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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변강의 엑셀VBA] 6강: 스핀단추와 데이터 입력 

 이번 6강에서는 컨트롤 중에서 스핀단추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유저폼의 각 컨트롤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지정된 시트의 셀에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참고로 본 강좌는 지난 
4강 때부터 사용해온 예제파일을 계속 이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4~5강을 보지 않은 분들은 먼저 4강부터 차례로 보면서 예제파일에 직접 코드를 입력해가면서 내용을 이해한 후에 본 강좌를 보기 바란다. (4강 링크: http://sstorm.egloos.com/5335895) 

 

 

스핀단추 써보기 그러면 그동안 사용해오던 예제 파일 itemDB_Sample.xlsm을 열고 VB 편집기를 실행시키자. 지난 강좌때 언급했지만, VBA 코드가 단 한 줄이라도 입력되어 있는 파일은 처음 열 때 보안 설정에서 ‘매크로 사용’을 허용해야만 한다. 이것을 허용하지 않고 열면 코드로 작성한 명령들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강좌에서는 우선 유저폼에 텍스트 상자와 스핀 단추를 삽입한 후에, 텍스트 상자에는 아이템의 가격이 표시되고, 스핀단추를 클릭하면 그 가격값을 조절할 수 있게 해본다. 그러면 우선 유저폼을 열고 도구상자의 컨트롤 중에 텍스트 상자를 드래그 해서 유저폼에 삽입하자. 이 텍스트 상자의 이름은 당연히 txtPrice 정도가 좋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 5강에서 했던 것처럼 레이블도 하나 만들어서 이름은 lblPrice, 

Caption 속성은 ‘가격:’으로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넣어보자. 그다음에는 도구상자에서 스핀단추를 드래그해서 방금 만든 텍스트 상자 txtPrice 오른쪽에 바짝 붙여놓는다. 스핀단추의 이름은 spnPrice 라고 하자. 그리고 텍스트 상자의 높이에 맞게 스핀단추의 높이를 조절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스핀단추의 Height 속성에 18 이라고 입력하는 것이다. 텍스트 상자의 기본 높이가 18이므로 이렇게 하면 쉽게 높이를 맞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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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목록상자 lstName에서 어떤 아이템이 선택되면 그 아이템의 가격 데이터가 텍스트 상자 txtPrice에 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목록상자 lstName 에서 
Change 이벤트가 발생할 때 이 동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VB 편집 화면에서 F7을 눌러 코드 편집모드로 전환한 다음에 lstName_Change() 프로시저로 가거나, 혹은 목록 상자를 더블 클릭해서 코드 편집모드로 전환하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코드가 이미 입력되어 있을 것이다. 
Private Sub lstName_Change() 

 

txtName.Text = lstName.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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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Sub 

 이 프로시저에 코드를 작성해보자. 어떤 코드가 들어가야 할까? 방금 만든 텍스트 상자 
txtPrice의 Text 속성에 선택된 아이템의 가격 데이터가 표시되면 되니까 txtPrice.Text = 

Worksheets(“itemDB”).Cells(lstName.ListIn

dex + 2, 5) 가 되어야 맞다. 왜냐하면 itemDB 시트 상에서 아이템의 가격정보는 E열, 즉 다섯 번째 열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코드를 제대로 작성했다면, 유저폼을 실행하고 아이템을 선택하면 가격정보가 제대로 표시될 것이다. 그런데 가격정보와 같은 수치 데이터는 텍스트 상자에서 왼쪽 정렬보다는 오른쪽 정렬로 나오는 것이 더 좋다. 이것을 바꾸려면 유저폼에서 텍스트 상자 txtPrice를 한 번 클릭하여 선택한 다음 속성창에서 TextAlign 속성을 3 – fmTextAlignRight로 지정한다. 그리고 수치가 천 단위를 넘어갈 때 콤마로 구분을 해주고 싶다면, 텍스트 상자 txtPrice를 더블 클릭해서 코드 편집모드로 전환하고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입력한다. 이렇게 하면 텍스트 상자에서 가격 수치가 천단위마다 콤마가 표시되어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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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Sub txtPrice_Change() 

 

txtPrice.Text = Format(txtPrice, “#,##0”) 

 

End Sub 

 자 그러면 이제는 텍스트 상자 txtPrice 오른쪽에 있는 스핀단추 spnPrice를 통해 이 가격 수치를 수정할 수 있게 해보자. 유저폼에서 스핀단추를 더블클릭하면 spnPrice_Change() 프로시저가 자동으로 생성되는데 여기서 Change를 지우고 SpinUp 이라고 입력해보자. 스핀단추의 SpinUp 이벤트는 스핀단추에서 위쪽 버튼을 클릭할 때 발생하는 이벤트이다. 그리고 이때 아이템 가격을 +1 해주고 싶다면 다음 코드와 같이 작성하면 된다. 
Private Sub spnPrice_SpinUp() 

