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asy ViewWorldwide

구독서비스



Your digital solution for  
Greater Visibility

Worldwide Easy View는  

대상법인의 전표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경영정보와  

예외사항을 웹과 모바일로 확인하는 정기구독 서비스입니다. 

부정ㆍ분식회계에 대한 우려

해외법인 보고의 신뢰성 의문

언어 장벽으로 인한 가시성 저하

불편한 해외법인 정보 접근성 

이중지불과 같은 예외적인  

거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다면?

현지법인의 데이터를  

직접 이용하여 경영실적과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면?

현지 자료가 번역된  

보고서를 볼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웹이나 모바일로 현지 경영정보에  

접근 가능하다면?



Worldwide Easy View는 전표데이터 Visualization을 통해  

현지 법인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가시성 확보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매월 발생되는 전표 단위 상세 분석(Drill Down)을 통해 취득한  

경영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Worldwide Easy View는  

기존 업무의 변화를 촉진하는  

기업의 Digital Transformation의 

출발점입니다.

정기구독 서비스

현지 Visibility 강화

현지 장벽 극복 
(언어ㆍ제도ㆍ시스템)

본사 및 국내 자회사 

적용 가능

고객정보 보안강화

Outputㆍ최대화Processㆍ자동화Inputㆍ최소화 

현지 업무 부담 No! 

데이터 보안 우려 No!

효율적 데이터 가공

다양한 예외사항 제시

깊이 있는 데이터 분석

PwC 데이터 분석 활용 다양한 Business  

Insight 제시

유의적 증감 식별 및 주요 세부정보 

(거래처, 적요 등) 제시

시나리오별 다양한 예외사항 감지

예외사항의 금액, 일자, 거래 성격 등 조회

번역 Tool을 활용 국문 Report 공유 

RPA 활용 원시 데이터 효율적 가공 

편리성 최대화

웹을 통한 결과물 조회 → 자유로운 즐겨찾기 

모바일을 통한 조회 가능

PwC Connect 로그인을 통한 조회 권한 통제

다양한 활용 방안 공유

동영상 위주의 사용자 매뉴얼 제공

뉴스레터를 통한 현지 정보와 활용 팁 공유 

매월 전표데이터만 제공 

별도 가공절차 불필요

정보보안이 우수한 PwC Cloud Platform  

Workbench 이용 

등록된 이용자만 조회 가능

일정 기간 후 Cloud 상 폐기 및 인증 메일 발송

통계데이터 분석까지

지역ㆍ산업ㆍ기능별 통계 분석

해당 법인의 각 속성별 포지션 등 경영 의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 Connect Workbench

Worldwide Easy View는 전표데이터 Visualization을 통해  

현지 법인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가시성 확보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매월 발생되는 전표 단위 상세 분석(Drill Down)을 통해 취득한  

경영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 별도 통보 없는 경우 6개월 단위 자동 계약

베이직 구독서비스 (B)

스탠다드 구독서비스 (S)

프리미엄 구독서비스 (P)

초기컨설팅 비용 없음

초기컨설팅 비용 없음

초기 구축비 (별도협의)

대상법인 당 월 30만원

대상법인 당 월 40만원

월 구독료 (별도협의)

제공서비스 제품

당월 및 전월 주요 경영실적 Dashboard B S P

당월 매출 및 순이익 증감에 대한 Waterfall 분석 B S P

당월 경영실적에 대한 Drill Down 분석 B S P

당월 및 전월 전표 현황 B S P

예외사항 시나리오에 따른 비경상전표 표시 B S P

전표 검색 엔진 B S P

전년도 및 당년도로 확대한 경영지표 분석 S P

전년 대비 자산부채 및 손익 증감 세부 분석 S P

재고, 영업, 채권 등 확대된 정보 분석 P

고객사별 맞춤 컨설팅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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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wide Easy View 
Service Team

전용욱 Partner 

yong-wook.jun@pwc.com

김재동 Director 

jae-dong.kim@pwc.com

정형근 Senior Manager 

hyung-geun.jung@pwc.com

Service Team

kr_easyview@pwc.com 

삼일회계법인 공식 YouTube 채널에서  

Worldwide Easy View 영상을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