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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ey# Biz
1.1 개요
본 제품은 PKI 솔루션을 기반으로 전자서명, 전자봉투, 본인확인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 보다 안전한
통신망을 제공합니다. 

1.2 목적
본 설명서는 Key# Biz 사용에 대한 FAQ 문서입니다.

1.3 소프트웨어지원 사양
• Client 하드웨어 지원환경

구분 내용

하드웨어

ᆞ CPU : Intel P4 2.0 Ghz
ᆞ Memory : 1GB
ᆞ Disk : 100GB x 1EA
ᆞ NIC : 10/100/1000 Ethernet Port x 1E 

• Client Html UI 소프트웨어 지원환경

구분
UI 지원환경 

브라우저 저장소
지원환경

Windows Mac Linux

운
영
체
제

ㆍ Windows 7
ㆍ Windows 8
ㆍ Windows 8.1
ㆍ Windows 10

ㆍ Mac OSX 
10.7
ㆍ Mac OSX 
10.8
ㆍ Mac OSX 
10.9
ㆍ Mac OSX 
10.10
ㆍ Mac OSX 
10.11
ㆍ Mac OSX 
10.12
ㆍ Mac OSX 
10.13
ㆍ Mac OSX 
10.14

ᆞ Ubuntu 12.04
ᆞ Ubuntu 14.04
ᆞ Ubuntu 16.04
ᆞ Ubuntu 18.04

-

브
라
우
저

ㆍ Internet
explorer 10 
ㆍ Internet
explorer 11 
ㆍ Firefox  36.0  이
상  
ㆍ Opera 30.0 이상
ㆍ Chrome 38.0  이
상 
ㆍ Edge 12.0 이상

ㆍ Safari  6.1.6
이상
ㆍ Firefox 36  이
상
ㆍ Opera 30 이상
ㆍ Chrome 38 이
상

ㆍ Firefox 36.0 이
상 
ㆍ Opera  30.0  이
상
ㆍ Chrome  38.0
이상

ㆍ Internet
explorer 10 
ㆍ Internet
explorer 11 
ㆍ Firefox  36.0  이
상  
ㆍ Opera 30.0 이상
ㆍ Chrome 38.0  이
상 
ㆍ Edge 12.0 이상
ㆍ Safari 8.0 이상

• Client Native UI 소프트웨어 지원환경

구분
내용

Windows Mac Linux
운영체제 ㆍ Windows XP SP3 

ㆍ Windows Vista 
ㆍ Windows 7

미지원ᆞ 미지원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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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Windows  8  32bit  /
64bit
ㆍ Windows 8.1 32bit /
64bit
ㆍ Windows 10 32bit /
64bit

브라우저

ㆍ Internet explorer 6
ㆍ Internet explorer 7
ㆍ Internet explorer 8
ㆍ Internet explorer 9
ㆍ Internet explorer 10
ㆍ Internet explorer 11
ㆍ Firefox 36.0 이상  
ㆍ Opera 27.0 이상
ㆍ Chrome 38.0 이상 
ㆍ Edge 12.0 이상
ㆍ Safari 5.1.7

ㆍ 미지원 ㆍ 미지원

2. 설치/삭제안내
Key# Biz 설치프로그램을 웹 서버 또는 배포 서버에 저장을 한 후, 사용자가 해당 
사이트에 접속 한 경우 설치 유무와 버전 확인 후 설치 또는 업데이트를 실행합니다. 

2.1 설치파일 경로
 Windows 32bit

파일이름 파일경로 용도

KSbizApp.dll C:\Program Files\RaonSecure\biz 
기능별(인터페이스) 로
직 실행 라이브러리

KSbiz.exe C:\Program Files\RaonSecure\biz 권한 상승용 유틸

KSbizMain.dll C:\Program Files\RaonSecure\biz
익스텐션용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

KeySharpCryptoV1_3.dll C:\Program Files\RaonSecure\biz
기능별(인터페이스) 로
직 실행 라이브러리

bizcrypto_ecdh.dll C:\Program Files\RaonSecure\biz
채널 암호화용 검증 암
호라이브러리

UnInstallbiz.exe C:\Program Files\RaonSecure\biz 언인스톨러 모듈

CrossEX.sig C:\Program Files\RaonSecure
\bridge\crossex\touchenex

CrossEX 설치정보

CrossEXChrome.exe
C:\Program Files\RaonSecure
\bridge\crossex\touchenex

크롬/파이어폭스 용 네
이티브 호스트 모듈

CrossEXFirefox.dll
C:\Program Files\RaonSecure
\bridge\crossex\touchenex

파이어폭스 익스텐션 모
듈

CrossEXProtocol.dll C:\Program Files\RaonSecure
\bridge\crossex\touchenex

IE 용 익스텐션 모듈 

kr.co.raon.touchenex.fir
efox.json

C:\Program Files\RaonSecure
\bridge\crossex\touchenex

파이어폭스 용 네이티브
호스트 설치정보

kr.co.raon.touchenex.jso
n

C:\Program Files\RaonSecure
\bridge\crossex\touchenex

크롬 용 네이티브 호스
트 설치정보

npraontouchenex.dll C:\Program Files\RaonSecure
\bridge\crossex\touchenex

npraontouchenex.dll

CrossEXService.exe C:\ProgramFiles\iniLINE\CrossEX\c
rossex

로컬웹서버  서비스  실행
파일

rootCA.crt C:\ProgramFiles\iniLINE\CrossEX\c
rossex

웹 서버 통신을 위한 루트
인증서 모듈

CrossEXService.exe.sig C:\ProgramFiles\iniLINE\CrossEX\c 웹 서버 설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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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sex

ObCrossEXService.exe
C:\ProgramFiles\iniLINE\CrossEX\c
rossex

CrossEXService.exe
프로세스의
실행여부 감시 서비스
메인
CrossEXService.exe
만 감시

UnInstallCrossEXLocal.e
xe

C:\ProgramFiles\iniLINE\CrossEX\c
rossex

로컬웹서버 서비스모듈 
삭제 프로그램

Information
- 32bit OS 32bit 모듈 설치시 , 64bit OS 64bit 모듈 설치시  : C:\Program Files  
- 64bit OS 32bit 모듈 설치시 : C:\Program Files(x86)