 

txtPrice.Text = txtPrice.Text + 1 

 

End Sub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강의를 이해할 정도면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자면, 위 코드의 의미는 txtPrice.Text 속성에 원래값에 1을 더하라는 의미이다. (프로그래밍에서 변수를 초기화할 때와 마찬가지 방식이다) 만약 SpinUp 이벤트가 일어날 때 마다 수치가 100씩 증가하게 만들고 싶다면 +1 대신 +100이라고 하면 된다. 그럼 반대로 스핀단추에서 아래쪽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가격이 -1씩 감소하도록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SpinUp을 이해했다면 이 정도는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여러분이 직접 코드를 짜보고 안될 경우 아래 코드를 보고 틀린 점을 찾아보도록 한다. 
Private Sub spnPrice_SpinDown() 

 

txtPrice.Text = txtPrice.Text - 1 

 

End Sub 

 그런데 사실 위 코드만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유저폼을 실행한 다음, 아무런 아이템도 선택하지 않은 체로 스핀단추의 감소 버튼을 클릭하면 형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오류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디버깅debugging 중에 오류가 발생하여 프로그램이 도중에 멈춘 경우에는 오류창의 [디버그] 메뉴를 클릭해서 코드편집모드에서 오류가 발생한 코드를 확인한다. 디버그 모드에서는 그림과 같이 오류가 발생한 구문에 노란색 바탕으로 표시가 되므로 쉽게 오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디버그에서 오류가 발생했을때에는 F5를 클릭해도 유저폼을 재실행할 수 없는데, VB편집기 상단의 메뉴 아이콘 중에 재설정 아이콘( )을 클릭해야만 다시 유저폼을 작동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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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과 같은 디버그 모드에서는 코드들 중 어떤 값을 담고 있는 변수나 컨트롤 속성 등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 놓으면 오류가 발생한 시점에 그것들이 담고 있는 값을 보여준다. 지금은 
txtPrice.Text에 마우스를 올려놓은 모습인데, 보다시피 값이 “”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큰 따옴표 두 개가 나란히 있고 그 사이에 아무 것도 없는 경우는 문자열string 형식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변수에 아무 값도 들어있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오류는 비어있는 문자열에서 정수 1을 빼라고 하니까 계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오류를 해결하려면, 유저폼이 처음 로딩될 때(즉, UserForm_Initialize() 이벤트) txtPrice.Text에 빈 문자열이 아닌, 정수형 수치 데이터가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Private Sub UserForm_Initializae() 

 

cmbGrade.RowSource = "index!B4:B9"  �원래 작성되어 있던 코드 
txtPrice.Value = 0 

 

End Sub 

 이렇게 하면 유저폼을 실행시켜 폼이 처음 생성될 때 아이템의 가격을 보여주는 텍스트 상자 
txtPrice에 기본값으로 0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0인 상태에서 스핀단추의 감소 버튼을 클릭해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유저폼에서 시트에 데이터 입력하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유저폼에서 아이템 데이터를 입력 또는 수정해서 시트에 입력하는 기능을 구현해보도록 하자.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입력 명령을 전달할 명령단추를 하나 만들어야 한다. 개체 편집모드(Shift + F7)로 전환한 다음 도구 상자에서 명령단추를 하나 드래그 해서 유저폼에 넣은 다음 이름은 btnRegister, Caption 속성은 ‘아이템 등록’이라고 수정한다. 그다음 이 명령단추를 더블클릭하면, 당연히 Private Sub btnRegister_Click() 이라는 프로시저가 하나 생성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입력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코드를 작성하면 된다. 그렇다면 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 어떤 기능들이 필요할까? 만약 지금과 같이 명령단추 하나로 수정등록, 신규등록 두 가지를 다 수행하려면, 명령단추를 눌렀을 때 이것이 수정등록인지 신규등록인지를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수정등록인 경우에는 현재 유저폼에 불러온 아이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셀에 데이터를 덮어쓰기 해야 하는 반면, 신규등록인 경우에는 새로운 행에 데이터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유저폼이 자동으로 수정 또는 신규 등록 여부를 판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단순한 논리는 유저폼의 목록 상자 lstName에서 어떤 아이템이 선택되면 수정등록이고, 아무 아이템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라면 신규 등록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논리를 구현하기 위해 우선 코드 편집모드로 전환한 다음, 코드 편집기의 맨 위쪽에 있는 
Option Explicit 선언부에 논리값 변수, 즉 True 또는 False를 저장할 수 있는 부울boolean 타입의 변수를 하나를 다음과 선언하고 초기값은 True로 잡는다. 만약 여러분의 코드 편집기 최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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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Option Explicit 선언부가 없다면 상단메뉴의 [도구] → [옵션] → [편집기]탭에서 ‘변수 선언 요구’ 항목에 체크하고, 다시 편집모드로 돌아와서 아래와 같이 입력한다. 
Option Explicit 

