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광 프로필

PROFILE

학력
1990년 8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 38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8기)
1996년 벤처기업 법률자문 시작
1997년 벤처법률지원센터 설립
2000년 벤처캐피털(퍼시픽벤처스) 설립
2001년 ATG 확대설립
현재 Advanced Technology Group 대표
벤처법률지원센터
(주)인스타페이 CEO
(주)엔씨소프트 이사
(주)한글과컴퓨터 감사
NHN 법률 및 전략담당 자문

활동 내역
2018. 5.

한국블록체인암호화폐위원회 위원장(Chairman,Blockchain, Cryptocurrency and ICO Committee)

2015. 1

한국핀테크연구회 회장

2014. 12

한국의 핀테크 규제 및 법제도개선방안 발표(핀테크포럼)

2014. 11

창조금융포럼 개최, '창조경제의 대못, 창조금융'(국회)

2008-2015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제도 개선 및 포럼 활동 등

2009. 5

중소기업법률호민관 활동(공인인증서 폐지 등)

2007. 5

대용량 메일 특허 설명회 개최

2007. 4

벨소리음원변환 특허 설명회

2006. 7

Industry Outlook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 우회상장 어떻게 되나' 주최

2006. 1

코스닥 상장기업의 해외증권(CB&BW)발행 설명회

1998 - 2010

벤처포럼 집행위원장으로 포럼 주관(55회)

2003. 7

Industry Outlook 'M&A를 통한 BM의 강화와 기업의 가치제고' 주최

2001 - 2003

한국증권업협회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

2001. 11

벤처 CEO Clinic 개최 - '코스닥등록을 위한 기업의 준비'

2001.7

벤처 CEO Clinic 개최 - '벤처CEO를 위한 코스닥 전략'

2001.4

Industry Outlook 'VC, M&A and IPO Market in Korea' 주최

2000. 11

기업법무 연수학교 'M&A', '전자상거래' 부문 강의

2000.3

리눅스 인터넷업체 등 5곳 사업설명회

2000.1 - 2000.10

벤처기업경영법무연수 진행

1999 - 2000

전자상거래 법률세미나 개최

1999. 12

온라인게임 개발업체에 대한 M&A 마트' 개최

1999.5

정보통신분야의 벤처기업에 대한 M&A' 개최

단체 활동
국회혁신생태계활성화포럼 공동의장
e-Korea 공동위원장
한국창조금융포럼 의장
한국핀테크연구회 회장
(사)한국인터넷쇼핑몰협회 회장
(사)K-OTC기업협회 자문위원장
(사)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이사
디지털타임스 50인의 eLeader 중 10인의 eBuilder
벤처기업협회 자문위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이사
한국화폐포럼 감사
전경련 B2B 특별위원회 법제도정비 위원회 위원장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ASP산업컨소시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벤처포럼 운영위원장
코스닥위원회 법정책 위원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위원
KAIST 자문위원
서울대학교 산학협의회 자문위원

법률정책 활동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입(2014-2015)
핀테크 규제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방안(2014-2015)
크라우드펀딩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법(2014-2015)
코스닥시장 상장제도 및 지배구조 개선 활동(1996-2015)
공인인증서 의무사용폐지 및 인터넷개방성을 위한 법제도개선(2008-2014)
창업자연대보증 면제를 위한 법개정 활동(2008-2015)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개정과 관련 법률정책 활동(2005.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법률정책 활동(2002. 3)
창업투자조합 제도개선에 관한 활동(2001 - 2002)
도서정가제 관련 법률정책 활동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 개정 관련 활동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관련 활동

저서
「전자금융거래법 해설」, 스타트업팩토리, 근간
「벤처포럼 성과와 과제」 , 전자신문사, 2003
「제조물책입법 사례 해설」 , 전자신문사, 2002
「벤처기업 창업에서 코스닥 등록까지」 , 전자신문사, 2001. 11(개정판)
「인터넷 법률가이드」 , 전자신문사, 2000. 10
「전자상거래관리사4」 , 한국전자거래협회 ,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