 Mac
파일이름 파일경로 용도

KSbizMain.dylib
/Library/Application 
Support \raonsecure\biz

익스텐션용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

KSbiz.framework
/
Library/Frameworks/KSbiz.framewor
k

암호 라이브러리 및 기능
별(인터페이스) 로직 실
행 프레임워크 
( libKeySharpCryptoV
1_3 , 
libBizcrypto_ecdh 포
함 )

biz.json /Library/Application
Support/iniLINE/CrossEX/touchenex biz 설치정보

config.json
/Library/Application
Support/iniLINE/CrossEX/touchenex

CrossEX 설치정보

CrossExChrome.app
/Library/Application
Support/iniLINE/CrossEX/touchenex

Chrome,  Opera  bridge
모듈

libCrossExFirefox.dylib
/Library/Application
Support/iniLINE/CrossEX/touchenex 파이어폭스 익스텐션 모듈

libraontouchenexFirefox.d
ylib

/Library/Application
Support/iniLINE/CrossEX/touchenex

파이어폭스  익스텐션  모듈
심볼릭링크

npCrossExPlugin.plugin
/Library/Application
Support/iniLINE/CrossEX/touchenex 사파리용 익스텐션 모듈

npraontouchenex.plugin /Library/Internet Plug-Ins/
사파리용 익스텐션 모듈 심
볼릭 링크

kr.co.raon.touchenex.json
/
Library/Google/Chrome/NativeMessaging
Hosts

크롬 용 네이티브 호스트 설
치정보

kr.co.raon.touchenex.firefo
x.json

/Library/Application
Support/Mozilla/NativeMessagingHosts

파이어폭스 용 네이티브 호
스트 설치정보

 Fedora 32bit. Ubunut 32bit
파일이름 파일경로 용도

KSbizMain.so
/usr/share/raonsecure/biz/ 익스텐션용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 심볼릭 링크

KSbizMain.so.<version>
/usr/share/raonsecure /biz/ 익스텐션용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

KSbizApp.so
/usr/share/raonsecure/biz/ 로직 실행 라이브러리 심

볼릭 링크

KSBizpp.so.<version>
/usr/share/raonsecure/biz/ 기능별(인터페이스) 로

직 실행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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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KeySharpCryptoV1_3.so /usr/share/ raonsecure/biz/ 검증 암호화 라이브러리

libBizcrypto_ecdh.so
/usr/share/raonsecure/biz/ 채널 암호화용 검증 암호

라이브러리

biz.json
/
usr/share/iniLINE/CrossEX/touchene
x/

nxBiz 설치 정보

config.json
/
usr/share/iniLINE/CrossEX/touchene
x/

CrossEX 설치정보

CrossEXChrome
/
usr/share/iniLINE/CrossEX/touchene
x/

크롬 용 네이티브 호스트
모듈 심볼릭 링크

CrossEXChrome.<version
>

/
usr/share/iniLINE/CrossEX/touchene
x/

크롬 용 네이티브 호스트
모듈

/libCrossEXFirefox.so
/
usr/share/iniLINE/CrossEX/touchene
x

파이어폭스 익스텐션 모
듈 심볼릭 링크

libCrossEXFirefox.so.<ve
rsion>

/
usr/share/iniLINE/CrossEX/touchene
x/

파이어폭스 익스텐션 모
듈

CrossEXFirefox
/
usr/share/iniLINE/CrossEX/touchene
x/

파이어폭스 용 네이티브 
호스트 모듈 심볼릭 링크

CrossEXFirefox.<version>
/
usr/share/iniLINE/CrossEX/touchene
x/

파이어폭스 용 네이티브 
호스트 모듈

libnpCrossEXPlugin.so
/
usr/share/iniLINE/CrossEX/touchene
x/

구 파이어폭스 익스텐션 
모듈 심볼릭 링크

libnpCrossEXPlugin.so.<vers
ion>

/
usr/share/iniLINE/CrossEX/touchene
x/

구 파이어폭스 익스텐션 
모듈 심볼릭 링크

kr.co.raon.touchenex.json
/etc/opt/chrome/native-messaging-
hosts/

크롬 용 네이티브 호스트
설치정보

kr.co.raon.touchenex.firefox.
json

/usr/lib/mozilla/native-messaging-
hosts/

파이어폭스 용 네이티브 
호스트 설치정보

libnpraontouchenexPlugin.s
o

/usr/lib/mozilla/plugins/ 파이어폭스 익스텐션별 
모듈 심볼릭 링크

 Fedora 64bit, Ubuntu 64bit
파일이름 파일경로 용도

KSbizMain.so
/usr/share/raonsecure/biz/ 익스텐션용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 심볼릭 링크

KSbizMain.so.<version>
/usr/share/raonsecure /biz/ 익스텐션용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

KSbizApp.so
/usr/share/raonsecure/biz/ 로직 실행 라이브러리 심

볼릭 링크

KSBizpp.so.<version>
/usr/share/raonsecure/biz/ 기능별(인터페이스) 로

직 실행 라이브러리
libKeySharpCryptoV1_3.so /usr/share/ raonsecure/biz/ 검증 암호화 라이브러리

libBizcrypto_ecdh.so
/usr/share/raonsecure/biz/ 채널 암호화용 검증 암호

라이브러리
biz.json /

usr/share/iniLINE/CrossEX/touchene
nxBiz 설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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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config.json
/
usr/share/iniLINE/CrossEX/touchene
x/

