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I 

III 

I 





4 

1.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배경 및 목적 
I. 소개 및 추진 성과 

전자정부 서비스 품질향상 및 정보화 투자 효율성 제고 

각 사업별로  
공통컴포넌트 중복 개발 

기관별/사업별 
개별적인 정보화 사업추진 

최적화/표준화된 
공통개발기반 요구 

특정업체 종속성 발생으로 
인한 공정경쟁 저하 및  

사업자 변경 시 예산낭비 

개발표준 부재로 
시스템간 상호운용성 및 

재사용성 저하 

차세대 전자정부 공통컴포넌트 및 표준프레임워크 구축 및 적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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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개념 
I. 소개 및 추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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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프레임워크 추진경과 
I. 소개 및 추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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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준프레임워크 성과 
I. 소개 및 추진 성과 

2019.10.31일 기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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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프레임워크 v3.9 주요 개선 사항 
II. 신규버전 3.9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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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프레임워크 v3.9 개발환경 
II. 신규버전 3.9 소개 

v3.8 v3.9 

Eclipse Photon (4.8.0) 

최신 자바(JAVA 10, 9버전)지원 등 개발환경 최신화  

디버그에서 Breakpoint Exit 이후 값 측정 기능 개선 

중복 코드에 대한 Cleanup 기능 개선 

코드 에디터의 자바 코드 Visuality 향상 (highlight) 

Eclipse Oxygen (4.7.3a) 

2018년 4월 11일 출시 Oxygen 안정화 버전 

 

Jenkins 2.190.1 

CSRF token 생성을 위해 SHA-256 지원 

최신 보안 및 버그 Fix 적용 

Jenkins 2.138.4 

Nexus 2.14.15 

JQuery 업그레이드 

대시보드 패널의 html tag 개선 

Nexus 2.11.3 

표준프레임워크 3.9 플러그인 탑재 

실행환경 v3.9 

공통컴포넌트 251종 

DBMS 7종 

템플릿 

모바일 Device API에 Cordova 8.1.2 탑재 

모바일 Device API 웹서버 2종 DB 추가, MyBatis 

표준프레임워크 3.8 플러그인 탑재 

실행환경 v3.8 

공통컴포넌트 251종 

DBMS 7종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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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프레임워크 v3.9 개발환경 
II. 신규버전 3.9 소개 

 

Dark 
Theme 

개선 

v3.8 

v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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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프레임워크 v3.9 개발환경 
II. 신규버전 3.9 소개 

 

Quick 
Access 

개선 

v3.8 

v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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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프레임워크 v3.9 개발환경 
II. 신규버전 3.9 소개 

 

Test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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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프레임워크 v3.9 개발환경 
II. 신규버전 3.9 소개 

 

Sort 
library 
entries 

ON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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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프레임워크 v3.9 개발환경 
II. 신규버전 3.9 소개 

 

Debug 
perspective 

layout 

v3.8 

v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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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프레임워크 v3.9 개발환경 
II. 신규버전 3.9 소개 

 

모바일 Device API 템플릿 
 Device API 가이드 프로그램 및 웹서버 프로그램 탑재 

 Cordova 8.1.2 탑재하여 최신버전의 모바일 지원  

 모바일용 웹서버 
 MyBatis지원 

 7종 DB 예제 (2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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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프레임워크 v3.9 개발환경 
II. 신규버전 3.9 소개 

 

eGovCI-3.9.0.zip (서버 개발환경) 
eGovCI 패키지  

 (Ant, Maven, Tomcat, JDK, SVN) 

Nexus 2.11.3 → 2.14.15 

Jenkins 2.138.4 → 2.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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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프레임워크 v3.9 실행환경 
II. 신규버전 3.9 소개 

v3.8 v3.9 

Spring Framework (4.3.22) 

XSD 유효성검사 오류 수정 

DataSourceUtils 리소스 누출 개선 

Spring Security (4.2.11) 

스프링 4.3.22 지원, 쓰레드 가시성 개선 

MyBatis 3.4.6 

static method 사용가능, BatchExecutor 종료처리 
개선 등 

보안성강화 위한 외부 노출 서비스 접근 제어 모듈 탑재 

인증, 접근 권한 기능 구현의 편리성 제공 

Spring Security 복잡성 대체 

Spring Framework (4.3.16) 

Spring Security  (4.2.5) 

MyBatis 3.4.5 

세션 인터셉터 방식의 접근 제어 모듈 기능 없음 

Hibernate 5.0.12 

Java8 Date/Time 지원, Stream Query 지원, 추가 
Annotaion 지원, Lucene Query 변경 등 

Hibernate 4.3.11 

iBatis 2.11.2 

예외처리 성능 향상, 리소스 관리 개선 

Log4j 2.8.2 

Cordova(PhoneGap) 8.1.2 

최신버전 OS 및 단말기 지원, WebView 엔진 변경, 
배포프로젝트 유형 변경, Permission처리 추가 

Cordova(PhoneGa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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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프레임워크 v3.9 실행환경 
II. 신규버전 3.9 소개 

모바일 디바이스 API 업그레이드 
Device Core API 업그레이드 (Cordova v6.4 → v8.1.2) 

안드로이드 Device API Plugin 21종 업그레이드 

아이폰 Device API Plugin 21종 업그레이드 

Android v4.4 (Kitkat, API Level 19)  

~ v9(Pie) 최신버전 
순번 가이드 프로그램 순번 가이드 프로그램 

1 Accelerator  12 PushNotifications  

2 Camera  13 FileOpener  

3 Compass  14 StreamingMedia  

4 Contacts  15 Barcodescanner  

5 DeviceInfo  16 WebResourceUpdate  

6 FileReaderWriter  17 DeviceFileManage  

7 GPS  18 JailbreakDetection  

8 Interface  19 SocketIO  

9 Media  20 SQLite  

10 Network  21 UnZip  

11 Vibrator  

iOS v8.0  

~ v13 최신버전 

X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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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프레임워크 v3.9 실행환경 
II. 신규버전 3.9 소개 

