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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변강의 엑셀VBA] 7강: 옵션단추 활용 

 이번 7강에서는 6강에 이어서 유저폼에서 엑셀의 시트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한다. 참고로 본 강좌는 지난 4강 때부터 사용해온 예제파일을 계속 이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4~6강을 보지 않은 분들은 먼저 4강의 예제파일부터 직접 코드를 입력해가면서 내용을 이해한 후에 본 강좌를 보기 바란다. (4강 링크: http://sstorm.egloos.com/5335895) 
 

 

유저폼의 데이터를 시트에 입력하기 지난 강좌에서는 아이템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유저폼의 데이터를 어떤식으로 시트에 입력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코드는 다음과 같았다. 
Private Sub btnRegister_Click()  

 

If bNewOrMod = True Then  

Dim NewRows As Long  

NewRows = Application.CountA(Range(“A:A”)) + 1  

Cells(NewRows, 2) = txtName.Text  

Cells(NewRows, 3) = cmbGrade.ListIndex  

Cells(NewRows, 5) = txtPrice.Text  

 

Else  

End If  

 

End Sub  

 지난 강좌에서도 설명했지만, If문은 If~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한 다음 그 조건에 맞으면 
Then~에 있는 코드만 실행하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Else~에 있는 코드만 실행된다. 따라서 위의 코드상에서는 If문이 변수 bNewOrMod의 값이 True인지 체크를 한 다음, True가 맞으면 Then~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고, True가 아니면  Else~에 있는 코드를 실행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End 
If는 지금의 If문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혈변강의 엑셀VBA by Storm (sstorm.egloos.com)                                                         

혈변강의 엑셀VBA 5강 페이지 2 

그간의 강좌와 위 코드에는 아이템의 Id번호와 아이템의 종류를 유저폼에 나타내고 또 시트에 입력하는 동작은 들어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그동안 강좌를 통해 배운 사항을 가지고 직접 해보도록 한다. 단, 아직은 여러분이 VBA의 초보라고 간주하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유저폼의 컨트롤이나 코드들의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예제에 사용된 몇몇 방식들은 실전에서 사용하기에는 썩 적합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강좌가 조금 더 진행되면 실제로 사용하기에 좋은 방식들로 대체할 것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이템을 수정등록하는 경우를 알아보자. 기본적으로는 신규등록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데이터를 입력하는 행의 값이 다를 뿐이다. 그러면 수정등록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입력할 행번호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 원래 제대로 하려면 현재 선택된 아이템의 Id값을 시트에서 찾아서 그 Id값이 있는 행이 몇 번인지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그 방법은 이후의 강좌에서 해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목록상자 lstName의 ListIndex값을 이용해서 행번호를 구하는 방법을 써본다. 일단 ‘아이템 등록’버튼, 즉 명령단추 btnRegister를 클릭할 때 실행해야 할 코드는 다음과 같다. If문에서 Else~와 End If 사이에 있는 코드들이 새롭게 작성해야 할 코드이다. 
Private Sub btnRegister_Click()  

 

If bNewOrMod = True Then  

Dim NewRows As Long  

NewRows = Application.CountA(Range(“A:A”)) + 1  

Cells(NewRows, 2) = txtName.Text  

Cells(NewRows, 3) = cmbGrade.ListIndex  

Cells(NewRows, 5) = txtPrice.Text  

 

Else  

Cells(lstName.ListIndex + 2, 3) = cmbGrade.ListIndex 

Cells(lstName.ListIndex + 2, 5) = txtPrice.Text 

Cells(lstName.ListIndex + 2, 2) = txtName.Text 

 

End If  

 