CrossEX 설치정보

CrossEXChrome
/
usr/share/iniLINE/CrossEX/touchene
x/

크롬 용 네이티브 호스트
모듈 심볼릭 링크

CrossEXChrome.<version
>

/
usr/share/iniLINE/CrossEX/touchene
x/

크롬 용 네이티브 호스트
모듈

/libCrossEXFirefox.so
/
usr/share/iniLINE/CrossEX/touchene
x

파이어폭스 익스텐션 모
듈 심볼릭 링크

libCrossEXFirefox.so.<ve
rsion>

/
usr/share/iniLINE/CrossEX/touchene
x/

파이어폭스 익스텐션 모
듈

CrossEXFirefox
/
usr/share/iniLINE/CrossEX/touchene
x/

파이어폭스 용 네이티브 
호스트 모듈 심볼릭 링크

CrossEXFirefox.<version>
/
usr/share/iniLINE/CrossEX/touchene
x/

파이어폭스 용 네이티브 
호스트 모듈

libnpCrossEXPlugin.so
/
usr/share/iniLINE/CrossEX/touchene
x/

구 파이어폭스 익스텐션 
모듈 심볼릭 링크

libnpCrossEXPlugin.so.<vers
ion>

/
usr/share/iniLINE/CrossEX/touchene
x/

구 파이어폭스 익스텐션 
모듈 심볼릭 링크

kr.co.raon.touchenex.json
/etc/opt/chrome/native-messaging-
hosts/

크롬 용 네이티브 호스트
설치정보

kr.co.raon.touchenex.firefox.
json

/usr/lib64/mozilla/native-
messaging-hosts/

파이어폭스 용 네이티브 
호스트 설치정보

libnpraontouchenexPlugin.s
o

/usr/lib64/mozilla/plugins/ 파이어폭스 익스텐션별 
모듈 심볼릭 링크

2.2 삭제
 Windows 환경
인증서 복사 프로그램 삭제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어판 > 프로그램 및 기능
(프로그램 추가/제거)’ 화면에서 “KeySharp biz v2.1 For 32bit” 또는 “KeySharp biz v2.1
For 64bit” 항목 선택 후 제거/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합니다.

항목이름 내용
KeySharp biz v2.1 For 32bit Key# biz 32bit 응용프로그램  
KeySharp biz v2.1 For 64bit Key# biz 64bit 응용프로그램 
iniLine CrossEX Serveice Key# biz 로컬웹서버 응용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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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Key# biz 삭제 1 

[그림] Key# biz 삭제 2

[그림] Key# biz 삭제 3

iniLiNE CrossEX Service 목록의 경우 로컬웹서버 동작을 위해 자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프로그
램입니다.  로컬웹서버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iniLINE CrossEX Serverice 를 선택하여 삭제합니다.
(모듈 안정성을 위해 로컬 웹서버 프로그램은 삭제 권장하지 않음)

 Mac 환경
Key# biz  프로그램 삭제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방법으로 ‘Finder > 응용프로그램 >
KeySharp biz v2.1>UnInstallbiz.app 를 실행하여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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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Key# biz 삭제 1

[그림] Key# biz 삭제 2

[그림] Key# biz 삭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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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Key# biz 삭제 4
삭제시 암호 입력창이 나오면 로그인한 계정의 암호를 입력 후 승인버튼을 클릭하여 삭제를 진해진행
한다. 

CrossEX 프로그램은 Finder > 응용프로그램 > CrossEX >touchenex 폴더 UnInstallCrossEX 를
더블클릭하여 삭제가 가능하다. (모듈 안정성을 위해 임의 삭제는 권장하지 않음)

 Linux 환경
Key# biz 프로그램 삭제는 Fedora / Ubutu 각 OS 의 삭제 명령어를 이용하여 삭제합니다.

- Fedora 운영체제 : rpm –e keysharp-biz-v2.1
- Ubuntu 운영체제 : dpkg – r keysharp-biz-v2.1

[그림] Fedora 환경 Key# biz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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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Ubuntu 환경 Key# biz 삭제

3. 에러코드
Key# Biz 사용중사용자 PC 에서 발생되는 에러메시지에 대한 처리방법을 가이드합니다. 

3.1 Server 에러코드
에러 코드 에러 메시지 내용

-10001 NOT_SUPPORTED_CHARACTER_SET
지원하지 않는 character set 오
류

-10002 URLENCODE_INPUT_IS_NULL URL 인코딩 입력값 오류
-10003 TOSTRING_INPUT_IS_NULL 스트링 변환 입력값 오류
-10004 TOBYTES_INPUT_IS_NULL 바이트 변환 입력값 오류
-10005 DECODEENV_INPUT_IS_NULL 전자봉투 복호화 입력값 오류
-10006 ENCODERESSCRIPT_INPUT_IS_NULL ENCODERESSCRIPT 입력값 오류
-10007 ENCODERES_INPUT_IS_NULL ENCODERES 입력값 오류
-10008 GETCERTINFO_INPUT_IS_NULL GETCERTINFO 입력값 오류
-10009 VERIFY_INPUT_IS_NULL VERIFY 입력값 오류
-10010 GENSID_INVALID_LENGTH GENSID SID 길이 오류
-10011 VERIFYIDV_VID_IS_NULL VERIFYIDV VID 입력값 오류
-10012 VERIFYIDV_RANDOM_IS_NULL VERIFYIDVRANDOM 입력값 오류
-10013 VERIFYIDV_IDN_IS_NULL VERIFYIDV IDN 입력값 오류
-10014 ENVENC_INPUT_IS_NULL ENVENC 입력값 오류
-10015 ENVENC_CERT_IS_NULL ENVENC 인증서 입력값 오류
-10016 ENVDEC_INPUT_IS_NULL ENVDEC 입력값 오류
-10017 ENVDEC_CERT_IS_NULL ENVDEC 인증서 입력값 오류
-10018 ENVDEC_KEY_IS_NULL ENVDEC 개인키 입력값 오류
-10019 ENVDEC_PASSWD_IS_NULL ENVDEC 패스워드 입력값 오류

