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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개

• 개발프레임워크는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능 및 아키텍처를 미리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어플리케이션 구축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개발프레임워크의 표준 정립으로 응용 SW 표준화, 품질 및 재 사용성 향상
• “전자정부 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정보화 투자 효율성 향상”을 달성하고, 대ㆍ중소기업이 동일한 개발기반 위에서 공정 경쟁
• 표준프레임워크는 기존 다양한 플랫폼(.NET, php 등) 환경을 대체하기 위한 표준은 아니며, Java 기반의 정보시스템 구축에 활용

하실 수 있는 개발·운영 표준 환경 제공

주요기능

• [실행환경] 전자정부 사업에서 개발하는 업무 프로그램의 실행에 필요한 공통모듈 등 업무 프로그램 개발 시 화면, 서버 프로그
램 ,데이터 개발 ,배치처리기능 개발을 표준화가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응용프로그램환경

• [개발환경] 전자정부 업무 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환경 제공
• [운영환경] 실행환경에서 운영되는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환경제공(모니터링, 배포, 관리시스템 등) ,배치환경을 운영하기 위

한 환경제공(배치실행, 스케줄링, 결과모니터링 등)
• [관리환경] 개발프레임워크 및 공통서비스를 각 개발 프로젝트에 배포 및 관리하기 위한 모듈
• [공통컴포넌트] 전자정부 공통컴포넌트는 전자정부 사업에서 응용SW 개발 시 공통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도

록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의 집합
• 모바일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이 웹 리소스 기반으로 구현 및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응용 프로그램 환경 디바이스API, 자바

스크립트 프레임워크, 하이브리드 프레임워크 등

대분류 • 시스템 SW 소분류 • SW공학도구

라이선스형태 • Apache 2.0 사전설치솔루션 JDK, Web/WAS, DBMS 등

실행하드웨어 • PC 및 서버 버전 • ~ v3.7

특징

• 국가적 표준화 지향 : 민.관.학계로 구성된 자문협희회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표준화 수행
• 변화 유연성 : 각 서비스의 모듈화로 교체가 용이하며 인터페이스 기반 연동으로 모듈간 변경영향 최소화
• 편리하고 다양한 환경 제공 : Eclipse기반의 모델링(UML, ERD), 에디팅, 컴파일링, 디버깅 환경 제공
• 모바일 환경 지원 : 모바일 환경을 위한 모바일 웹(UX/UI) 및 하이드리드 앱 지원
• 개방형 표준 준수 : 오픈소스 기반의 범용화되고 공개된 기술의 활용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한 종속성 배제
• 상용 솔루션 연계 : 상용 솔루션과 연계가 가능한 표준을 제시하여 상호운용성 보장

보안취약점
• 취약점 ID : CWE-434 , CWE-494
• 취약점 설명 : 웹에디터 파일업로드시 파일 타입,크기,개수,실행권한 제한, 경로조작 문자열 이용한 파일 다운로드 취약점
• 대응방안 : 최신패치 적용

개발회사/커뮤니티 • 한국정보화진흥원 / 표준프레임워크 오픈커뮤니티

공식 홈페이지 • http://www.egovfra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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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요약

• 표준프레임워크 구성요소

표준프레임워크는 실행, 개발, 관리, 운영 등 4개의 환경과 모바일 표준프레임워크, 공통컴포넌트로 구성

- 4 -



3. 실행환경
세부목차

3.1 실행환경

3.2 개발환경

3.3 관리환경

3.4 운영환경

3.5 공통컴포넌트

3.6 모바일 표준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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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행환경

화면처리, 업무처리, 데이터처리, 연계처리, 공통기반, 배치처리 등 6개 레이어의 표준프레임워크 실행환경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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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실행환경



3. 실행환경

구현도구, 테스트도구, 형상관리도구, 배포도구 등 쉽고 편리한 프레임워크 개발환경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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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발환경



3. 실행환경

관리환경은 표준프레임워크에 대한 다양한 문의 및 서비스 요청에 대한 접수 및 내부 프로세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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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관리환경



3. 실행환경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위에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동작 정보와 수행로그를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운영자는 시스템 상태를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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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운영환경



3. 실행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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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컴포넌트는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표준 준수 및 유연성을 확보하여 재사용성을 극대화하고 또한, 기존 웹 뿐만
아니라 모바일 공통컴포넌트를 추가하여 모바일 웹 구현 시 활용 가능

3.5 공통컴포넌트



3. 실행환경

모바일 표준프레임워크는 표준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용자 경험지원 기능, 
모바일 공통컴포넌트 등을 추가적으로 구현한 모바일 웹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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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모바일표준프레임워크



4. 설치 및 실행
세부목차

4.1 표준프레임워크 설치

4.2 공통컴포넌트 실행

4.3 모바일 표준프레임워크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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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치 및 실행
4.1 표준프레임워크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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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포털(www.egovframe.go.kr)을 통해 표준프레임워크를 다운받아 설치 및 실행



