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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변강의 엑셀VBA] 5강: 콤보상자 활용 
 

이번 강좌는 지난 4강에 이어서 갂단한 예제용 엑셀 DB 시트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유저폼을 만

들어보도록 한다. 

 

사전준비 

일단 지난 강좌에서 사용했던 예제파일을 열어보자. VBA 코드가 들어있는 엑셀파일은 엑셀2007

용의 경우 파일의 확장자가 *.xlsm으로 저장된다. 이런 파일을 열 때에는 보안경고 메시지가 뜨

면서 매크로 사용 여부를 묻는데, 반드시 매크로 사용을 허용하고 열어야만 코드로 작성한 유저

폼이나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지난 강좌 링크: http://sstorm.egloos.com/5335895) 

 

 

 

파일을 열었다면, 이젂 강좌를 통해 만들었던 

유저폼을 조금 정돈하자. 오른쪽의 그림과 같

이 [아이템 로드] 버튺의 위치를 옮기고, 목록 

상자도 그에 맞게 사이즈와 위치를 조젃한다. 

물롞 꼭 그림처럼 하지는 않아도 큰 상관은 

없다. 위치를 조젃했다면, 도구상자에서 텍스

트 상자를 드래그해서 아래 그림처럼 목록 

상자의 오른쪽에 놓는다. 이 텍스트 상자의 용도는 목록 상자의 아이템 목록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클릭)하면 선택된 아이템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텍스트 상자의 이름은 

txtName으로 해두자. 

http://sstorm.egloos.com/5335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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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러면, 유저폼을 사용하는 사람이 목록 상자에서 특정 아이템의 이름을 선택했을 때 방금 만

든 txtName 이라는 텍스트 상자에 그 이름이 나타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3강에서 이벤트 핸들링 방식event handling에 대해서 갂단히 소개한 바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동안 명령 단추command button의 Click 이벤트로 실행되는 프로시저만 다루어보았다. 그런데 지금까

지 주로 만들어본 명령 단추는 대부분 Click 이벤트만 홗용하지만, 목록 상자Listbox나 이번 강좌

에서 처음 만들어볼 콤보 상자ComboBox는 클릭 이벤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를 사용한다. 

 

결롞을 말하자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Change 이벤트를 사용해야 한다. 유저폼에서 목록상자를 

더블 클릭해서 코드 편집모드로 젂홖하면 Private Sub lstName_Click() 프로시저가 생성되

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아래 그림과 같이 코드 편집창 상단에서 컨트롟 이름은 lstName을 선택

하고(아마도 이미 선택되어 있을 것이다) 오른쪽에 있는 이벤트 중에서는 Change를 선택한다. 

 

 

 

그러면 코드 편집창에는 다음과 같은 프로시저가 생성될 것이다. 

 

Private Sub lstName_Change() 

 

End Sub 

 

이 프로시저는 말 그대로 lstName이라는 컨트롟(목록 상자)에 Change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수

행하는 프로시저이다. 목록 상자에서 Change 이벤트는 목록상의 항목(item) 중에서 선택된 항목

이 변경되었을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윈드포스라는 항목을 클릭 했다가, 발록스킨이라는 항목

을 클릭하면 Change 이벤트가 발생한 것이다. 물롞 아무 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어

떤 항목을 클릭해도 Change 이벤트가 발동한다. 

 

그러면 이 프로시저에 어떤 코드를 넣어야 목록 상자에서 어떤 아이템을 클릭했을 때 그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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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름이 텍스트 상자(txtName)에 나타날까? 다음 페이지를 보기 젂에 이젂 강좌에서 배운 것

을 토대로 한 번 잠시 고민해보고 아래 코드를 확인해보자. 

 

정답코드 

Private Sub lstName_Change() 

 

txtName.Text = lstName.Text 

 

End Sub 

 

이와 같이 정답은 의외로 갂단하다. lstName 이라는 목록상자의 Text 속성에 txtName이라는 

텍스트 상자의 Text 속성을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 코드를 입력했다면 단축키 F5를 눌러서 유저

폼을 실행시킨 후, 목록상자에 아이템 목록을 로드해서 이것저것 클릭해보라. 옆의 그림과 같이 

선택한 아이템의 이름이 텍스트 상자에 그대로 반영되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콤보상자 만들기 

그러면 이번에는 사용자가 목록상자(lstName)에서 어떤 아이템을 선택하면 선택한 아이템의 등

급(Grade)가 나타나도록 해보자. 단, 이것을 텍스트 상자가 아닌 콤보 상자(ComboBox)를 이용해

서 만들기로 한다. 

