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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G Common
Module

XG Dataset
Module

XG UI Controls

Module

XG Data Communication Module

Script Core Engine (Javascript, J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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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Service
Provider

xgAdapter
(XENA)

서비스에 대한 Request 

해당 서비스의 Response

SOAP 통신으로 받아온
데이터를 Dataset
컨트롤로 할당.

SOAP 통신
xgTable
(XENA)

DataSet TR Service 3rd Party 
Security Lib

부분적으로 암호화된
DataSet을 TR에서 가져감

부분 암호화된 DataSet 
공개키로 암호화된 세션키 API호출



8

소스 보안(소스보기 방지, 압축 및 난독화 제공)

개별 업무 화면 URL 비노출

소스 보기 방지

마우스 클릭 제한

소스 난독화

네트워크 메시지 비밀 전송을 위한 SSL 지원

공개키 기반 기술 지원(SSL)

HTTPS

BlockChain 기술 융합

Blockchain +UI/UX 관련 기술 특허 보유

‘데이터 위변조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이 적용된 UI/UX

개발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데이터 위변조검증방법’

다양한 보안 솔루션 연동 지원

암호화, 위변조 방지 솔루션, 가상키보드 등

외부 보안 솔루션의 연동을 지원

정보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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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개발작업으로 소요시간과 비용 발생

공통코드
제공

유지
보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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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Device)

• Multi-Browser,Platform 
• Multi-Device /반응형 웹
• IE9이상, Chrome, Firefox, 

Safari5, Opera 지원

UI FRAMEWORK (Client)

• HTML5 기반으로 확장성 및 호환성 우수
• DATA 처리의 안정성 및 효율적임
• XENA 클라이언트는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져 있으며 AJAX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함
• 그리드, 차트 등의 UI 컴포넌트를 동적으로 실행되도록 지원함
• XENA는 외부 Control과 UI 구성이 가능

RUNTIME FRAMEWORK (Server)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LAF/J(LG), DEVON(LG), AnyFrame(삼성) 등을 간단한 모듈로 연동 지원
• CVS, SVN, Git 등 상용화되어 있는 다양한 형상관리 툴과 연계하여 사용 가능
• SOAP 통신과 XML, JSON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하며 다양한 웹 프로토콜 수용
• Security 컴포넌트에 정의된 인터페이스만을 사용하여 3rd Party 보안 솔루션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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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와 즉시
동기화

각종 도구들

Preview 실행

Data 
Binding





23

Grid, Tabs, TextArea, Window, 

Knob, ResponsivePanel, Chart, 

Menu, Input, Docking, Gauge, 

NavBar, PivotGrid, Tree, 

PasswordInput, Notification, 

BarGauge, TagCloud, Scheduler, 

NavigationBar,MaskedInput, 

PopOver, Expander, Loader, 

TreeGrid, ListMenu, ComplexInput, 

Tooltip, Rating, Draw, DataTable, 

ToolBar, FormattedInput, 

ColorPicker, RangeSelector, 

DragDrop, TreeMap, ComboBox, 

NumberInput, ScrollView, Slider, 

DataAdapter, Editor, 

DropDownList, DateTimeInput, 

ProgressBar, ScrollBar, Response, 

Ribbon, ListBox, Calendar, 

FileUpload, Splitter, Validator, 

Layout, Buttons, Kanban, 

BulletChart, Sortable, Panel, 

DockingLayout, Form, TimePicker, 

HeatMap
- 외부 에디터 연동 기능 제공
- 외부 차트와 연동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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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Box

ComboBox

Date 
TimeInput

INPUT

캘린더

ListBox

Tree Check

일반버튼

토글버튼

버튼그룹

스위치버튼

드롭다운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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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Edit

SimpleEdit

NumberInput

MaskedInput

Progress

Slider

TAB

Password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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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파일 Import/Export 지원 Copy & Paste 기능

콤보박스나 컴포넌트를 이용 검색 기능

소계/합계

엑셀연계

동적 필터링

엑셀 Copy & Paste Expression

그리드 내 데이터 정렬 기능정렬(Multi Sort) 합계 자동계산 기능 제공소계/합계

셀 별로 조건을 별도로 지정하는 기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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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 Drag&Drop으로 컬럼이동 차트데이터 실시간 반영 체크박스를 이용한 행 선택 기능 제공

마우스 우클릭 메뉴 제공

컬럼드래그

Context Menu

Chart 연계 셀렉터

WYSIWYG 개발도구를 통해 속성 설정그리드 속성 지정 각 행의 데이터 상태에 대한 표시데이터 상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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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행을 선택하는 기능 제공 셀을 다중으로 선택 기능 제공 로우별 상세 설명 등록 제공

진행상태 확인 기능 제공

다중 행 선택

프로그래스 컬럼 지원

다중 셀 선택 로우별 상셍정보 지원

기호, 수식, 날짜형식 등 포멧터 기능 제공Formatter 요청 완료전까지의 진행상태 표시그리드 Process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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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 내에 Select Box 표현