-10020 ENCODEENVFILE_OUTFILENAME_IS_NULL
ENCODEENVFILE 결과파일 입력값
오류

-10021 ENCODEENVFILE_INFILENAME_IS_NULL
ENCODEENVFILE 입력파일 입력값
오류

-10022 ENCODEENVFILE_CERT_IS_NULL
ENCODEENVFILE 인증서 입력값 
오류

-10023 DECODEENVFILE_OUTFILENAME_IS_NULL
DECODEENVFILE 결과파일 입력값
오류

-10024 DECODEENVFILE_INFILENAME_IS_NULL
DECODEENVFILE 입력파일 입력값
오류

-10025 DECODEENVFILE_CERT_IS_NULL
DECODEENVFILE 인증서 입력값 
오류

-10026 DECODEENVFILE_KEY_IS_NULL
DECODEENVFILE 개인키 입력값 
오류

-10027 DECODEENVFILE_PASSWD_IS_NULL
DECODEENVFILE 패스워드 입력값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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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8 ENCODEFILEW_OUTFILENAME_IS_NULL
ENCODEFILEW 결과파일 입력값 
오류

-10029 ENCODEFILEW_INFILENAME_IS_NULL
ENCODEFILEW 입력파일 입력값 
오류

-10030 DECODEFILEW_OUTFILENAME_IS_NULL
DECODEFILEW 결과파일 입력값 
오류

-10031 DECODEFILEW_INFILENAME_IS_NULL
DECODEFILEW 입력파일 입력값 
오류

-10032 DECODEFILEW_CERTPATH_IS_NULL
DECODEFILEW 인증서경로 입력값
오류

-10033 DECODEFILEW_KEYPATH_IS_NULL
DECODEFILEW 개인키경로 입력값
오류

-10034 DECODEFILEW_PASSWD_IS_NULL
DECODEFILEW 패스워드 입력값 
오류

-10035 VERIFYSIGNIDV_INPUT_IS_NULL VERIFYSIGNIDV 입력값 오류
-10036 VERIFYSIGNIDV_VID_IS_NULL VERIFYSIGNIDV VID 입력값 오류
-10037 VERIFYSIGNIDVW_INPUT_IS_NULL VERIFYSIGNIDVW 입력값 오류

-10038 VERIFYSIGNIDVW_HASHCONTENT_IS_NULL
VERIFYSIGNIDVW 해쉬콘텐츠 입
력값 오류

-10039 VERIFYSIGNIDVW_VID_IS_NULL
VERIFYSIGNIDVW VID 입력값 오
류

-10040 SIGNFILE_OUTFILENAME_IS_NULL SIGNFILE 결과파일 입력값 오류
-10041 SIGNFILE_INFILENAME_IS_NULL SIGNFILE 입력파일 입력값 오류
-10042 SIGNFILE_CERT_IS_NULL SIGNFILE 인증서 입력값 오류
-10043 SIGNFILE_KEY_IS_NULL SIGNFILE 개인키 입력값 오류
-10044 SIGNFILE_PASSWD_IS_NULL SIGNFILE 패스워드 입력값 오류

-10045 SIGNVERIFYFILE_INFILENAME_IS_NULL
SIGNVERIFYFILE 입력파일 입력값 
오류

-10046 COMPRESSFILE_OUTFILENAME_IS_NULL
COMPRESSFILE 결과파일 입력값 
오류

-10047 COMPRESSFILE_INFILENAME_IS_NULL
COMPRESSFILE 입력파일 입력값 
오류

-10048 DECOMPRESSFILE_OUTFILENAME_IS_NULL
DECOMPRESSFILE 결과파일 입력
값 오류

-10049 DECOMPRESSFILE_INFILENAME_IS_NULL
DECOMPRESSFILE 입력파일 입력
값 오류

-10050 GETVERIFIEDPLAIN_INPUT_IS_NULL GETVERIFIEDPLAIN 입력값 오류

-10051 GETVERIFIEDPLAINTEXT_INPUT_IS_NULL
GETVERIFIEDPLAINTEXT 입력값 
오류

-10052 FILE_READ_ERROR READFILE file read 실패
-10053 FILE_OUTPUTSTREAM_ERROR SAVEFILE file write 실패
-10054 DECODEENV_BASE64DECODE_ERROR DECODEENV base64 디코딩 오류
-10055 DECODEENV_TOSTRING_ERROR DECODEENV 스트링 변환 오류
-10056 DECODEENV_URLDECODE_ERROR DECODEENV urldecode 오류
-10057 DECODEENV_ARRAYCOPY_ERROR DECODEENV arraycopy 실패
-10059 GETCERTINFO_ARRAYCOPY_ERROR GETCERTINFO arraycopy 실패
-10060 VERIFY_ARRAYCOPY_ERROR VERIFY arraycopy 실패
-10061 GENSID_ARRAYCOPY_ERROR GENSID arraycopy 실패
-10062 GETNONCE_ARRAYCOPY_ERROR GETNONCE arraycopy 실패
-10063 GETPEMCERT_ARRAYCOPY_ERROR GETPEMCERT arraycopy 실패
-10064 ENVENC_ARRAYCOPY_ERROR ENVENC arraycopy 실패
-10065 ENVDEC_ARRAYCOPY_ERROR ENVDEC arraycopy 실패
-10066 VERIFYSIGNIDV_ARRAYCOPY_ERROR VERIFYSIGNIDV arraycopy 실패

-10067 VERIFYSIGNIDVW_ARRAYCOPY_ERROR
VERIFYSIGNIDVW arraycopy 실
패

-10068 VERIFYIDV_BASE64DECODE_ERROR VERIFYIDV base64 디코딩 오류

-10069 VERIFY_DECODESIGN_ERROR
VERIFY 서명값에서 인증서 ASN 
decode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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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1 VERIFYPVD_ARRAYCOPY_ERROR VERIFYPVD arraycopy 실패

-10072 GETSIGNEDCERT_CERT_IS_NULL
인증서 가져오기 실패
서명 검증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
인하세요

-10073 GETSIGNEDPEMCERT_CERT_IS_NULL
인증서 가져오기 실패
서명 검증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
인하세요