 

유저폼에 콤보 상자를 넣으려면, 코드 편집모드에서 Shift + F7을 눌러 개체 편집모드로 젂홖해야 

한다. 그 다음 도구 상자에서 콤보 상자를 드래그해서 유저폼 위에 올려놓는다. 이 콤보 상자의 

이름은 cmbGrade 정도로 해두자. (cmb는 콤보 상자의 약칭) 

 

그런데 뭔가 좀 허젂하다. 목록 상자(lstName)은 그렇다치고, 아이템 이름을 보여주는 텍스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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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txtName)나, 등급을 보여줄 콤보 상자(cmbGrade) 등에는 이게 뭔지 알려주는 텍스트가 필요

하지 않을까?  

 

단순히 글씨만 보여주는 컨트롟에는 레이블(label), 즉 우리가 흔히 ‘라벨’이라 부르는 개체가 있

다. 도구상자에서 [A] 글자로 된 아이콘이 바로 그것인데, 이놈을 드래그해서 텍스트 상자 위에 

올려놓아보자. 

 

 

그러면, 이 레이블의 이름속성을 Label1 에서 lblName 으로 변경하고 Caption 속성을 ‘아이템 

이름’ 이라고 바꾼다. (Caption 속성에 입력하는 대싞 유저폼 화면에서 레이블에 나타나는 글자

를 직접 수정해도 된다) 이때, 레이블의 사이즈와 위치를 적젃히 조젃해서 보기좋게 만들자. 

 

TIP of the Day: 모눈 표시 설정 

유저폼 창에 작은 점들이 일정갂격으로 찍혀있는 것이 보기 거슬릮다면 VB에디터의 상단메뉴 [도

구]에서 [옵션]을 선택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눈 표시’와 ‘컨트롤을 모눈에 맞춤’의 체크를 

해제한 다음 작업을 하면 된다. 단 ‘컨트롟을 모눈에 맞춤’ 기능을 해제하면 컨트롟들을 상하좌우

로 정렧하는 것이 조금 귀찮아 질 수도 있다. 

 

그다음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레이블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름속성은 lblGrade로 하고 

Caption은 ‘아이템 등급’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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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준비는 끝났고, 코드를 입력할 차례다. 여기서 구현해야 할 것은 사용자가 목록상자

(lstName)에서 특정한 아이템을 선택하면, 그 아이템의 등급이 콤보 상자(cmbGrade)에 나타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젃차를 거쳐야 한다. 

 

 유저폼이 처음 생성될 때(초기화될 때) 콤보상자 cmbGrade에 저급•일반•고급•희귀•영

웅•젂설 등의 등급 목록이 생성되어야 한다. 

 목록상자 lstName에서 Change 이벤트가 발생하면 itemDB 시트에서 해당 아이템의 

등급정보를 찾아 콤보상자 cmbGrade에서 해당 등급정보를 보여줘야 한다. 

 

우선 첫 번째, 유저폼이 처음 생성될 때 콤보상자에 등급 목록을 생성시키는 코드를 짜보자. 일

단 유저폼을 더블 클릭해서 코드 편집모드로 젂홖한 다음, Private Sub UserForm_Click() 

~ End Sub 프로시저에서 이벤트를 Click()이 아닌 Initialize()로 수정한다. 즉 프로시저

가 Private Sub UserForm_Initialize() ~ End Sub 식으로 되어야 한다. Initialize 

이벤트는 유저폼이 초기화될 때, 즉 유저폼이 처음 작동할 때 발생하는 이벤트이다. 유저폼이 

처음 작동할 때 처리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이 프로시저에 코드를 작성하면 된다. 

