경식 박사 11월 29일(월)

4회(11/29~12/1)
월, 수

09:30~13:00
14:00~17:30

(제12판)SUB상표법(공경식)
+보충프린트

디자인최종정리

(이론최종정리+최신판례+적중문제 50선)
 강수민 변리사 11월 6일(토)

6회(11/6~11/21)
토,일

18:20~21:50 특수프린트

1차대비 산업재산권법 –객)문제풀이/기출풀이 

디자인 객)문제풀이 이준권 변리사 11월 14일(일)
8회(11/14~11/27)

토,일
09:30~13:00
14:00~17:30

(제11판)리담객관식디자인보호법(김인배)
+보충프린트

1차 특허법 기출풀이
(14개년 45회~58회) 서상철 변리사

11월 1일(월)
5회(11/1~11/10)

(11/1,2,8,9,10)

월, 화, 수
18:20~21:50 특수프린트

1차 상표법 기출풀이
(14개년 45회~58회) 김세원 변리사

11월 15일(월)
3회(11/15~11/22)

(11/15,16,22)

월, 화
18:20~21:50 특수프린트

1차 대비 자연과학 – 물리 고득점 파트특강

물리 전자기학 특강
(평균 3문제 출제)

류웅선 교수 11월 3일(수)
2회(11/3)

수
14:30~18:00
18:30~22:00

각자기본서 + 보충프린트

현대물리특강
(평균 2문제 출제) 류웅선 교수 11월 4일(목)

2회(11/4)

목
14:30~18:00
18:30~22:00

각자기본서  +  보충프린트



1차대비 자연과학-고득점대비/심화문제풀이/최종정리
과목 강사명 일정 시간 교재/비고

물리 족집게 예상문제풀이150제 류웅선 교수 11월 10일(수)
4회(11/10~11/11)

수, 목 
14:30~18:00
18:30~22:00

특수프린트

화학 최종정리
(최종정리+적중문제 60선)

서형석 교수 11월 17일(수)
4회(11/17~11/25)

수, 목
18:20~21:50 특수프린트

생물 5개 맞추기 최성윤 교수 11월 4일(목)
8회(11/4~11/26)

목, 금
10:00~13:30

(제18판)새로운 생물(최성윤)
+보충프린트

지구과학 심화문제풀이
(개념정리+심화문제80제)

이민경 교수 11월 15일(월)
4회(11/15~11/23)

월, 화 
18:20~21:50 특수프린트

1차대비 자연과학 - 실전문제풀이

물리 실전문제풀이Ⅲ단계
(Ⅰ,Ⅱ다른문제)

류웅선 교수 11월 5일(금) 
4회(11/5~11/26)

금
14:20~17:50

특수프린트 제공

1st
14:20~14:50 시

험
2nd

16:10~16:40 시
험

15:00~16:10 해
설 16:50~17:50 해

설

화학 실전문제풀이
*Ⅱ단계(기본)

서형석 교수 11월 5일(금)
4회(11/5~11/26)

금
18:20~21:50

특수프린트 제공

1st
18:20~18:50 시

험
2nd

20:10~20:40 시
험

18:50~20:00 해
설 20:40~21:50 해

설

2차대비 필수 –민사소송법(기초GS/실전GS)

민사소송법 기초GS 최평오 교수 11월 6일(토)
8회(11/6~11/28)

토,일
14:00~17:30 자료제공 

민사소송법 실전GS 최평오 교수 11월 6일(토)
8회(11/6~11/28)

토,일
09:30~13:00 각자기본서+보충프린트

2차대비 필수 –특허법(판례/기출분석 및 해설)

2차 특허법 판례 서상철 변리사 11월 15일 
4회(11/15~11/23)

월,화
18:20~21:50 특수프린트

2차 특허법 기출분석
및 해설(10개년)

심재호 변리사 11월 20일
2회(11/20~11/21)

토,일
18:20~21:50 특수프린트

2차대비 필수 –상표법(기본/심화단권화)

2차 상표법 기본 박진호 변리사
11월 6일(토)

8회(11/6~11/28)
토,일

09:30~13:00
(제5판)상상상표법(박진호)

+보충프린트

2차 상표법
(기본+심화이론) 한경훈 변리사

11월 6일(토)
8회(11/6~11/28)

토,일
09:30~13:00

(제3판)데생상표법(구)테미스상표법

(한경훈)+보충프린트

2차 상표법 심화단권화 김세원 변리사
11월 6일(토)

8회(11/6~11/28)
토,일

09:30~13:00
(제1판) 세 상표법(김세원)

+보충프린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