-10074 VERIFYPVD_CERT_IS_NULL VERIFYPVD 인증서 입력 오류
-10076 VERIFYPVD_OPTNOT_SELECT_ERROR VERIFYPVD 검증옵션 오류
-10077 VERIFYM_INPUT_IS_NULL VERIFYM 입력값 오류
-10078 VERIFYM_BASE64DECODE_ERROR VERIFYM base64 decode 실패

-10079 VERIFYM_DECODESIGN_ERROR
VERIFYM 서명값에서 인증서 ASN 
decode 실패

-10080 VERIFYM_ARRAYCOPY_ERROR VERIFYM arraycopy 실패
-10081 VERIFY_BASE64DECODE_ERROR VERIFY base64 decode 실패

-10082 GETSIGNEDPEMCERT_PEMENCODE_ERROR
GETSIGNEDPEMCERT pem 
encode 실패

-10083 SIGNFLAG_ISFALSE_ERROR
SIGNFLAG 오류 서명 검증이 정상
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10084 GETCERTINFO_GETINFO_FAILED
GETCERTINFO 인증서 정보 가져오
기 실패

-10090 CLIENTINIT_ARRAYCOPY_ERROR CLIENTINIT arraycopy 실패
-10091 CLIENTINIT_BASE64ENCODE_ERROR CLIENTINIT base64 encode 실패
-10092 SERVERFINAL_INPUT_IS_NULL SERVERFINAL 입력값 오류

-10093 SERVERFINAL_BASE64DECODE_ERROR
SERVERFINAL base64 decode 실
패

-10094 SERVERFINAL_ARRAYCOPY_ERROR SERVERFINAL arraycopy 실패

-10095 SERVERFINAL_BASE64ENCODE_ERROR
SERVERFINAL base64 encode 실
패

-10096 CLIENTFINAL_INPUT_IS_NULL CLIENTFINAL 입력값 오류

-10097 CLIENTFINAL_BASE64DECODE_ERROR
CLIENTFINAL base64 decode 실
패

-10098 ENCRYPT_INPUT_IS_NULL ENCRYPT 입력값 오류
-10100 ENCRYPT_ARRAYCOPY_ERROR ENCRYPT arraycopy 실패
-10101 ENCRYPT_BASE64ENCODE_ERROR ENCRYPT base64 encode 실패
-10102 DECRYPT_INPUT_IS_NULL DECRYPT 입력값 오류
-10103 DECRYPT_BASE64DECODE_ERROR DECRYPT base64 decode 실패
-10104 DECRYPT_ARRAYCOPY_ERROR DECRYPT arraycopy 실패
-10105 DIGEST_INPUT_IS_NULL DIGEST 입력값 오류
-10106 DIGEST_ARRAYCOPY_ERROR DIGEST arraycopy 실패

-10107 VERIFYPVD_CERT_EXPIRED_ERROR
VERIFYPVD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오류

-10108 VERIFYPVD_CERT_EXP_ERROR
VERIFYPVD 인증서 ASN decode 
오류

-10109 VERIFYPVD_OCSP_INPUT_ISNULL_ERROR VERIFYPVD OCSP 입력값 오류
-10110 VERIFYPVD_OCSP_UNKNOWNHOST_ERROR VERIFYPVD OCSP 데몬 연결 실패
-10111 VERIFYPVD_OCSP_IO_ERROR VERIFYPVD OCSP 소켓 IO 오류

-10112 VERIFYPVD_OCSP_RECEIVE_ISNULL_ERROR
VERIFYPVD OCSP 수신데이터 오류
수신데이터를 확인하세요.

-10113 VERIFYPVD_OCSP_REVOKED_UNSPECIFIED_ERR
OR

VERIFYPVD OCSP 인증서가 폐기되
었습니다. 폐기사유 불명

-10114 VERIFYPVD_OCSP_REVOKED_KEYCOMPROMISE_
ERROR

VERIFYPVD OCSP 인증서가 폐기되
었습니다. 폐기사유 키손상

-10115 VERIFYPVD_OCSP_REVOKED_CACOMPROMISE_E
RROR

VERIFYPVD OCSP 인증서가 폐기되
었습니다. 폐기사유 CA 키손상

-10116 VERIFYPVD_OCSP_REVOKED_AFFILIATION_ERRO
R

VERIFYPVD OCSP 인증서가 폐기되
었습니다. 폐기사유 소유자정보변경

-10117 VERIFYPVD_OCSP_REVOKED_SUSPERSEDED_ER VERIFYPVD OCSP 인증서가 폐기되

 Copyright(c) 2013 RaonSecure Co., Ltd. 14



ROR
었습니다. 폐기사유 키손상없이 인
증서 폐기

-10118 VERIFYPVD_OCSP_REVOKED_COO_ERROR

VERIFYPVD OCSP 인증서가 폐기되
었습니다. 폐기사유 더 이상 지정된 
목적으로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
우

-10119 VERIFYPVD_OCSP_REVOKED_CERTHOLD_ERROR
VERIFYPVD OCSP 인증서가 폐기되
었습니다. 폐기사유 인증서 효력정
지

-10120 VERIFYPVD_OCSP_REVOKED_REMOVECRL_ERRO
R

VERIFYPVD OCSP 인증서가 폐기되
었습니다. 

-10121 VERIFYPVD_OCSP_REVOKED_PRIVILEGE_ERROR
VERIFYPVD OCSP 인증서가 폐기되
었습니다. 폐기사유 권한

-10122 VERIFYPVD_OCSP_REVOKED_AACOMPROMISE_E
RROR

VERIFYPVD OCSP 인증서가 폐기되
었습니다. 폐기사유 키손상

-10123 VERIFYPVD_OCSP_UNKWON_REASONCODE_ERR
OR

VERIFYPVD OCSP 인증서가 알수 
없는 이유로 폐기되었습니다.