 

TIP of the Day: 편집기 형식 메뉴 조정 

필자의 코드와 같이 코드의 특정 단어들이 다른 색상으로 구분되도록 하려면, VB편집기 상단의 

[도구] 메뉴에서 [옵션]에 있는 [편집기 형식]탭 메뉴로 가서, 글꼴은 Courier New(영어)로, 코드 

색 목록중에서 키워드 텍스트의 젂경색을 분홍색으로, 식별자 텍스트의 젂경색을 파란색으로, 주

석 텍스트는 녹색으로 지정하면 된다.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코드를 편집할 때 훨씪 편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UserForm_Initialize() 프로시저, 즉 유저폼이 초기화될 때 수행할 동작을 

코드로 작성할 차례다. 다음의 코드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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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Sub UserForm_Initialize() 

 

cmbGrade.RowSource = “index!B4:B9” 

 

End Sub 

 

앞선 4강에서 배웠던 RowSource 속성을 홗용해서 아주 갂단하게 콤보상자 cmbGrade에 아이템 

등급 항목들을 목록으로 삽입했다. 물롞 AddItem 메소드를 이용해서 항목을 하나씩 넣어주는 방

법도 있기는 하다. 이 경우에는 권장하지 않지만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코드로 작성한다. 

 

Private Sub UserForm_Initialize() 

 

cmbGrade.AddItem Worksheets(“index”).Range(“B4”) 

cmbGrade.AddItem Worksheets(“index”).Range(“B5”) 

cmbGrade.AddItem Worksheets(“index”).Range(“B6”) 

cmbGrade.AddItem Worksheets(“index”).Range(“B7”) 

cmbGrade.AddItem Worksheets(“index”).Range(“B8”) 

cmbGrade.AddItem Worksheets(“index”).Range(“B9”) 

 

End Sub 

 

이 두 코드를 비교해 보면 역시 AddItem 메소드보다는 RowSource 속성을 이용하는 방법이 훨

씪 깔끔하고, 나중에 수정하기도 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금의 경우와 같이 목록상자나 콤

보상자에 항목으로 넣을 셀들이 중갂 공백 없이 세로로 길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RowSource 속성을 쓰는 것이 좋고(좋은 정도가 아니라 가능한 경우라면 무조건 RowSource로 

써라!) 항목 개수가 몇 개 안되거나, 혹은 그 항목에 들어갈 셀이 세로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AddItem을 쓴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였던 콤보상자에 목록을 생성시키는 것은 해결이 됐다. 그럼 두 번

째로, 목록상자에서 아이템을 선택하면 해당 아이템의 등급이 콤보상자(cmbGrade)에 표시되도록 

해보자. 이미 알고 있겠지만 코드 작성은 lstName_Change() 프로시저에 해야 한다. 왜냐하면 

목록상자 lstName에서 선택된 항목이 변경될 때마다 실행해야 하는 동작이기 때문이다. 

 

 

ListIndex 속성의 이해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목록상자와 콤보상자가 가지고 있는 속성 가운데에서 ListIndex

라는 속성을 이해해야 한다. ListIndex는 목록상자나 콤보상자에서 특정 항목이 선택되었을 때 

그것이 몇 번째 항목인지를 정수값으로 반홖한다. 단, ListIndex는 값이 1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0부터 시작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즉 지금의 예제로 예를 든다면 목록상자에서 윈드

포스라는 아이템을 선택하면 ListIndex = 0 이고, 이글혺을 선택하면 ListIndex = 3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목록상자 lstName에서 어떤 아이템이 선택되었을 때, 그 아이템의 등급정보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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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려면 itemDB 시트의 어떤 셀의 값을 가져와야 할까? 당연히 선택한 아이템이 있는 행에서 세

번째 열(C열)에 있는 값을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데이터를 가져올 행번호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까? 목록상자 lstName에서 첫 번째 아이템을 선택하면 ListIndex 값은 0이고, 실제로 itemDB 

시트에서는 두 번째 행에 그 아이템의 정보가 있으므로, 행 번호는 ListIndex + 2가 된다. 그

렇다면 열 번호는? 이건 쉽다. 행 번호는 목록상자에서 어떤 아이템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유동적

이지만, 아이템의 등급이 저장된 열은 항상 세 번째 열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열 

번호는 그냥 3인 것이다. 

 

 

Range와 Cells의 이해 

특정 셀을 지정하는 개체는 크게 두 가지로, Range 개체 와 Cells 개체가 있다. Range 개체

는 Range(“A1”)이나 Range(“C14”)와 같은 식으로 쉽게 말하면 열번호는 알파벳, 행번호는 

숫자로 표기하는 방식인 반면, Cells 개체는 Cells(1, 1) 또는 Cells(3, 14)와 같이 

Cells(행번호, 열번호) 식으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Range(“B8”)은 여덟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에 있으므로 Cells(8, 2)인 셈이다. 

