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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논란의 구글세, 해외사업자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
- ICT 기업들에 대한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현황과 제도적 문제를 중심으로 - 2018년 9월 28일 (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 취지
○ 최근 디지털 경제에서 ICT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졌다. 구글, 유튜브, 애플, 페이스북 등 국외 공급자로부터 게임, 음악 및 동영상 파일 등의
전자적 용역에 대한 국내 소비가 계속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이익에 대한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지난 2015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전자적 용역 거래(*게임, 음악,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도
전자적 용역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을 과세대상으로 포함시켰다.
○ 하지만 여전히 해외사업자들이 간편사업자등록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을뿐더러,
이들이 불성실하게 신고 · 납부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없다. 이로 인해 글로벌
ICT기업과 경쟁하는 국내기업들에 대한 과세 역차별에 따른 피해가 크다. 해외 ICT거물
들에게 우리나라는 조세회피 구멍으로 통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로, EU 및 OECD/G20차원에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국회 박영선 · 김성수 의원과 함께, 전자적 용역 거래에 대한 개념과 부가가치
세의 과세 대상과 범위, 과세원칙, 징수절차, 세원 누락과 잠식 등의 문제에 대해 면밀히
진단해 보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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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요
○ 일시/장소 : 2018. 9. 28 (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박영선 · 김성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사회 : 박 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 발제 :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IT학과 교수
○ 토론 :
- 기획재정부
- 김빚마로 부연구위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
- 차재필 실장 (박성호 사무총장)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안창남 교수 /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 문의: 국회 김성수 의원실 02-784-8780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국제팀 02-766-5623

아래 <#별첨. 토론회 안내 웹자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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