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PMG BEPS 2.0 진단모델 개발 

삼정 KPMG TAX 6 본부는 OECD 가 논의 중인 BPES 2.0 Pillar 1 및 Pillar 2의 도입 효과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할 

수는 진단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KPMG BEPS 2.0 진단모델]은 OECD BEPS 2.0 Blueprint와 7월 OECD Inclusive 

Framework 에서 발표한 방법론과 가정을 반영하였으며, 대상기업의 BEPS 2.0 도입 전후 세부담 효과를 가장 

정확하게 비교검토할 수 있는 진단 솔루션입니다. 

[KPMG BEPS 2.0 진단모델]은 Pillar 1(소비지국 과세권 배부)과 Pillar 2(글로벌 최저한세) 각각에 대한 진단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습니다. 특히, Pillar 2 적용대상은 국가별 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 작성의무가 

있는 기업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은 [KPMG BEPS 2.0 진단모델]을 통해 국가별 세부담 증감, 

세부담 주체, 증감 사유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BEPS 2.0 도입과 함께 글로벌 국제조세 환경은 더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은 큰 변화에 앞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해외법인 관리방안을 사전에 준비하여 잠재적인 과세위험 최소화를 고민할 시점입니다. 

[KPMG BEPS 2.0 진단모델]은 BEPS 2.0과 관련된 국내기업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PMG BEPS 2.0 진단모델]에 대한 간략한 설명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며,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 주시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매출 및 (ii) 이익률 기준을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의 초과 이윤(residual profit)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현지에서 
물리적 실체 (physical presence) 없이 사업을 전개하는 시장소재국(매출발생국)에 배분하는 검토 기준 

 
 



 



 

 

 



다국적기업의 특정 국가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1)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인하는 원천지국 과세규칙 
(STTR), (2) 자회사의 저과세소득을 익금산입하는 소득산입규칙(IIR), (3) 저세율 국가에 소득을 이전하는 특수관계거래에 대해 
과세하는 비용공제 부인규칙(UTPR)을 적용함  

 



 



 



 



 

 

 



EUR 200 억 매출액 및 10% 세전이익률(profit before tax) 기준 초과 다국적기업의 초과 이윤(residual profit) 
일부에 대하여, 물리적 실체 없이 사업을 전개하는 시장소재국(매출발생국)에 부여될 과세권으로 인해 발생할 High-
Level Pillar One 효과 및 Tax Exposure 진단 

 



 

특정 국가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할 경우, 다국적기업의 (i) 조세조약 혜택을 부인하고, (ii) 모회사에서 
자회사의 저과세 소득을 익금산입 하거나 또는 (iii) 국외특수관계인 비용을 부인하는 등의 저세율국 소득이전 방지 및 
조세회피 차단으로 인해 발생할 High-Level Pillar Two 효과 및 Tax Exposure 진단  

 



 



 

High-Level Pillar One & Two 효과 및 Tax Exposure 진단을 통하여 국가별 추가 발생 가능 세액을 검토하고, 
향후 도입될 새로운 과세체계인 디지털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향후 조세 부담 및 글로벌 경제 규범 변화에 
대한 통찰력 제고   

 

 



 

Key contacts  

Tax 6 (TP & Customs) 본부 – Transfer Pricing Partners 

강길원     

부대표     
     

    
 

 

Tax 6 (TP & Customs) 본부 – Customs Partners 

김태주      

상무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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