4. 설치 및 실행
4.2 공통컴포넌트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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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저드 방식을 이용하여 한번의 클릭으로 공통컴포넌트를 선택 및 설치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공통컴포넌트 설정부터 테이블 생성까지 바로 실행 가능한 코드를 생성하는 기능 제공



4. 설치 및 실행
4.3 모바일표준프레임워크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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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모바일 웹 사이트 구현을 위한 템플릿을 제공하며, 템플릿 기반의 개발 수행



5. 기능소개
세부목차

5.1 eGovFrame 실행

5.2 eGovFrame Perspective 

5.3 eGovFrame 템플릿

5.4 공통컴포넌트 위저드

5.5 프로젝트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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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능소개

• 예) “C:\eGovFrame-3.7.0\eclipse” 를 더블 클릭하여 Eclipse를 실행한다.

•  Eclipse 기본 화면은 메뉴바, 툴바, 퍼스펙티브바, 4개의 뷰영역으로 크게 구분된다. 이 4개의 뷰를 포함 하는 전체

영역을 퍼스펙티브(Perspective) 라고 하고, 이 Eclipse Window 전체를 워크벤치 (Workbench) 라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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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GovFrame 실행



5. 기능소개

• 방법1 : Eclipse Menu > eGovFrame > Start > New Web Project 선택

• 방법2 : Package Explorer >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 New > eGovFrame Web Project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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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GovFrame Perspective 



5. 기능소개

• Simple Homepage 

메인페이지, 사용자관리, 공지사항 관리, 게시판 관리, 안내 관리 기능 제공

• Portal Site

포털 공지사항 관리, 사용자 관리, 권한 관리, 포털 초기화면 관리, 

포털 공지사항 관리, 포털 FAQ관리, 포털 행사참가 관리 기능 제공

• Enterprise Business 

메인 페이지, 업무 사용자 관리, 공지사항 관리, 게시판 관리, 권한 관리, 

메뉴 관리 기능 제공

•  Common All-in-one 

공통컴포넌트 240종의 모든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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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템플릿 프로젝트를 자동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

5.3 eGovFrame 템플릿



5. 기능소개

• 프로젝트 선택 마우스 우클릭> New > eGovFrame Common Component 선택

• 공통 컴포넌트 목록 중 설치하고자 하는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Next를 클릭 선택한 컴포넌트를 확인하고

테이블 설치여부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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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공통컴포넌트위저드



5. 기능소개

• 프로젝트 선택 마우스 우클릭> Run As > Run on Server 클릭 Finish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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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프로젝트실행



6. 활용예제
세부목차

6.1 라이선스

6.2 활용방안

6.3 활용지침

6.4 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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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활용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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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프레임워크는 Apache v2.0, MIT 라이선스로 배포로 자유로운 사용과 기업의 상업적 활용이 가능함

6.1 라이선스



6. 활용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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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활용방안



6. 활용예제

- 25 -

6.3 활용지침



6. 활용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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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적용 기준 전문은 표준프레임워크 포털 관련참고문서 에서 다운로드 가능

6.3 활용지침



6. 활용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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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활용사례



7. FAQ

Q 표준프레임워크 라이선스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

A 표준프레임워크는 그 자체로 OSS(Open Source Software)로써 누구나 무료

로 활용가능하며, 아파치(Apache) 라이선스 2.0 및 MIT 라이선스(모바일 표준

프레임워크 부분)를 채택하고 있으며, 오픈소스 정책(아파치 라이선스 2.0)에

의해 표준프레임워크의 소스를 수정할 수 있으나, 표준으로서의 실효성을 가

지기 위해 "실행환경"은 수정 없이 사용하는 것을 권고함.

&

Q 표준프레임워크 다운로드 및 기술지원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표준프레임워크 포털(http://www.egovframe.go.kr)에서 관련 소스코드 및

자료의 다운로드, 교육과 기술지원 신청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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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용어정리

용어 설명

표준프레임워크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개발과 유지보수 용이성 확보를 위하여 표준화한 개
발지원 도구(개발도구/지침 포함) 

공통컴포넌트
정보시스템 구축 시 여러 행정 기관이 공통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사용
이 가능하도록 기능위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모듈

JDK

Java Development Kit
썬 마이크로시스템즈(현, 오라클)에서 만든 자바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으로
자바 가상머신(JVM)과 컴파일러, 디버거, 그리고 자바 애플릿 및 응용프로
그램 개발을 위한 도구들을 포함한다. 

OSS
Open Source Software
무상으로 공개된 소스코드 또는 소프트웨어

Glueware OSS를 사용하지 않은 순수 개발 소스코드

GUI
Graphical User Interface
사용자가 컴퓨터와 정보를 교환할 때, 그래픽을 통해 작업할 수 있는 환경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에 접근하기 위한 규칙들을 정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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