-10124 VERIFYPVD_OCSP_STATUS_UNKNWON_ERROR
VERIFYPVD OCSP 인증서의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10125 VERIFYPVD_OCSP_FIND_REASONCODE_ERROR
VERIFYPVD OCSP 알수없는 에러코
드 오류 입니다.

-10225 VERIFYPVD_CRL_WRONG_NEXTUPDATE_ERROR VERIFYPVD CRL 데이터 손상 오류
-10226 VERIFYPVD_BASE64DECODE_ERROR VERIFYPVD base64 decode 실패
-10227 VERIFYPVD_CRL_IO_ERROR VERIFYPVD CRL 소켓 IO 오류
-10228 VERIFYPVD_CRL_LDAP_CONNECT_ERROR VERIFYPVD CRL LDAP 연결실패

-10229 VERIFYPVD_CRL_REVOKED_UNSPECIFIED_ERRO
R

VERIFYPVD CRL 인증서가 폐기되
었습니다. 폐기사유 불명

-10230 VERIFYPVD_CRL_REVOKED_KEYCOMPROMISE_E
RROR

VERIFYPVD CRL 인증서가 폐기되
었습니다. 폐기사유 키손상

-10231 VERIFYPVD_CRL_REVOKED_CACOMPROMISE_ER
ROR

VERIFYPVD CRL 인증서가 폐기되
었습니다. 폐기사유 CA 키손상

-10232 VERIFYPVD_CRL_REVOKED_AFFILIATION_ERROR
VERIFYPVD CRL 인증서가 폐기되
었습니다. 폐기사유 소유자정보변경

-10233 VERIFYPVD_CRL_REVOKED_SUSPERSEDED_ERR
OR

VERIFYPVD CRL 인증서가 폐기되
었습니다. 폐기사유 키손상없이 인
증서 폐기

-10234 VERIFYPVD_CRL_REVOKED_COO_ERROR

VERIFYPVD CRL 인증서가 폐기되
었습니다. 폐기사유 더 이상 지정된 
목적으로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
우

-10235 VERIFYPVD_CRL_REVOKED_CERTHOLD_ERROR
VERIFYPVD CRL 인증서가 폐기되
었습니다. 폐기사유 인증서 효력정
지

-10236 VERIFYPVD_CRL_REVOKED_REMOVECRL_ERROR
VERIFYPVD CRL 인증서가 폐기되
었습니다.

-10237 VERIFYPVD_CRL_REVOKED_PRIVILEGE_ERROR
VERIFYPVD CRL 인증서가 폐기되
었습니다. 폐기사유 권한

-10238 VERIFYPVD_CRL_REVOKED_AACOMPROMISE_ER
ROR

VERIFYPVD CRL 인증서가 폐기되
었습니다. 폐기사유 키손상

-10239 VERIFYPVD_CRL_UNKWON_REASONCODE_ERRO
R

VERIFYPVD CRL 인증서가 알수 없
는 이유로 폐기되었습니다.

-10240 VERIFYPVD_CRL_STATUS_UNKNWON_ERROR
VERIFYPVD CRL 인증서의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10241 VERIFYPVD_CRL_FIND_REASONCODE_ERROR
VERIFYPVD CRL 알수없는 에러코
드 오류 입니다.

-10242 VERIFYPVD_CRL_CERT_EXP_ERROR
VERIFYPVD CRL 인증서 데이터손
상 오류

-10243 VERIFYPVD_CRL_CERT_ASNDECODE_ERROR
VERIFYPVD CRL 인증서 ASN 
decode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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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4 VERIFYPVD_CRL_CERT_EXPIRED_ERROR
VERIFYPVD CRL 유효기간 만료 오
류

-10245 VERIFYPVD_CRL_LIB_ERROR VERIFYPVD CRL 경로검증 오류

-10246 VERIFYPVD_CRL_INVALID_CASIGNATURE_ERROR
VERIFYPVD CRL CA 서명 검증 오
류

-10247 VERIFYPVD_CRL_INVALID_ROOTSIGNATURE_ERR
OR

VERIFYPVD CRL ROOT 서명 검증 
오류

-10248 VERIFYPVD_CRL_ISSUERCERT_ISNULL_ERROR
VERIFYPVD CRL 발급자 인증서 가
져오기 오류

-10249 VERIFYPVD_RA_GETRAIP_ISNULL_ERROR
VERIFYPVD RA 설정파일에서 IP 설
정 가져오기 실패

-10250 VERIFYPVD_RA_GETRAPORT_ISNULL_ERROR
VERIFYPVD RA 설정파일에서 
PORT 설정 가져오기 실패

-10251 VERIFYPVD_RA_GETORGCODE_ISNULL_ERROR
VERIFYPVD RA 설정파일에서 기관
코드 가져오기 실패

-10252 VERIFYPVD_RA_CERTSTATUS_REVOCATED_ERRO
R

VERIFYPVD RA 인증서가 폐기되었
습니다.

-10253 VERIFYPVD_RA_CERTSTATUS_SUSPENDED_ERRO
R

VERIFYPVD RA 키손상없이 인증서
가 폐기되었습니다.

-10254 VERIFYPVD_RA_CERTSTATUS_UNKNWON_ERROR
VERIFYPVD RA 인증서 상태를 알수
없습니다.

-10255 VERIFYPVD_RA_CERT_NOTEXIST_ERROR
VERIFYPVD RA 알수없는 에러코드 
오류 입니다.

