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제16권 2호 (2009. 11)

WPF 기술을 활용한 한방차트에 한 연구

박수 *, 이일 **, 윤경석**

*
동서 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
**한국한의원 부속 한방연구실

e-mail:subak@gdsu.dongseo.ac.kr

A Study of Traditional Oriental Medicine Chart using WPF 

Technology

Su Hyun Park*, Il kwan Lee**, Kyung Suk Yun**

*
Dongseo University Computer Information Engineering Division

**KOMC Laboratory, Hankook OMC

요       약
  .Net Framework 3.0 부터는 WPF 기술을 활용하여 시각효과 극 화하는 응용 로그램 개발이 가능해

졌다. 하지만 신기술에 한 불안감과 확장성에 한 불신 등으로 실생활에 활용하기 한 로젝트로 

개발하는 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WPF를 기반으로 개발된 한방차트를 실 

제 업무에 용하여 보고 장단 을 살펴보았다.

1. 서론

UX, RIA 등의 개념으로 화려하고 편리한 UI 제공은 

로그램 개발 시 매우 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러한 시

의 변화에 발맞추어 Adobe사의 Flex, Microsoft WPF 

등의 기술을 선보이며 개발자에게 UI의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하 다. 

Microsoft사는 Windows Vista 이후 화면을 표시하기 

한 임워크의 일부로 WPF를 포함시키면서 컴퓨터

의 기능을 최 한 활용하며 응용 로그램 UI, 문서  미

디어 콘텐츠를 통합하여 응용 로그램과 고  환경을 작

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1]. 그럼에도 신기술

에 한 불안감과 확장성에 한 불신 등으로 로그램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쉽게 근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WPF 기반으로 한방차트를 설계

하고 개발하여 실제 업무에 용하 다. 한 실제 업무에 

용한 결과를 토 로 WPF 기반으로 제작된 한방차트의 

장단 을 분석하여, 이의 활용 방안에 한 제안을 한다.

2. 한방차트의 구조

사례의 H한의원은 환자에게 검사 데이터  의료정보

를 보여주기 해 WPF 기반의 로젝트를 개발하여 사

용하고 있다.(이하 한방차트) 

WPF 기반의 로젝트를 일반 WinForm과 비교하여 

큰 장 을 꼽자면 화려한 UI와 함께 아래 그림 1과 같이 

동일한 환경 속에 CS 솔루션과 웹용 솔루션으로 쉽게 변

환이 가능하다는 이다. WPF 기반의 한방차트는 컨트롤

과 스타일을 분리, 라이 러리화 하여 쉽게 환경을 바꿀 

수 있다[2]. 

(그림 1) 시스템 구조도

3. 한방차트의 만족도  장단

의료진이나 환자 정보에 맞게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환자의 호응도 역시 높은 편이다. 실무진에서 한방차트와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아래 표1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1> 한방차트 만족도

내용 환 자 간호사 의료진

구성 5 3.5 5

환  자 : 독특하고 화려하다. 다른 병원의 경우 의사만을 
한 로그램 같아 도 모르겠는데 나의 상태를 쉽
게 확인할 수 있어 좋다

간호사 : 화려하다. 움직임이 무 많아 사용에 불편이 있으
며 이  로그램과 사용법이 다르다.

의료진 : 여러 로그램을 띄우지 않고 한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어 좋다. 

속도 4.5 3 5

환  자 : 잘 모르겠다. 연세 있는 의사분의 타자 속도가 무 
느려 답답하다.

간호사 : 컴퓨터가 무 느리다.
의료진 : 하다 마음에 든다.

- 323 -



제32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제16권 2호 (2009. 11)

의 설문조사는 H한의원에서 3개월 동안 1500여명의 

환자 표본으로 사용해보고, 만족도를 조사하 다.

일반 WinForm과 비교한 기술 인 장단 은 여러 기술 

서 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실무진들이 느

끼는 장단 을 확인하고자 한다. [표2참고]

<표 2> 한방차트 장단

그룹 수 평가

환  자 4.5

내 정보에 한 이해도가 좋다. 의

료진과 함께 진료 받고 있다는 것

을 느낄 수 있었다. 의료진의 시선

이 계속 화면에만 있어서 아쉽다.

간호사 3

애니메이션 효과는 좋은데 효율성

이 떨어진다. 무엇보다 속도가 개

선되면 좋겠다.

의료진 5
환자와 함께 호흡할 수 있어서 좋

다.

WPF 기반의 한방차트 로그램을 직  경험해본 환자

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다. 기존 병원에서 차트는 의료진

만의 소유물로 암호와 같은 문구로 환자는 철 하게 소외

받았으나 한방차트의 경우 자신의 병에 한 설명과 련 

이미지까지 함께 볼 수 있어서 병에 한 이해를 도우면

서 의료진과 환자가 정보를 공유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

이다. 그림2는 한방차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와 의료화면 

 일부이다.

의료진의 경우도 아주 높은 만족도를 보 고. 일반 

로그램에 익숙한 간호사들은 이질감을 느 으며 화려한 

효과보다 속도 개선을 요청하 다. 속도개선 부분은 최고 

사양의 PC를 사용하고 있는 간호사의 경우 요청사항이 

없는 걸로 보아 기 투자비용을 늘이면 어느 정도 해결

될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림 2) 한방차트에서 보여주는 의료정보

4. 결론

본 연구에서 개발한 WPF 기반 한방차트는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만족할 만하다. 하지만 기존 로

그램에 익숙한 사용자의 경우, 이를 습득하여 사용하는 데 

많은 시간이 들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간호사 집단의 설문조사에서도 나

타났듯이 WPF 기반 로젝트는 개발자뿐만 아니라 기존 

로그램에 익숙한 사용자에게도 지속 인 교육이 필요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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