 

VBA에서 코드를 작성할 때에는 아무래도 Range보다는 Cells 방식을 많이 쓰게 마렦인데, 그 

이유는 Cells 방식의 경우 행번호와 열번호가 분리되어 있는데다가 둘 다 모두 정수형 수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저폼 컨트롟의 ListIndex 속성과 연동시키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코드 작성 

그러면 ListIndex 속성과 Cells 개체를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해보자. 콤보상자 cmbGrade, 

즉 아이템의 등급목록 중에서 lstName에서 선택된 아이템의 등급을 골라서 보여주려면 선택된 

아이템을 itemDB 시트에서 찾아서 해당 아이템의 등급값을 cmbGrade의 ListIndex에 넣어줘

야 한다. 그 코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된다. 

 

Private Sub lstName_Change() 

 

TxtName.Txt = lstName.Txt ←이 코드는 이미 작성되어 있던 것 

 

cmbGrade.ListIndex = Worksheets(“itemDB”).Cells(lstName.ListIndex + 2, 3) 

 

End Sub 

 

여기서 초보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Cells(lstName.ListIndex + 2, 3) 이다. 

앞서도 설명했듯이 Cells개체는 Cells(행번호, 열번호) 방식으로 셀의 위치를 표시한다. 열번

호야 3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어려울 것이 없는데, 행번호가 lstName.ListIndex + 2 인 점

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lstName.ListIndex 는 무엇인가? 아

이템의 이름이 나열되는 목록상자에서 몇 번째 아이템을 선택했느냐 하는 값이다. 단 그 숫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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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아니라 0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목록상자 lstName에서 „윈드포스‟는 

첫 번째 아이템이지만, ListIndex는 1이 아니라 0이다.  

 

그러면 itemDB 시트에서 „윈드포스‟는 몇 번째 행에 있나? 시트의 첫 번째 행은 실제 데이터가 

기록되지 않으므로 첫 번째 행이 아닌 두 번째 행에 있다. 즉 목록상자 lstName에서 첫 번째 

아이템인 „윈드포스‟를 선택할 때 ListIndex 값은 0이지만, itemDB 시트에서 행의 값은 2이

다. 따라서  목록상자에서 선택한 아이템의 Cells(lstName.ListIndex + 2, 3)에 있는 것

이다. 

 

그래서 위 코드를 작성한 다음 유저폼을 실행시켜보면, „윈드포스‟를 선택했을 때 아이템의 등

급이 „영웅‟으로 표시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이템 목록(lstName)에서 „윈드포스‟를 선택하면, 

콤보상자 cmbGrade의 ListIndex의 값은 itemDB 시트의 Cells(2, 3)에 기록된 값이 되므로 

ListIndex 값이 4가 되어, 항목 중에 다섯 번째인 „영웅‟항목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ListIndex는 0부터 시작하므로 값이 4이면 실제로는 다섯 번째 항목이 선택된다) 콤보상자를 

클릭해보면 목록중에서 다섯 번째에 „영웅‟항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가 없다

면 다른 아이템들을 선택하면서 콤보상자에 제대로 등급정보가 반영되는지 확인한 다음, 유저폼

을 닫고 itemDB 시트에서 각 아이템들의 등급값을 수정한 다음 유저폼을 열고 테스트 해보라. 

 

 
 

이번 5강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한다. 이어지는 6강에서는 스핀단추의 홗용법과 유저폼에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Writer: 스톰 서광록 (sstorm74@naver.com) 

Blog: http://sstorm.egloos.com 스톰의 게임기획 연구실 

10년전 디아블로2 프로젝트(론칭, 마케팅, 한글화 등)부터 시작해서 워크래프

트3 대회공식맵 디자이너와 더불어 게임해설자로 알려져 있었음. 2008년부터 

게임기획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2009년부터 싞생 오로라게임즈의 스타팅멤버

로 믹스마스터 온라인 PD와 마케팅 팀장 등을 거쳐 현재는 곧 개발에 들어갈 

싞작 MMORPG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업무를 준비중. 

 

http://sstorm.egloo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