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사인 에러 테이블

Too many parameters; signcode failed
이 오류 메시지는 잘못된 옵션이나 지원되지 않는 옵션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 메시지입니다. 옵션을 바르게
사용하였는지 세심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80004005

또한, 프로그램 이름(-n 옵션)이나 URL(-i 옵션) 등을 입력하실
때 혹시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십시오.
띄어쓰기는 곧 다른 옵션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인식되기때문에
띄어쓰기에 의해서 동일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프로그램 이름을 입력할 때,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반드시 띄어쓰기를 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코모도코리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Signcode failed

80004005

-x 옵션을 -t 옵션 없이 단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t 옵션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Signcode failed

80030070

고객님의 서명할 CAB 파일에 디지탈 서명할 공간이
마련되어있지 않아서 발생되는 에러입니다.
Cabarc.exe 유틸리티로 CAB 파일을 -s 6144 옵션으로 다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Invalid timestamp http address; timestamping failed

80070001

이 오류 메시지는 잘못된 명령이 아니며, Timestamp 서버에
접속이 실패한 것입니다. 다시 Succeded 메시지가 나올때까지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네트웍에 이상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ne or more input parameters are invalid; Signing failed

80070002
-n 옵션이나 -i 옵션에서 파라미터가 너무 길었을때 발생하는
80070006
에러입니다.
또는 잘못된 옵션을 사용하였을 때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80070005

Signcode Failed

서명 작업하는 cab 파일이 읽기 권한만 주어졌을 경우에
발생하는 에러입니다.
서명 작업을 하면 서명되는 대상 cab 파일에 코드 서명 내용이
삽입되어야 하므로 파일 속성이 쓰기 권한 설정까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cab 파일을 새로 생성하는 중(배치파일로 서명작업하는
경우에)이라면,
cab 파일을 만드는 과정(cab 파일 생성 디스크 쓰기)과 서명
작업 과정(cab 파일 서명 쓰기)이 겹쳐지게 되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Connection timed out, or invalid response from the timestamp
server; timestamping failed
올바르지 않은 timestamp 입니다. -t 옵션 뒤에 적어준
timestamp 서버의 URL 이 정확하게 적혀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8007000d
정확한 URL 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오류가
발생한다면, 해외에 있는 timestamp 서버가 잠시 이상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시도해보시고 여전히 오류가
발생하면 코모도코리아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Signcode failed
코드사인 툴(signcode)의 버전이 낮습니다. 코모도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업데이트된 코드사인 툴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80070057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드사인 툴을 교체하고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서명 작업하는
CAB 파일이 손상된 CAB 파일일 수도 있습니다. CAB 을 새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Signing Failed
The filename, directory or volume is incorrect (Missing a
8007007d parameter)
이 오류 메시지는 잘못된 옵션이나 지원되지 않는 옵션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 메시지입니다.
옵션을 바르게 사용하였는지 세심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Signcode failed
8007007f
코드사인 툴에서 -j 옵션을 이용 가능하게 해주는 DLL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DLL 파일이 필요합니다.
Signing failed
80070485

imagehlp.dll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코드사인 툴을 다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드사인 툴은 응용프로그램 인증 가이드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Unable to sign the program

80090016 코드사인 툴의 버전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코모도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코드사인 툴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Unable to open a CSP provider with the correct private key
이 오류 메시지는 입력하신 비밀번호가 잘못된 경우,
또는 .pvk(Private Key File) 파일과 .spc 인증서 파일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와 파일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80092006

간혹 .pvk 와 .spc 를 PC 에 저장하지 않은 채 서명작업을
수행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두개의 파일이
없이는 서명이 불가능하오니 해당 디렉터리에 정확하게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일, 비밀번호를 잊으셨을 경우에는 코모도코리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ftware publishing certificate and private key do not
match or do not contain valid information

80092009

.pvk 와 .spc 가 서로 한 쌍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수취하신
인증 파일이 맞는지, 누군가 파일을 변조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해결할 수 없으신 경우에는 코모도코리아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There is no valid certificate in the [store name] cert store;
signcode failed

8009200c
-s 옵션을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옵션을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There is no valid certificate in the my cert store; signcode failed
-c 옵션을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옵션을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timestamping failed
해외에 있는 timestamp 서버에 이상이 있는 경우(많은
트래픽이나, 기타등등..)에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80093102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객님의 네트웍에 방화벽아니 프록시 설정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문제가 발생되면 코모도코리아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Failed to build the certificate chain as requested; signing failed
800b010a 잘못된 인증서 파일입니다. 코모도코리아를 통해서 받으신
인증서가 확실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에 코모도코리아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