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국민 서비스 웹사이트 Multi O/S, Multi Web Browser 호환성 개선에 관해 유리한 방안.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접수한 민원 접수 답변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결과 워낙 방대하고 복잡한 내용인 걸 알았습니다.
우선 보안솔루션 도입문제와 웹사이트 개발 코딜기술, 그리고 웹페이지 개선에 따른 예산문제 등으로 현시점에서
개선이 원할치 못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내용을 알았습니다.
대법원 대국민 서비스 홈페이지들을 원활히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 재시해 드릴려고 합니다.
다음 표 내용(<표>대법원 대국민서비스 각 웹사이트 호환성 개선에관한 수월한 방안.)을 적용 후 검토하시면 수월할 수
있습니다.
<표>대법원 대국민서비스 각 웹사이트 호환성 개선에관한 수월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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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각 클라이언트 플러그인 소프트웨어(보안솔루션) 경우는 아래 내용과 적용 조건 하에서
각 클라이언트 플러그인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와 상담해서 총 구매도입가격 산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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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Windows/리눅스/매킨토시 클라이언트 용은 Non-ActiveX 방식과 HTML5방식으로 조건

플러그인 소프트웨어 MS Windows 용은 좀 더 개선 요망.(HTML 5에 충족)
(보안솔루션) 도입
Fedora Linux 32Bit용과 64Bit용 **.rpm 설치패키지로 추가 수정 요망.
(Fedora Linux를 비롯한 모든 레드햇[Redhat] 리눅스 계열)
Ubuntu Linux 32bit용과 64Bit용 **.deb 설치패키지로 추가 수정 요망.
(Ubuntu Linux를 비롯한 모든 데비안[Debian] 리눅스 계열)

윕프로그래밍 및
시스템관리

금융권 관장기관인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과 협의하시고 국민은행 온라인금융 인터넷
뱅킹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웹프로그램밍 오픈뱅킹관련 기초 윕코딩(HTML5)기술지원을
받고 또는 외부 민간 용역업체에 의해서 대법원 대국민 서비스 각 웹페이지 개발 및 관리를
받고 계신다면 기술력 측정테스트와 검증을 실시하여 기술력이 미흡한 경우 국민은행 외 일
반 시중은행 오픈뱅킹 웹사이트 개발 및 관리 용역업체로 교체 후 홈페이지 개발부터 관리까
지 총 가격을 국민은행외 일반 시중은행 오픈뱅킹 웹사이트 개발 및 관리용역업체와 총 비용
등을 상담하셔서 총 비용등을 산출 후.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의 경우 모든 O/S와 모든 웹브라우저등을 가리지 않고 플래
쉬 및 모든 이미지를 쵀대한 삭제되고 단순한 디자인으로 구성되있어 인터넷뱅킹 로딩속도가
빠르며 장애가 없어 국민은행 홈페이지가 구성이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저는 국민은행 거
래자입니다.)

비용확보

클라이언트 플러그인(보안솔루션) 총 도입가격 +웹페이지 관련 총 비용과 합게를 내시고
총 합계금액을 대법원 예산 일부금액을 집행하시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획제정부와 협의
후 지원 요청 하시면 됩니다.

상기 표 내용대로 대법원 대국민 서비스 웹페이지 호환성 개선 계획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방안들을 연구하시고 총
동원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호환성 개선작업을 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