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동 세 Dong-se Kang / 姜東世     

약력 
생년월일 :  1958년 11월 10일
근 무 처 :  법무법인(유한) 클라스(강남분사무소)
직    위 :  파트너변호사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6길 14, 7층
            (역삼동, 엠쓰리빌딩)
이 메 일 :  kdsslaw@lawfirmclass.com 
전    화 :  02-3288-3350
팩    스 :  02-3288-3351

학력
1977. 대륜고등학교
1981.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4.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1998.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최고산업전략과정 수료



주요이력
1985.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1987.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9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1993.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1995.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7.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1999. 특허법원 판사
2000.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강사(2000 ~ 2013) 
2002. 인천지방법원 형사1부장판사

법무연수원 강사 
2003. 변호사 강동세 법률사무소
2004. 법무법인 명문 대표변호사 
2005.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변호사
2008. 변호사 강동세 법률사무소
2019.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파트너 변호사

주요경력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지적재산권법)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세종대학교 겸임교수
사법연수원 • 법무연수원 강사(지적재산권)
사법시험(2차 시험) 출제위원(2005~現)
변리사시험(2차 시험) 출제위원(2005~現)
변호사시험(로스쿨) 출제위원(2011~現)
인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위원회 위원(2016~2018)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現)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現)
특허법원 조정위원(現)
학교법인 숙명학원(숙명여자대학교) 법인 이사(現)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장(現)

기타경력(논문)

  1) 지적재산권 관련 
“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조항을 둘러싼 법적 문제에 대한 소고”,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미공간), 2017
“대필 작가(ghost writer)와 저작인격권의 문제”, 특별법연구 10권
(전수안 대법관 퇴임기념) 사법발전재단, 2012
“특허명세서의 보정과 정정과의 관계”, 특허법원 개원 10주년 
기념논문집, 2008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의 효력”, 법조 56권 6호 
(통권609호), 2007 
“한미FTA와 문화콘텐츠 보호" 중앙법학(제9집 제3호), 2007
“음악저작물에 있어서 후렴구의 표절과 저작권 침해”, 
저작권문화 2007년 1월호(통권 149호), 2007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의 효력”, 법조 56권 6호 
(통권609호), 2007 
“한미FTA와 문화콘텐츠 보호" 중앙법학(제9집 제3호), 2007
“음악저작물에 있어서 후렴구의 표절과 저작권 침해”, 
저작권문화 2007년 1월호(통권 149호), 2007 
“온라인게임과 저작권”, 중앙법학 8집 1호, 2006 
“온라인게임과 저작권”, 중앙법학 8집 1호 2006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분리관찰’의 문제점”, 
법조 55권 10호 (통권601호), (2006. 10) 96-13 / 법조협회, 2006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에 있어서 실질적 변경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판례해설 39호, 2002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39호, 2002



“상표등록취소심판제도의 제문제” (특허법원,『특허소송연구』제2집), 2002
“비즈니스 모델(BM)의 특허문제”, 법문사『인터넷과 법률』, 2000
“이용발명에 관한 연구”, 특허법원, 『특허소송연구』제1집, 2000

  2) 민형사 관련 
“저당권의 물상대위”,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0권(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위증죄와 증거인멸죄의 발생•·증가 원인 및 방지대책”, 
법조 제47권 10호 (법조협회), 1998
“저당 지상의 건물에 대한 집행”, 재판자료 제72집(하)(법원행정처) ,1996

  3) 의료 관련 
“혈액관련 사고에 대한 공법상의 책임”, 의료법학 4권 2호, 대한의료법학회, 2003
“의료행위와 의사의 권리의무”, 고려대학교 의사법학연구소, 2000
“수혈로 인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감염에 따른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지법 判例硏究, 1997 등 40여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