End Sub  

 코드를 보면 아이템 데이터를 입력할 행번호를 lstName.ListIndex + 2로 구했다. 즉, 목록상자 lstIndex에서 몇 번째 아이템이 선택되었는지를 ListIndex 속성으로 구한 뒤에, 그 값에 +2를 해준 것이다. 왜 +2를 해주어야 할까? 지난 강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ListIndex는 값이 0부터 시작되므로, 목록상자의 첫 번째 아이템을 선택해도 ListIndex 값은 1이 아닌 0이다. 그리고, 
itemDB 시트에서 실제 아이템 데이터는 1행이 아닌 2행부터 데이터가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목록상자 lstName에서 첫 번째 아이템을 선택할 때 ListIndex값은 0이지만, itemDB 시트에서는 두 번째 행에 데이터가 기록되는 것이다. 따라서 ListIndex값에 +2를 해주어야만 실제로 그 아이템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행번호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템의 이름을 셀에 입력하는 부분, 즉 Cells(lstName.ListIndex + 
2, 2) = txtName.Text 처리 구문을 Else~ End If 사이에 있는 셀 입력 관련 구문들 중에서 맨 마지막에 넣어야 하는 점이다. 이 구문을 위쪽에 두면, 셀에 입력된 아이템의 이름이 바뀌면서 유저폼의 목록상자 lstName에 수정된 아이템의 이름이 반영되면서 lstName_Change() 이벤트가 발생하므로, 동시에 원래 셀에 저장되어 있던 아이템의 데이터들이 유저폼의 각 컨트롤에 갱신된다. 따라서 원래 수행하려던 수정등록 처리와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데이터 입력이 처리되지 않는다. 7강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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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 전에 수정등록을 스스로 작성해 본 분들이 수정된 데이터가 셀에 반영이 되지 않은 문제를 겪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것이다. 이렇듯 목록상자에 들어가는 항목들을 
RowSource 속성을 이용해서 특정 시트의 셀 데이터와 연동시킬 경우에는 RowSource와 연결되는 셀의 내용(값)이 변경될 때 목록상자에도 실시간으로 반영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위 코드만 작성한 다음에 유저폼을 테스트해보면 수정등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을 하나 빼먹었기 때문이다. 그게 무엇일까? 위 코드를 다시 한 번 살펴보자. 버튼 하나로 신규등록과 수정등록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 If문을 사용했고, 조건은 bNewOrMod라는 변수가 
True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도록 했다. 그래서 bNewOrMod가 True이면 신규등록으로 처리하고, 
True가 아니라면(False라면) 수정등록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변수는 유저폼이 처음 생성될때(UserForm_Initialize 이벤트) True로 초기화된 후에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적당한 상황에서는 이 변수가 False값을 갖도록 변경해주어야 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일 때 bNewOrMod의 값을 False로 바꿔줘야 할까? 가장 적당한 상황은 목록상자 lstName에서 어떤 아이템이 선택된 경우, 즉 Change()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가 될 것이다. 따라서 lstName_Change() 프로시저 안에 bNewOrMod = False 라는 코드를 삽입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목록상자 lstName에서 어떤 아이템이 선택된 다음 ‘아이템 등록’ 버튼을 누를 때에 
bNewOrMod의 값이 False가 되기 때문에 btnRegister_Click() 프로시저의 If문에서 Else~에 있는 아이템 수정등록 동작을 수행한다. 지금까지 강의한대로 잘 따라했다면 명령단추, 텍스트 상자, 목록상자, 콤보상자, 스핀단추 등의 기본적인 기능과 활용법에 대해서 이해했으리라 본다. 그러면 이어서 아직 남은 컨트롤들, 옵션단추, 프레임, 확인란(Check Box) 등에 대해서도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자. 
 

 

가위바위보 게임 만들기 지금부터는 새로운 예제를 통해서 강의를 진행할 것이므로 조금전까지 다루었던 아이템 관리툴 소스가 들어있는 엑셀파일은 닫아버리고,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든다. VBA코드가 입력될 파일이므로 파일의 포맷은 ‘Excel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 형식, 즉 *.xlsm 포맷으로 저장해야 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메뉴에서 ‘파일 형식’을 그렇게 선택하고 저장하면 된다. 이번 예제에서는 옵션단추와 랜덤한 수치를 뽑아내는 함수를 이용해서 컴퓨터와 대결하는 가위바위보 게임을 만들어본다. 새로운 엑셀 파일에서(참고로 VBA에서는 개별 파일을 Workbook이라고 한다) 
Alt + F11을 눌러 VB편집기를 열고, 유저폼을 하나 만들자. VB편집기 상단 메뉴의 [삽입] 메뉴에서 [사용자 정의 폼]을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유저폼을 하나 만들면 기본 이름이 UserForm1로 되어 있는데, 속성창의 이름 항목에서 다른 이름으로 바꿔줄 수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한글로 이름을 짓지는 않지만 VBA에서는 한글 이름이나 한글 변수명을 쓸 수 있으므로 한글로 ‘가위바위보’라고 입력해도 상관 없다. (따옴표는 제외하고 입력할 것) 그리고 속성창에서 Caption 속성에 ‘내가 만든 가위바위보 게임’이라고 입력하면, 유저폼의 제목 표시줄에 그 텍스트가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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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위바위보 게임에 필요한 요소들을 생각해보자.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할 것이다. 
� 플레이어의 가위/바위/보 선택을 입력받는 기능 (옵션단추로 구현한다) 
� 컴퓨터의 가위/바위/보를 선택하는 기능 (랜덤함수로 구현한다) 
� 승패를 판정하는 기능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 [추가과제] 연승기록을 계산하고 저장하려면?  
 