CELL 내에서 다양한 Component 표현

CELL내에 Calendar 표현 CELL내에서 이미지 표현

프린트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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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도구 연계 엑셀 Copy & P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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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OS CPU Memory Disk 브라우저

사양 Win10 Home(64bit) I5-7200U 8GB 237GB Chrome v77.0

횟수 조회결과건수 소요시간

1회 5개컬럼X20,000개 (10만개셀데이터) 1.270 초

2회 5개컬럼X20,000개 (10만개셀데이터) 1.080 초

3회 5개컬럼X20,000개 (10만개셀데이터) 1.090 초

4회 5개컬럼X20,000개 (10만개셀데이터) 1.590 초

5회 5개컬럼X20,000개 (10만개셀데이터) 1.080 초

계 (평균) 5개컬럼X20,000개 (10만개셀데이터) 1.222 초

대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분할전송 기능 지원 대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페이지 컴포넌트 제공

테스트 장비 하드웨어 사양(PC)

테스트 측정치



35



36

기능성 편의성 효율성 신뢰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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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Page

Single Page Web APP

Browser

Content

Content Content

HTML

Server

기존에없는
리소스만요청

페이지이동 없이
컨텐츠만변경
기존리소스
재사용

Content

WebPage

Single Page Web APP

Browser

Content

Content

Content

HTML

Server

기존에없는
리소스만요청

페이지이동없이
컨텐츠만변경
기존리소스
재사용

Content

Content

Content

SPA M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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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Component

DataAdapter DataSet

DataTable

DataTable
Wizard

Component

...Service

Admin
Templat

e

Block Chain Server 
Module

Block Chain For ClientBlock Chain For Server

Log 
Saver블록체인 통합

로그 시스템

Template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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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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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400

500

600

Ajax XENA HTML5

데이터 단순조회 데이터 수정 및 조회

4.11초
40.83초

142.86초

477.26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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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지원팀 구성

프로젝트 인력, 일정관리

 프로젝트 관리

 업무협의

 인력구성

 일정관리

업무협의 및 개발

 개발환경 구성
 업무협의
 업무개발
 통합시험
 인수인계

장애 상태파악, 유지보수

 개발팀에서 선정

 유지보수, 계약관리

 장애점검

 장애 이력관리

응용S/W 납품 및 유지보수

 시스템 지원
 시스템S/W 지원
 정기 점검
 운영자 교육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트 개발팀 유지보수 팀

납품업체 유지보수팀

HOT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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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영업 솔루션연구개발 경영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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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프로젝트명 도입년도