-10256 VERIFYPVD_RA_CERT_CERT_EXP_ERROR
VERIFYPVD RA 인증서 데이터손상 
오류

-10257 VERIFYPVD_RA_CERT_ASNDECODE_ERROR
VERIFYPVD RA 인증서 ASN 
decode 실패

-10258 VERIFYPVD_RA_CERT_EXPIRED_ERROR
VERIFYPVD RA 인증서 유효기간 만
료 오류

-10259 VERIFYPVD_RA_MAKEREQ_ERROR
VERIFYPVD RA REQUEST 메시지 
인코딩 실패

-10260 VERIFYPVD_RA_DAEMON_IO_ERROR
VERIFYPVD RA RESPONSE 메시지
Socket IO 오류

-10261 VERIFYPVD_RA_DECODEMSG_TOTALLEN_ERROR
VERIFYPVD RA RESPONSE 메시지
길이값 오류

-10262 VERIFYPVD_RA_DECODEMSG_TYPE_ERROR
VERIFYPVD RA RESPONSE 메시지
타입 오류

-10263 VERIFYPVD_RA_DECODEMSG_RECORDLEN_ERR
OR

VERIFYPVD RA RESPONSE 메시지
레코드 길이오류

-10264 VERIFYPVD_RA_DECODEMSG_ENCODING_ERRO
R

VERIFYPVD RA RESPONSE 메시지
문자 인코딩 오류

-10265 VERIFYPVD_RA_DECODEMSG_ISNULL_ERROR
VERIFYPVD RA RESPONSE 메시지
가 null 값 입니다.

-10271 VERIFYPVD_CR_GETRAIP_ISNULL_ERROR
VERIFYPVD CR 설정파일에서 IP 설
정 가져오기 실패

-10272 VERIFYPVD_CR_GETRAPORT_ISNULL_ERROR
VERIFYPVD CR 설정파일에서 
PORT 설정 가져오기 실패

-10273 VERIFYPVD_CR_MAKEREQ_ERROR
VERIFYPVD CR REQUEST 메시지 
인코딩 실패

-10274 VERIFYPVD_CR_DAEMON_IO_ERROR
VERIFYPVD CR RESPONSE 메시
지
Socket IO 오류

-10275 VERIFYPVD_CR_CERTSTATUS_REVOCATED_ERRO
R

VERIFYPVD CR 인증서가 폐기되었
습니다.

-10276 VERIFYPVD_CR_CERTSTATUS_SUSPENDED_ERRO
R

VERIFYPVD CR 키손상없이 인증서
가 폐기되었습니다.

-10277 VERIFYPVD_CR_CERTSTATUS_UNKNWON_ERROR
VERIFYPVD CR 인증서 상태를 알수
없습니다.

-10278 VERIFYPVD_CR_CERT_NOTEXIST_ERROR
VERIFYPVD CR 알수없는 에러코드 
오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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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9 VERIFYPVD_CR_DECODEMSG_TOTALLEN_ERROR
VERIFYPVD CR RESPONSE 메시
지 길이값 오류

-10280 VERIFYPVD_CR_DECODEMSG_TYPE_ERROR
VERIFYPVD CR RESPONSE 메시
지
타입 오류

-10281 VERIFYPVD_CR_DECODEMSG_RECORDLEN_ERR
OR

VERIFYPVD CR RESPONSE 메시
지
레코드 길이오류

-10282 VERIFYPVD_CR_DECODEMSG_ENCODING_ERRO
R

VERIFYPVD CR RESPONSE 메시
지
문자 인코딩 오류

-10283 VERIFYPVD_CR_DECODEMSG_ISNULL_ERROR
VERIFYPVD CR RESPONSE 메시
지
가 null 값 입니다.

-10284 VERIFYPVD_CRLD_RECEIVE_ISNULL_ERROR
VERIFYPVDCRL 데몬 RECEIVE 메
시지가 null 값 입니다.

-10285 VERIFYPVD_CRLD_INPUT_ISNULL_ERROR
VERIFYPVDCRL 데몬입력값이 null
입니다.

-10286 VERIFYPVD_CRLD_UNKNOWNHOST_ERROR VERIFYPVDCRL 데몬 연결 실패

-10287 VERIFYPVD_CRLD_IO_ERROR
VERIFYPVDCRL 데몬 RESPONSE 
메시지 Socket IO 오류

-10288 VERIFYPVD_CRLC_GETCRLDP_ERROR
VERIFYPVDCRL 데몬 CRLDP 를가

져오
는데 실패했습니다.

-10289 VERIFYPVD_TOSTRING_ERROR VERIFYPVD 스트링변환 오류
-10300 VERIFYPKCS1_INPUT_IS_NULL VERIFYPKCS1 입력값 오류

-10301 VERIFYPKCS1_BASE64DECODE_ERROR
VERIFYPKCS1 base64 decode 실
패

-10302 VERIFYPKCS1_ARRAYCOPY_ERROR VERIFYPKCS1 arraycopy 실패
-10303 VERIFYPKCS1_VERIFYPVD_ERROR VERIFYPKCS1 인증서 검증 오류

-10304 VERIFYPKCS1_STRENCODING_ERROR
VERIFYPKCS1 스트링 변환 실패 오
류

-10306 GENMACKEY_INPUT_IS_NULL GENMACKEY 입력값 오류
-10307 DIGESTHMAC_INPUT_IS_NULL DIGESTHMAC 입력값 오류
-10308 DIGESTHMAC_MACKEY_IS_NOT_20BYTE DIGESTHMAC 맥키 길이값 오류
-10309 VERIFY_BASE64ENCODE_ERROR VERIFY base64 encode 실패

-10310 ENVENC_UNSUPPORTED_ALGORITHM
ENVENC 지원하지 않는 알고리즘 
오류

-10311 RACLIENT_INVALID_INPUT RACLIENT 입력값 오류
-10312 RACLIENT_PERSONALCERT_INVALID_INPUT RACLIENT 개인신상 입력값 오류
-10313 RACLIENT_COMPANYCERT_INVALID_INPUT RACLIENT 기업관련 입력값 오류
-10314 RACLIENT_GETORGCODE_ISNULL_ERROR RACLIENT 기관코드 가져오기 실패
-10315 RACLIENT_ENCODEREQ_ERROR RACLIENT 메시지 생성 실패
-10316 RACLIENT_GETRAIP_ISNULL_ERROR RACLIENTRAIP 가져오기 실패
-10317 RACLIENT_GETRAPORT_ISNULL_ERROR RACLIENT RAPORT 가져오기 실패

-10318 RACLIENT_GETRES_INVALID_FIELD
RACLIENT RESPONSE 데이터 필드
값 오류

-10319 RACLIENT_DECODEMSG_TYPE_ERROR
RACLIENT RESPONSE 데이터 타입
값 오류

-10320 RACLIENT_DECODEMSG_ENCODING_ERROR
RACLIENT RESPONSE 데이터 한글
인코딩 실패

-10321 RACLIENT_DECODEMSG_ISNULL_ERROR
RACLIENT RESPONSE 인코딩 변환
실패

-10322 RACLIENT_DECODEMSG_RECORDLEN_ERROR
RACLIENT RESPONSE 데이터 길이

값
오류

-10323 RACLIENT_ENROLLUSER_FAIL_ERROR
RACLIENT 발급 에러코드 데
이터 입니다.

