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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TelePresence Touch 8-Inch LCD 터치 패널이 젖은 직물 또는 천으로 청소된
후 터치하지 않을 때 기능을 복원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부품 ID

CTS-CTRL-DV8●

CTS-CTRL-DVP8●

CTS-CTRL-DVC8●



Tandberg(TAN) 번호

800-38887-01●

800-38886-01●

800-38885-01●

800-38887-02●

800-38886-02●

800-38885-02●

팁:TAN 번호는 Touch 8-Inch 제품 후면의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문제

Touch 8-Inch 제품을 젖은 직물 또는 천으로 청소하면 LCD 터치 패널(화면)이 터치에도 응답하지
않습니다.이는 새 터치 센서가 올바르게 재조정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증상

이 문제가 발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상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이 대기 모드인 경우 LCD가 켜지지 않으며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LCD와 볼륨, 음소거 및 느낌표 LED가 켜지거나 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LCD가 켜지지 않고 볼륨 및 음소거 LED가 켜집니다.●

터치 패널은 터치하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터치 센서 수정 버전 확인

이 문서에 설명된 문제는 이 문서의 전제 조건 섹션에 요약된 TAN 번호에 대한 새 터치 센서 개정에
서만 발생합니다.이전 또는 이전 터치 센서 수정 버전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CLI를 사용하여 Touch 8-Inch 제품의 터치 센서 버전을 확인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SSH(Secure Shell) 또는 텔넷(활성화된 경우)을 통해 Touch 8-Inch 제품이 연결된
TelePresence 코덱에 로그인합니다.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했는지 확인
합니다.

1.

디바이스에 연결된 주변 장치 목록을 보려면 xstatus Experimental Peripherals
ConnectedDevice 명령을 입력합니다.

2.

터치 패널인 디바이스를 확인하려면 유형을 찾습니다.터치패널.유형의 왼쪽에 있는 번호:디바
이스 번호를 나타냅니다.나열된 디바이스가 하나뿐이면 연결된 디바이스 번호는 1001입니다.

3.

이전 단계에서 발견된 디바이스 번호와 함께 xStatus Experimental Peripherals
ConnectedDevice <device number> HardwareInfo 명령을 입력합니다(예: xstatus
Experimental Peripherals ConnectedDevice 1001 HardwareInfo).

4.

이러한 단계가 완료되면 다음과 유사한 출력이 표시됩니다.

*s Experimental Peripherals ConnectedDevice 1001 HardwareInfo: "101650"

** end

OK

참고:이전 또는 이전 터치 센서 수정 버전에서 출력에 "101650"이 표시됩니다. 이 문서에 설명
된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새로운 터치 센서 수정 버전에서 출력에 "101654-x"가 표시됩니다.

솔루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Touch 8-Inch 제품을 재부팅하십시오.그러면 터치 센서의 재교화가 트리거
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Cisco에서는 건조 마이크로파이버 또는 유사한 섬유/천으로 터치 8인치 LCD 터치 패널을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향후 소프트웨어 릴리스를 위해 Touch 8-Inch 제품을 습식 직물 또는 천으로 청소한 후
이 교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isco에서 연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는 Cisco 버그 ID
CSCul83650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ul8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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