우리은행 XENA HTML5 v1.0(2)_우리은행 IT운영 2018

한국자산신탁(주) 한국자산신탁 차세대 통합시스템 구축 용역 2018

엘에스디테크 주식회사 XENA HTML5 공급 2018

한국자산신탁(주) XENA HTML5 차세대 ERP시스템 2018

주식회사 유리컴 XENA HTML5 공급 2018

유플러스아이티 XENA HTML5 2018

가인정보처리(주) 미래에셋캐피탈 시스템구축 2018

주식회사 인더스웰 인더스웰 내부시스템 구축 2018

롯데캐피탈(주) 18년 사법업무전산화 노후전산장비 교체 1차사업 2018

한국후지쯔(주) 앨리웨이프라퍼티 복합몰 매출관리시스템 구축 2018

스마트쿱(주) 망연계시스템 화면개발용 2018

북경쉬프트과기발전유한회사 Service Package(200Pkg)_청화자광그룹 2018

북경쉬프트과기발전유한회사 Service Package(100Pkg)_북대청조그룹 2018

(주)도전하는사람들 XENA HTML5 납품 및 설치 2019

주식회사 범익 XENA 기반 웹 UI/UX 표준화 컨설팅 2019

대교씨엔에스 대교 XENA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센스 구매 2019

주식회사 인더스웰 스마트팩토리 구축용 XENA 플랫폼 공급 2019

가인정보처리(주) 키움증권시스템 구축 외 InnoXync 2.0 번들(5Copy) 2019

(주)한국인삼공사 KT&G 위탁 운영시스템 이관을 위한 소프트웨어 2019

(주)아이비케이시스템 기업은행 애플리케이션 개발 툴 (InnoXync 2.2) 2019

주식회사 지티티유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 사업 UI툴 공급 2019

(주)이노리브 XENA 기반 CA 템플릿 프로그램 개발 2019

기업은행 리스크관리시스템 내 거액신용공여 2019

기업은행 기업은행 여신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구축 2019

(주)이노리브 XENA 기반 쉬프트그린오프 버전 개발 2019

기관명 프로젝트명 도입년도

대법원 XENAHTML5 v1.0, HTML5 Web UI 솔루션 2019

한국유미코아 한국유미코아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XENA 공급 2019

주식회사 스패로우 XENA기반 어플리케이션 보안솔루션 개발 2019

주식회사 인더스웰 스마트팩토리 구축용 XENA 플랫폼 공급(선금) 2019

(주) 인포베이스 인포베이스 UI/UX(XENA) 도입 2019

(주)윙넷 EMS, TMS 개발용 XENA UI 솔루션 공급 2019

나고소프트 UI XENA 모듈 개발 2019

메티스랩 HTML5 기반의 UI/UX 솔루션 구매 2019

(주) 인포베이스 Active-X 기반 UI/UX 솔루션 도입 2019

국방부 국방사업 XENA 컨설팅 2019

주식회사 티에스인포 XENA HTML5 UI 솔루션 도입 2019

주식회사 시그마체인 HTML5 기반의 UI/UX 솔루션 도입 2019

주식회사 티에스인포 XENA HTML5 UI 솔루션 도입 2019

쿤텍 주식회사 XENA HTML 5 도입 2019

대법원 대법원 사법 개발 및 검증 서버용 라이선스 납품 2019

(주)한국인삼공사 MIS 운영 서버용 및 개발서버용 이노싱크 공급 2019

주식회사 휴먼아이오티 기록물관리시스템 Window 10 호환성 확보 솔루션 2019

(주)에버트러스트정보기술 전자조달시스템 플랫폼 업그레이트 S/W 구입 2019

에프앤유신용정보주식회사 CIS 채권관리시스템 개발 툴 트라이얼 구매 건 2019

제이에이치데이터시스템 XENA HTML5 외 납품 건 2020

주식회사 인더스웰 스마트팩토리 구축 XENA 플랫폼 공급 2020

주식회사 티에스인포 XENA HTML5 UI 솔루션 도입 2020

나무기술 주식회사 나무기술 XENA 공급계약 2020

주식회사 인더스웰 스마트공장구축용 XENA 플랫폼 공급(중도금) 2020

주식회사 인더스웰 스마트공장구축용 XENA 플랫폼 공급(잔금) 2020

주식회사 스패로우 XENA 기반 보안솔루션 고도화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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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지원여부

전자정부서비스 사용자경험(UX) 적용 표준 가이드라인을 준수 O

최신 트렌드 반영하고 일반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최적의 방식을 적용 O

레이아웃, 컬러, 서체, 아이콘 및 불릿 등 각 디자인 요소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구축 O

최신 트렌드 반영,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한 UI를 구성 O

사용자가 이동경로에 대한 접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현 O

현재 자신이 보고 있는 정보가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 표시하고, 원하는 위치로 쉽게 돌아가 정보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 O

목적별로 정보를 분류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네비게이션을 배치 O

모든 페이지의 전체 가로/세로크기를 통일하여 구축하고 모든 해상도에서도 편리하게 이용 O

모든 화면에서 특정 아이콘을 클릭하여 폰트 크기 확대, 축소 조절이 가능 O

사용자가 기능 사용 시 오류가 발생하면 에러 메시지 기능이 제공 O

삭제, 입력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 O

사용자가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온라인 도움말을 이용하여 사용자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도움말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성 O

ㅇ 시스템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
-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

O



51

세부 내용 지원여부

ㅇ 키보드 사용
- 키보드 만으로 모든 기능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인터페이스 제공
- 편리하게 설정된 단축키 제공

O

ㅇ 마우스 사용
- 마우스 기능(휠-스크롤 포함)이 모두 지원되어 페이지 넘김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인터페이스 제공

O

ㅇ 윈도우 호환
- 32bit, 64bit을 포함한 Windows 7, 10 및 사업완료 전까지 새로 나오는 버전에서 전자출원 SW의 사용자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

O

ㅇ 브라우저 호환
- 크롬, 파이어폭스, 익스플로러 10, 11까지 지원하고 유사 동등한 브라우저 지원

O

ㅇ 웹 브라우저 호환
- 웹브라우저와 연계가 될 경우, 브라우저 호환 범위와 같은 범위 이상에서 사용자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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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용자 편의성을 위한 웹 접근성 지침 준수
- 사용자가 시스템을 쉽게 운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제공(메인프레임 및 메뉴 배치, 디자인, 글꼴 등)

O

ㅇUI는「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 가이드라인」및「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발해야 함
-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 HTML5 등의 신기술 사용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KCS.OT-10.0003/R2) 준수

O

ㅇ웹 호환성 준수
- PC의 최신 OS(Windows 계열) 및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도 프로그램이 보안 등에 문제없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 단, 시스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별도로 운영되는 각종 보안 프로그램 등의 호환성 미비로 브라우저의 확대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적용 범위 조정 가능

O

ㅇActive-X와 같이 특정 OS 및 브라우저에 종속된 기술사용 배제 O

ㅇ화면의 디자인 요소와 콘텐츠 요소를 분리하여 디자인 변경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유연한 시스템 구축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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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다양한 OS, WAS, DBMS, 브라우저 등 운영플랫폼 지원 O

ㅇ관리 도구는 HTML5를 지원하는 브라우저 호환성 제공
- 최소 3종 이상(Edge, 크롬, 파이어폭스 등)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