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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CERA Enterprise Information Manager(KEIM) 는 문서 및 데이터 관리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및 아카이빙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와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입니다. 
 
문서 관리 시스템 및 자동화 워크-플로우 프로세스, 타사 시스템과의 연동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KEIM 
솔루션은 비즈니스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다양한 업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목표를 쉽게 달성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KYOCERA Enterprise 
Information Manager



주요 기능

커스터마이징 기능
KEIM은 사용자들의 비즈니스 니즈에 최적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진화하는 
사용자의 니즈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KEIM 솔루션은 신속한 제작 및 배포, 수정이 가능합니다.

폭넓은 연동성
사용자들은 여러 비즈니스 영역에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KEIM은 다수의 시스템에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타사 시스템 및 서비스와 원활하게 
연동되어 정보와 데이터를 자동으로 교환합니다. 
또한, 시스템 간의 데이터 동기화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는 더욱 쾌적한 작업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원 클릭 검색
탑재된 색인 및 텍스트 검색 엔진은 문서가 저장된 
위치에 관계없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즉시 검색할 
수 있으며, 메타데이터 및 문서 정보 분석을 통해 원 
클릭으로 특정 문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급 검색 필터 및 검색 기록 기능을 통한 빠른 
접근도 가능하여 업무효율을 가속화시킵니다.

 생산성 향상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통해 문서 프로세스를 단순화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강력한 보안성                   정교한 역할기반(role-based) 암호화 보안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디지털화 및 관리              문서 및 파일을 디지털화하여 저장 및 보관합니다.

 최적화된 사용자 경험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을 채택하여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컴플라이언스                    전 세계의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준수합니다.

 협업 및 소통                      동일한 플랫폼 내에서 다양한 사용자들과 동시에 소통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웹 클라이언트
사용자는 공간 및 시간의 제약 없이 항상 문서와 
데이터에 접근 할 수 있으며, 반응형 웹 클라이언트 
기능이 적용되어 어떤 장치에서도 쉽게 정보를 
관리하고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BENEFITS:



서버 사양
 + Microsoft Windows Server 2019 / 2016 / 2012 R2
 + 4 코어 CPU
 + 16 GB RAM
 + 500 GB 이상의 디스크 여유공간

지원 브라우저
 +  Google Chrome
 + Microsoft Edge
 + Mozilla Firefox

Specif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