 Copyright(c) 2013 RaonSecure Co., Ltd. 17



-10324 RACLIENT_CHANGESTATUS_FAIL_ERROR RACLIENT 인증서 상태 변경 실패 
-10325 RACLIENT_UPDATEUSER_FAIL_ERROR RACLIENT 인증서 갱신 실패
-10326 RACLIENT_REENROLL_FAIL_ERROR RACLIENT 인증서 재발급 실패
-10328 RACLIENT_RA_DAEMON_IO_ERROR RACLIENT RA 데몬 

-10330 RACLIENT_CERT_NOTEXIST_ERROR
RACLIENT 인증서 상태보기 에러코
드 데이터입니다.

-10331 RACLIENT_CERTSTATUS_CHECKCODE_ERROR
RACLIENT 인증서 상태보기 잘못된 
선택코드 에러입니다.

-10332 RACLIENT_MISSNUM_FAIL_ERROR
RACLIENT 결번처리 에러코드 데이
터입니다.

-10333 CRCLIENT_INVALID_INPUT CRCLIENT 입력값 오류
-10334 CRCLIENT_PERSONALCERT_INVALID_INPUT CRCLIENT 개인신상 입력값 오류
-10335 CRCLIENT_COMPANYCERT_INVALID_INPUT CRCLIENT 기업관련 입력값 오류
-10336 CRCLIENT_GETORGCODE_ISNULL_ERROR CRCLIENT 기관코드 가져오기 실패
-10337 CRCLIENT_ENCODEREQ_ERROR CRCLIENT 메시지 생성 실패
-10338 CRCLIENT_GETRAIP_ISNULL_ERROR CRCLIENT RAIP 가져오기 실패
-10339 CRCLIENT_GETRAPORT_ISNULL_ERROR CRCLIENT RAPORT 가져오기 실패

-10340 CRCLIENT_GETRES_INVALID_FIELD
CRCLIENT RESPONSE 데이터 필드
값 오류

-10341 CRCLIENT_DECODEMSG_TYPE_ERROR
CRCLIENT RESPONSE 데이터 타입
값 오류

-10342 CRCLIENT_DECODEMSG_ENCODING_ERROR
CRCLIENT RESPONSE 데이터 한글
인코딩 실패

-10343 CRCLIENT_DECODEMSG_ISNULL_ERROR
CRCLIENT RESPONSE 인코딩 변환
실패

-10344 CRCLIENT_DECODEMSG_RECORDLEN_ERROR
CRCLIENT RESPONSE 데이터 길이

값
오류

-10345 CRCLIENT_CERT_NOTEXIST_ERROR
CRCLIENT 인증서 상태보기 에러코
드 데이터입니다.

-10346 CRCLIENT_CERTSTATUS_CHECKCODE_ERROR
CRCLIENT 인증서 상태보기 잘못된 
선택코드 에러입니다

-10347 CRCLIENT_DECODE_CERT_ERROR
CRCLIENT 인증서 ASN Decode 실

패

-10348 CRCLIENT_RA_DAEMON_IO_ERROR
CRCLIENT 인증서 ASN Decode 실

패

-10349 CRCLIENT_GETCERTINFO_FAIL_ERROR
CRCLIENT 인증서 ASN Decode 실

패

-10350 CRCLIENT_B64ENCODE_FAIL_ERROR
CRCLIENT 인증서 ASN Decode 실

패

-10351 RACLIENT_GETCERTINFO_FAIL_ERROR
CRCLIENT 인증서 ASN Decode 실

패

-10352 RACLIENT_DECODE_CERT_ERROR
CRCLIENT 인증서 ASN Decode 실

패

-10353 GETRESCERTSTAT_RAFLAG_ISFALSE_ERROR
CRCLIENT 인증서 ASN Decode 실

패

-10354 RACLIENT_WRONG_RECNUM_ERROR
CRCLIENT 인증서 ASN Decode 실

패
-10355 REMOVECONTENT_INVALID_INPUT REMOVECONTENT 입력값 오류
-10356 REMOVECONTENT_BASE64DECODE_ERROR REMOVECONTENT 입력값 오류

-10357 REMOVECONTENT_CONTENTINFO_ISNULL_ERRO
R REMOVECONTENT 입력값 오류

-10358 REMOVECONTENT_DECONTENTINFO_FAIL_ERRO
R REMOVECONTENT 입력값 오류

-10359 REMOVECONTENT_BASE64ENCODE_ERROR REMOVECONTENT 입력값 오류

3.2 Client 에러코드
에러 코드 에러 메시지

 Copyright(c) 2013 RaonSecure Co., Ltd. 18



-1000 인증서 저장매체에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1001 토큰매체 찾기에 실패하였습니다.
-1002 인증서 저장소에 인증서가 없습니다.
-1004 암호가 틀렸습니다.
-1005 허용된 인증서가 아닙니다.
-1403 HSM 핀 번호가 틀렸습니다.
-4008 패스워드 복호화 오류입니다.
-9001 전자서명에 사용할 인증서 정보가 없습니다.
-9002 전자서명에 사용할 인증서를 찾을 수 없습니다.
-9003 전자서명에 사용할 인증서 저장매체를 찾을 수 없습니다.
-9200 서명 실패
-9201 유효하지 않은 서명 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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