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국국제조세협회 국제조세컨퍼런스(案)
2018 International Tax Conference by IFA Korea(Tentative)
□ 일 시 : 2018.11.28(수) 오후 2시 ～ 5시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20층)
□ 주 최 : (사)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 대주제 :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바람직한 세제개편의 방향
디지털 경제는 종전의 오프라인상 경제와 다른 점도 있지만 세제측면에서 공통적인 측면
도 있다. 디지털 경제가 종전 1990년대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논의의 되풀이가 될 수도 있고 새
로운 쟁점이 제시될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2018년 8월 세법개정안에서 고정사업장 개념을 대폭
적이지는 않지만 일부 수정을 한 바 있다. OECD 국가의 한 국가로서 한국은 OECD의 변화에 발
맞추면서도 한국 특성에 맞는 세제개편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 조세회피에 대응

뿐만 아니

라 세제의 확실성을 확보하면서도 세제가 경제거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내외의 여러 논의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세미나는 이러한 논의를 하는 장으로서 우리나라, OECD의 디
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방향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동시통역으로 진행 (한국어, 영어)
** 세부내용은 준비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술대회 일정(Tentative Schedule) □

전체사회(Moderator)

14:00 - 14:30

허원 교수 (고려사이버대)
- 등록(Enrollment & Greeting)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바람직한 세제개편의 방향
Chair Moderator : 이경근부이사장(법무법인 율촌)
14:30 - 14:40

- 개회사(Opening Remarks)

제 1 주제
14:40 - 15:00

디지털 경제의 특성과 디지털 고정사업장의 의미

제 2 주제
15:00 - 15:30

디지털 과세가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

휴
식
15:30 – 15:50
제 3 주제
15:50 - 16:10
패널토론
16:10 – 16:40

이진영 이사장
오준석 교수

(Digital Economy & its Implication for Digital PE)
(Digital Taxation & its Effects on the Industries)

(숙명여대)
Lee Hosuk
(Director of ECIPE)

Recession & Refreshment
디지털 경제와 새로운 과세시도의 의미-우회이익세 등 중심

박훈 교수

(Digital Economy & its Challenge for Taxation,

(서울시립대)

Focusing on Diverted Profit Tax)
Panel Discussion
Chair Moderator : 이경근 부이사장(법무법인 율촌)

Panels : 이준봉 교수 (성균관대), 유철형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Dr. John Vella (University of Oxford), 김정홍 과장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회 총회
16:40 – 17:00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총회

이진영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