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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리뷰션
(2021년 130건,

2022년 96건
반영)

5.3.20.RELEASE

2.7.0.RELEASE

심플홈페
이지템플
릿개선

+ MyBatis DAO 

소스생성기능

모바일
신분증
연계추가

NoSQL 연계예제추가



v4.0 v4.1

Eclipse 2022.03 (4.23.0)

Java 18 지원 등 개발환경 최신화

Lambda Entry Breakpoint 기능 추가

MacOS Apple Silicon 지원

Spring Tools 4.15.1

Spring Boot 지원, JDK11+ 필요

EclEmma 3.1.5

Eclipse Public License Version 2.0 으로 변경

Docker Tooling 5.6.0

 (신규) 도커 이미지와 컨테이너 관리 기능 제공

표준프레임워크 4.1 플러그인 탑재

실행환경 v4. 1

EGit 6.1.0

Commit&Diff뷰어 성능 향상

StagingView untracked files 토글 옵션 추가 등

Eclipse 2021.03 (4.19.0)

JDK compliance Java 14 지원 등 개발환경 최신화

New record를 이용한 템플릿 생성 기능

Record 생성 위자드 제공

Spring Tools 4.10

Spring Boot 대시보드

EclEmma 3.1.3

표준프레임워크 4.0 플러그인 탑재

실행환경 v4. 0

EGit 5.11.0

Cloud Foundry 1.2.3

 (신규) Pivotal Cloud Foundry로의배포 지원



x86-64 / M1



Stable Sort Order 
in Progress View

Debugger
Values
Inline



Label Objects 
during Debugging



Multiple Text 
Selection

Extract 
lambda body 
to method





CRUD
코드 자동 생성
기능 보완



React 18.2.0
React Router 6.4.0

JWT
적용



분산 로그
업그레이드



CF 배포 K8S 배포



v4.0 v4.1

Spring Framework (5.3.20)

CachedIntrospectionResults속성 자체 검사 수정

ModelAttribute에사용자 지정 이름이 있는 경우
BindingResult 오류 수정

WebFlux 관련 기능 개선

이전 버전의 취약점 개선 적용

Spring Security (5.7.1)

LDAP인증위한 AuthenticationManagerFactory 추가

SAML 2.0 로그인 및 싱글 로그아웃 XML 지원 추가

Spring Batch 4.3.6

Serialization 메카니즘 기본값 변경 Jackson

Micrometer(모니터링 도구) 기반의 배치 모니터링 지원

MyBatis 3.5.10

주석 및 XML 태그의 속성으로 상호 보완하는 기능 추가

JdbcTransactionFactory에
skipSetAutoCommitOnClose속성 추가

생성자 자동 매핑에 매개변수 이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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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ring Security (5.4.6)

OAuth 2.0 지원

현대화된 암호 인코딩 (단방향 암호화 기능)

MyBatis 3.5.3

Spring Batch 4.3.2

Spring Framework 5 지원

 ItemReader및 ItemWriter를위한 빌더 지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및 NoSQL 연계 예제 추가

예제 추가



MVC WebFlux

(threads) (threads)

MVC와 WebFlux(R2DBC) 비교 MVC와 WebFlux(NoSQL) 비교

WebMVC 와 WebFlux 성능비교 (쓰레드별 응답속도)

(ms) (ms)



모바일 운전면허증 연동 추가



골디락스 DB 추가



컨트리뷰션 적용

2022.3.31. ~ 
7.31(4개월)
44명 참여
(240건)



공통
기반

5.3.6 5.3.20

2.4.5 2.7.0

5.4.6 5.7.1

4.3.2 4.3.6

1.11.23

5.4.10 5.6.8

3.5.3 3.5.10



4.19.0 4.23.0

2.14.21 2.14.21

2.319.2 2.319.2

4.3.4 4.3.4



4.10.0 4.16.1 - Spring Boot 지원, JDK11+ 필요

1.2.4 1.3.0 - 최신 안정화 버전 적용

4.0.0 4.1.0

4.31.0 4.40.0 - 최신안정화버전적용

3.1.3 3.1.5 - 최신안정화버전적용

5.11.0 6.1.0
- Commit&diff 뷰어성능향상
- StagingView untracked files 토글옵션추가등.

4.13.0 4.13.2 - 최신안정화버전적용



4.2.3 4.7.3 - 최신안정화버전

- 1.2.3
(신규) 이클립스에서 Pivotal Cloud Foundry로의
배포지원

- 5.6.0 (신규) 도커이미지와컨테이너관리기능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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