옵션단추를 통한 선택입력기능 구현 

 우선 옵션단추를 이용해서 플레이어의 선택을 입력 받는 기능을 구현해보자. 도구상자에서 옵션단추를 유저폼 위로 드래그하면 되는데, 총 3개의 옵션단추를 만든다. 그리고 이름 속성을 각각 
optKawi, optBawi, optBo로 수정하고, Caption 속성을 각각 가위, 바위, 보로 수정한다. 옵션단추의 Caption 속성에 입력되어 있는 텍스트가 단추 오른쪽에 나타나는 텍스트이므로 이렇게 하면 옵션단추 옆에 각각 가위, 바위, 보라는 텍스트가 나타날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가위/바위/보 옵션단추 3개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점이다. 물론 유저폼에 옵션단추가 오직 이 3개만 나온다면 그냥 이대로 둬도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처리해 주지만, 이 외에 다른 기능을 위해 옵션단추가 추가되는 경우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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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프레임frame이라는 컨트롤을 통해서 옵션단추를 묶어줘야 한다. 방법은 간단한데, 도구상자에서 프레임을 유저폼 위에 드래그 한 다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옵션단추 세 개를 동시에 또는 하나씩 잘라내기 + 붙여넣기 해서 프레임 안으로 집어 넣으면 된다. 참고로 여러 개의 컨트롤을 동시에 선택하고 싶다면, Ctrl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컨트롤 들을 클릭하면 된다. 그 다음에는 프레임을 선택한 다음(프레임의 테두리를 클릭하면 프레임만 선택된다) Caption 속성을 ‘선택하기’으로 수정한다. 그러면 유저폼 상의 프레임 텍스트가 입력한대로 변경될 것이다. 

 자 그러면 프레임 안에 넣은 옵션단추끼리 잘 연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용도로 유저폼에 옵션단추를 2개 정도 더 넣어보자. 물론 방금 만든 프레임의 바깥쪽에 넣어야 한다. 그 다음 F5를 눌러서 유저폼을 실행시켜보자. 옵션단추를 클릭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프레임 내부의 옵션단추들 중에서 하나의 단추, 그리고 프레임 외부의 옵션단추들 중에서 하나의 단추만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대부분의 경우 옵션단추는 프레임이라는 컨트롤과 함께 사용한다. 그냥 보기에도 프레임으로 묶어놓은 옵션단추가 더 보기 좋은 점도 있지만, 옵션단추의 특성상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제 테스트용으로 넣은 옵션단추들은 삭제하고 실제로 사용할 3개의 옵션단추만 남겨놓자. 그 다음 할 일은 플레이어가 가위/바위/보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 즉 어떤 옵션단추가 선택되어 있는지를 저장하는 코드를 넣을 차례다. 우선은 플레이어가 선택한 것을 저장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 한다. 이 변수명은 bytPlayer로 하고 변수타입은 byte로 한다. 변수를 선언하는 위치는 코드편집창의 최상단에 있는 Option Explicit 선언부이다. 앞선 강좌에서도 살짝 설명했지만 변수명 앞에 붙는 byt~는 이 변수가 Byte타입임을 쉽게 알수 있도록 붙이는 접두사 같은 것이다. 물론 붙이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 byte 타입은 0 ~ 255의 정수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로 1바이트의 메모리를 점유한다. 그래서 가위는 0, 바위는 1, 보는 2로 저장하기로 하자. 물론 이 변수를 byte가 아닌 

