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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리뷰션

5.3.6.RELEASE

2.4.5.RELEASE
디지털
원패스

MSA템플릿 (신규)

+
템플릿 3종 UI/UX개선



v3.10 v4.0

Eclipse 2021.03 (4.19.0)
JDK compliance Java 14 지원 등 개발환경 최신화

New record를 이용한 템플릿 생성 기능

Record 생성 위자드 제공

Eclipse 2020.06 (4.16.0)

Spring IDE 3.9.16
JDK 11 (base line)

Spring Tools 4.10
Spring Boot 대시보드

Nexus 2.14.17
Remote Code Execution (RCE) 이슈 개선

Nexus 2.14.17

EGit 5.11.0
Eclipse용 Git 통합 툴

표준프레임워크 4.0 플러그인 탑재
실행환경 v4. 0

표준프레임워크 3.10 플러그인 탑재

SpotBugs 4.2.3
FindBugs가 SpotBugs로 계승됨

SpotBugs 4.0.6

EGit 5.8.0

Spring IDE 3.9.13



입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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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ry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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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y-with-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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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Ups >Clean Ups >
Java Feature

추가됨



템플릿
UI 개선



MSA 템플릿
추가 탑재



스프링부트
대시보드



v3.10 v4.0

Spring Framework (5.3.6)

JDK 8을 기반으로 하며 JDK 14 까지 호환

스프링 부트 2.4.5 지원 (독립적 구동 및 배포)

스프링 프레임워크 코드에서 JDK 8 기능 사용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지원

함수형 웹 프레임워크 제공

Kotlin 지원

Spring Security (5.4.6)

OAuth 2.0 지원

현대화된 암호 인코딩 (단방향 암호화 기능)

Spring Batch 4.3.2
Spring Framework 5 지원

 ItemReader 및 ItemWriter를 위한 빌더 지원

Micrometer(모니터링 도구) 기반의 배치 모니터링 지원

Spring Data JPA 2.2.3

Spring Framework (4.3.25)
SpEL 기능 향상

FlashMapManager 오류 개선

Spring Security (4.2.13)
인증 처리 기능 개선

Spring Data JPA 1.11.23
중간 심각도 보안 취약점 개선 버전 적용

Spring Batch 3.0.10
XML 외부 참조 취약점 개선



5.3.6.RELEASE 2.4.5.RELEASE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구현
MSA 적용 개발가이드 제공



5.3.6.RELEASE 2.4.5.RELEASE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지원
Reactive Stream, Reactor

WebFlux 도입으로 비동기 프로세스 애플리케이션 구
현 가능

JAVA EE 8 API와 통합
Java Reflection, 함수형 자바 람다 지원

JDK 9+, Servlet 4+, JUnit 5+ 지원
어플리케이션용 업그레이드 모듈 시스템

융합 아키텍처 구축 지원
Spring MVC + Spring WebFlux

라이브러리 관리 자동화
Spring Boot Starter를 이용한 의존성 처리

설정의 자동화
실행에 필요한 환경을 자동으로 설정

라이브러리 버전 자동 관리
의존관계에 있는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호환 버전 자동 관리

테스트 환경과 내장 Tomcat, Jetty, Underdow
JUnit 5와 내장 서버 제공

5.4.6.RELEASE
OAuth 2.0 도입

인증·인가

간단한 구현

안정성 향상 (HTTPS 필수)

현대화된 비밀번호 인코딩
DelegatingPasswordEncoder

독립적으로 실행 가능
웹 어플리케이션 jar 파일 패키징하여 독립적 실행 가능



디지털 원패스 연동 추가

전자정부서비스
로그인화면

디지털원패스
회원정보확인

전자정부서비스
회원관리화면



컨트리뷰션 적용

2021.3.31. ~ 2021.3.31. ~ 
7.31(4개월)
18명 참여
(219건)



공통
기반

4.3.25 5.3.6

2.4.5

4.2.13 5.4.6

3.0.10 4.3.2

2.12.1

5.1.7 5.4.10

3.4.6 3.5.3



4.16.0 4.19.0

2.14.17 3.36.0

2.242 2.288

4.2 4.3.4



3.9.13 4.10.0 - Spring Boot 지원, JDK11+ 필요

5.5.1 5.5.2 - 최신 안정화 버전 적용

3.10.0 4.0.0

4.16 4.24.0 -최신안정화버전적용

3.1.3 3.1.4 -최신안정화버전적용

3.1.4 3.1.5 -최신안정화버전적용

4.13 4.13 -



4.1.2 4.2.3 -최신안정화버전

5.8.0 5.11.0 - GPG인증방식추가

3.7.0 3.7.0 -디버깅정보및로그정보시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