보안성 강화를 위한 외부 노출 서비스 접근 제어 모듈 탑재 
인증, 접근 권한 기능 구현의 편리성 제공 

Spring Security 복잡성 대체 

롤 패턴별 접근 권한 관리 접근 결정 
관리자 

인증 관리자 

 유효한 크리덴셜  접근 권한 확인  페이지를 요청 

NEW 한 개의 설정 파일로 인증 및 접근 권한 설정 완료!  

v 4.2.11 

간편한 
설정 

알아야 할 
필터가  
너무 많아 

복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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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준프레임워크 v3.9 공통컴포넌트 
II. 신규버전 3.9 소개 

공통컴포넌트에 접근 제어 탑재 
공통컴포넌트에서 예제 제공 

권한 기능 구현의 편리성 제공 

Spring Security 복잡성 대체 

롤 패턴별 접근 권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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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준프레임워크 v3.9 공통컴포넌트 
II. 신규버전 3.9 소개 

2019년도 33종 개선(총 36개 메뉴, 69개 jsp 파일) 

사용자 디렉토리/통합인증 (1) : 로그인정책관리 

통계/리포팅 (2) : 자료이용현황통계, 보고서통계 

협업 (9) : 게시판관리, 블로그관리, 전자우편, 부서업무함관리, 일지관리, 메모보고, 일정관리, 부서일정관리, 주간/월간보고관
리 

사용자지원 (8) : - 배너관리, 직원경조사관리, 인터넷서비스안내및관리, 로그인화면이미지관리, 메인이미지관리, 회의실관리, 
쪽지관리, 뉴스관리, 포상관리, 사용자부재관리, FAQ관리, 상담관리, 설문항목관리, 설문질문관리, 설문관리, 설문응답자관리, 
설문템플릿관리, 설문조사 

시스템관리 (1) : 시스템이력관리 

디지털 자산 관리 (2) : - 개인지식관리, 지식정보관리 

HTML5 멀티파일 업로드 기능 추가 
기존 파일 업로드 UI 보유 공통컴포넌트 33종 HTML5 멀티파일 업로드 신규기능 적용 
 (단, 파일 업로드 공통 UI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있는 않은 컴포넌트는 개선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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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픈소스 업그레이드 현황 (실행환경) 
II. 신규버전 3.9 소개 

공통 
기반 

4.3.16 4.3.22 

4.2.5 4.2.11 

2.10.2 2.11.2 

4.3.11 

3.4.5 3.4.6 

1.3.1 1.3.2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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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픈소스 업그레이드 현황 (개발환경) 
II. 신규버전 3.9 소개 

4.7.3a 4.8.0 

2.11.3 2.14.15 

2.138.3 2.190.1 

3.8.4 4.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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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픈소스 업그레이드 현황 (개발환경) 
II. 신규버전 3.9 소개 

3.9.4 3.9.9 - 최신 스프링 코어 지원 

5.3.0 5.4.0 - 최신 안정화 버전 적용  

3.8.0 3.9.0 

1.1.1 1.2.2 - 최신 안정화 버전 적용 

4.0.16 4.6.0 - 최신 안정화 버전 적용 

3.0.1 3.1.2 - 최신 안정화 버전 적용 

1.0.21 2.2.1 - 최신 안정화 버전 적용 





27 

1. 현황 및 추진 과제 
III. 향후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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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추진 과제 

2020년 2021년 2022년 

버전 표준프레임워크 3.10 표준프레임워크 4.0 표준프레임워크 4.1 

기반 
Spring 4.x 업그레이드 

Spring 5.x 실행환경 업그레이드 
Spring 5.x 개발 Spring 5.x 업그레이드 

배치 Spring Batch 4.x 설계 Spring Batch 4.x 개발 

모바일 Cordova 9.0 적용 개발 

 실행환경 업그레이드 계획 

III. 향후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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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추진 과제 
III. 향후 추진 과제 

 

표준프레임워크 실행 환경 플랫폼 

개발 환경 

통합개발서버 

서비스 개선사항 신규사항 

관리 환경 

운영 환경 

형상관리 도구 배포도구 테스트도구 

Test Reporting 

Unit Test 

Batch Test 

Build 

Deployment 

Cloud Deployment 

Configuration Mgt. 

Change 

Management 

Cloud Source 

Storage 

구현도구 

Code Generation Code Inspection 

MSA Template 

Editor Batch Template 
Methodology & 

Template 
Change Mgt. 

Server 

CI Server 

Repository Server 

KSB Webtoolket 
Server 

Web Test 
Automation 

BigData Template 알고리즘 Template 

스트리밍Template 

데이터처리 업무처리 화면처리 배치처리 

공통기반 연계통합 모바일 화면처리 

모바일 디바이스API 

웹서비스 실행환경 (모놀로식 방식) 클라우드 서비스 실행환경 (마이크로 서비스 방식) 

MSA Support 알고리즘처리 

지능형 서비스연계 

공통기반 

화면처리 업무처리 연계처리 

MSA 
데이터처

리 

BigData 
데이터처

리 

스트리밍 
데이터처

리 

디바이스 프로토콜 

Protocol Support 

Protocol Binding 

Regression 

Classification 

Clustering 

Watson API 

ExoBrain API 

KSB 인공지능 API 

TensorFlow API 

AS-IS 서비스 

 표준프레임워크는 MSA, 인공지능, IoT를 지원하는 스마트 플랫폼으로 발전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