Integer나 Long 타입으로 선언해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어차피 0부터 2 사이의 값만 저장하면 되는데 더 많은 메모리를 점유하는 변수타입으로 할 이유는 없다. 지금이야 너무나도 간단한 프로그램이라서 어떤 타입으로 선언하던 별 차이는 없지만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프로그램이 점유하는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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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를 가능한 아껴야 하므로 기초단계에서부터 그런 버릇을 들이는 것이 좋다.  
Option Explicit  

Dim bytPlayer As Byte  ‘유저의 선택을 저장하는 변수(이건 주석임)  자 그러면 유저가 어떤 옵션단추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이 변수값이 변경되는 프로시저를 구현해보자. 코드편집 모드에서 Shift + F7 을 눌러 개체편집 모드로 전환한 다음, 각각의 옵션단추를 클릭한 다음 아래와 같이 코드를 입력한다. 
Private Sub optBawi_Click() 

 

    If optBawi.Value = True Then bytPlayer = 1 

 

End Sub 

Private Sub optBo_Click() 

 

    If optBo.Value = True Then bytPlayer = 2 

 

End Sub 

Private Sub optKawi_Click() 

 

    If optKawi.Value = True Then bytPlayer = 0 

 

End Sub  아마 지금까지 본 혈변강의 VBA 시리즈를 잘 공부해왔다면 이제 이정도는 코드만 봐도 뭐가 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옵션단추의 Value 속성이 True인 것은 그 단추가 선택된 상태라는 뜻이고, Value 속성이 False면 그 단추가 선택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If~문에서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즉 Else~부분에서 특별히 처리할 코드가 없다면, 위와 같이 그냥 한 줄에 
If + 조건 + Then + 실행할 코드 만 작성하고 Else와 End If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코드를 작성했다면, 이제 플레이어가 옵션단추 ‘가위’를 선택하면 변수 bytPlayer가 
0이 되고, ‘바위’를 선택하면 1, ‘보’를 선택하면 2가 된다. 플레이어의 입력을 받는 기능은 일단 구현되었다. 테스트를 위해서 유저폼에 명령단추를 하나 만들고 이름 속성을 btnTest, Caption 속성을 ‘뭘 냈을까요?’로 한다. 그리고 방금 만든 명령단추를 더블클릭한 다음 코드편집 모드에서 다음의 코드를 입력한다. 
Private Sub btnTest_Click() 

 

Select Case bytPlayer 

     

    Case 0 

        MsgBox ("가위를 내셨군요") 

     

    Case 1 

        MsgBox ("바위를 내셨군요") 

     

    Case 2 

        MsgBox ("보를 내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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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Select 

 

End Sub 위와 같이 코드를 입력한 다음 F5를 눌러서 테스트를 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자신이 선택한 항목이 메시지 상자의 텍스트에 나타날 것이다. 

 위 코드를 이해하려면 Select Case문과 MsgBox 함수를 이해해야 하는데, 자세한 설명은 네이버 등에서 검색하거나 VBA 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간다. 우선  
Select Case문에서는 변수 bytPlayer의 값에 따라서 총 세 가지의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코드를 실행한다. 만약 옵션단추에서 ‘바위’가 선택된 상태에서 [뭘냈죠?] 단추를 누르면 변수 
bytPlayer의 값이 1이므로, Case 1에 있는 코드만 실행한다. 지금 예제의 경우에는 MsgBox 
(“바위를 내셨군요”)이므로 메시지 상자가 나타나고 해당 텍스트를 출력하는 것이다. 

MsgBox는 VBA 내장함수의 일종으로,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다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안내창이나 에러 메시지 등을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텍스트만 출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사라지는 기능만을 수행하는데, 여러가지 기능을 더 추가할 수 있으므로 꼭 서적 등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이번 7강에서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 랜덤 함수를 통해 컴퓨터가 낼 것을 결정하는 기능과 승부를 가리는 기능 등은 이어지는 8강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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