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osch가 전보다 훨씬 더 즐겁고 매끄러운 회의 진행과 생산성 향상을 보장하는 
최신 무선 회의 시스템을 새로 선보입니다. 

 ▶ 표준 Wi-Fi 기술을 기반으로 다른 Wi-Fi 네트워크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무선 관리 기능으로 간섭 없는 무선 회의를 보장합니다.
 ▶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선 장치에 NFC 판독기가 내장되어 있어 최고의 회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향후 확장도 가능합니다.

 ▶ 진정한 무선 연결 방식이므로 별도의 라우터 없이도 손쉽게 구성 및 제어할 수 
있습니다. 

 ▶ OMNEO 지원을 통해 향후 DCN multimedia 시스템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DICENTIS 무선 회의 시스템  
극대화된 유연성. 간섭 완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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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대화된 유연성. 오디오 간섭 완전 차단.
혁신적인 DICENTIS 무선 회의 시스템은 표준 Wi-Fi 및 스마트 무선 
관리 등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간섭이 전혀 없는 무선 회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출시된 제품 중 가장 유연하게 설계된 회의 시스템으로, 
작은 모임은 물론 대규모 회의에서도 빠르고 쉽게 설정하고 해체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무선 연결
라우터 등 별도의 장비 없이도 태블릿 또는 노트북에서 무선 액세스 
포인트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진정한 무선 연결 방식입니다.

장소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설정 및 해체할 수 있는 이 
신형 시스템은 유연한 무선 
솔루션이 진가를 발휘하는 
다목적 회의실 또는 역사적인 
건물에서 사용하기에 
알맞습니다.

장치 선택 가능
무선 장치 및 정전용량식 터치스크린과 NFC(근거리 무선 통신) 
판독기가 장착된 확장형 무선 장치를 사용하여 최고의 회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모듈로 터치스크린 장치의 
기능을 간편하게 향상할 수 있습니다.

미래 보장형
OMNEO를 지원하는 DICENTIS 무선 회의 시스템은 나중에 
DCN multimedia 시스템 및 기타 OMNEO 장치로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미래 보장형 솔루션입니다.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을 
고품격 소재로 마감했습니다.

NFC(근거리 무선 통신) 판독기가 
내장되어 비접촉식 스마트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참석자용 또는 의장용 
장치로 구성 가능

눈에 띄지 않는 별도의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명료한 음성 전달

간편하게 설치되는 독립형 WAP(Wireless Access Point).  
확실한 무선 연결 방식이며, 브라우저 인터페이스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자동 HD 카메라 제어 기능을 지원합니다.

스마트한 배터리 관리. 배터리 
작동 시간을 연장하는 대기 
모드 기능이 있습니다.

우아한 4.3인치 터치스크린이 
장착된 확장형 무선 장치

자체 로고를 부착하여 개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