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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발한 FOCUS(Family Oriented Compon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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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ology)를 프로토 타입으로하여 지난 2001년에 
발표된, 컴포넌트 기반 개발 방법론이다. .마르미-III는 

컴포넌트의 개발 및 컴포넌트 기반의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작업과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법 및 작업별 산

출물을 정의하고, 작업에 따른 상세한 개발 절차와 지

침을 제공한다

마르미-III는  다양한 CBD방법론의 강점을 취합하였

을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수렴하여 국내의 
실정과 정서에 맞게끔 개발되었다. 또한, 컴포넌트를 위
한 산출물 표준, 품질 표준, 유통 표준, 그리고 응용 표준 
등을 위해 활동하는 다른 조직들과 연계하여 방법론을 
개선하고 있다는 점은 

본 시스템은 MVC 구조의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되

어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UI로직과 비즈니스로직

이 같이 구현되어있는 MODEL1 웹 프로그램들과는 

달리 UI 로직과 비즈니스 로직이 서로 분리 되어있

어 유지보수는 물론 다른 기능을 추가 할 때 용이하

며 유연성과 확장성이 강하다. 그리고 EJB를 이용

하면 

3.2.1 Member 컴포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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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Order컴포넌트 & Report컴포넌트

3.2.3 그 밖의 컴포넌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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