Dim bNewOrMod As Boolean 

 Option Explicit란? 
Option은 영어로 선택(권), 선택할 수 있는 것 등을 뜻하고 Explicit는 분명한, 명쾌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이다. 즉 Option Explicit란 직역하면 ‘분명한 선택’ 정도의 뜻이 된다.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래밍에서 이 선언문을 모듈에 삽입하면(단 이 선언부를 특정 프로시저내에 둘 수는 없다. 보통은 코드창의 최상단에 넣는다) 그 모듈 내에서는 어떠한 변수를 사용하건 무조건 먼저 변수를 선언해야만 한다. 만약 선언되지 않은 변수를 사용하는 코드가 있다면 디버깅에서 오류로 판정한다.  그렇다면 모듈이란 녀석은 또 뭔가? 엑셀 VBA에서 모듈module은 쉽게 말하면 VB편집기 화면에서 좌측상단에 있는 프로젝트 창에서 각각의 시트나 개별 유저폼, 또는 모듈 항목에 있는 개별 매크로를 의미한다. 말로 설명하면 조금 복잡해보이는데 아래 그림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듈내 지역변수 선언 우리는 그동안 변수를 선언할 때 특정 프로시저 내에서 Dim 변수명 As 데이터타입의 형태만 사용했었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 변수는 지역변수Local Variable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VBA에서 지역변수는 그 변수가 선언된 개체에서만 유효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프로시저에서 선언한, 즉 Sub ~ End Sub 내에서 Dim으로 선언된 지역변수는 그 프로시저가 실행될 때 변수가 생성되어 프로시저가 모두 처리되어 End Sub에 이르면 사라진다. 따라서 특정 프로시저에서 선언한 지역변수는 다른 프로시저나 다른 모듈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 변수를 선언한 그 프로시저에서만 쓰고 버리는 식이다. 반면에 위의 경우에서는 bNewOrMod라는 변수를 지역변수로 선언하긴 했지만 특정 프로시저가 아닌 UserForm1 모듈의 선언부에서 변수를 선언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UserForm1이 작동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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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안에는 그 변수가 유지되며, 또한 UserForm1내의 모든 프로시저에서 이 변수에 접근할 수 있다. 본 예제에서 bNewOrMod 변수를 특정 프로시저가 아닌 모듈의 선언부에서 선언한 이유는 이 변수가 유저폼이 처음 생성될 때부터 닫을때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변수이름 표기법: 헝가리안 표기법 본 예제에서 변수 bNewOrMod의 앞에 b가 붙은 이유는 이 변수가 어떤 데이터타입을 가지고 있는지 변수명만 봐도 알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b는 논리값, 즉 True 또는 False 중 하나만을 저장할 수 있는 부울 타입(Boolean)의 변수임을 나타낸다. 이렇게 변수명 앞에 특정한 알파벳 문자를 접두사처럼 넣어 변수의 데이터타입을 표시해주는 표기법을 헝가리안 표기법이라고 하는데, 이 표기법에 헝가리안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방식을 처음 사용해서 유행시킨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근무한 헝가리 출신의 프로그래머였기 때문이다. 아래 표는 VBA에서 주로 사용하는 헝가리안 표기법의 예이다. 
 접두사 키워드 저장용량 설명 

b boolean 2 byte 부울타입, 논리값 변수라고 한다. True 또는 False 값을 실제 문자열로 저장함. 
(예) Dim bDeadOrAlive As Boolean 

i integer 2 byte -32768 ~ 32767 사이의 정수 
(예) Dim iItemPrice As Integer 

l long 4 byte -2,147,483,648 ~ 2,147,483,647 사이의 정수 
(예) Dim lDistance As Long 

s string 문자길이에 따라 변동 문자열을 저장하는 변수 
(예) Dim sYourName As String 

 하지만 모든 변수를 다 헝가리안 표기법에 따라 선언할 필요는 없다. 특히 특정 프로시저 내에서만 유지되는 지역변수의 경우에는 변수명을 가능한 짧게 지어도 된다. 다만 모듈 수준의 지역변수 또는 전역변수들은 가능하면 헝가리안 표기법을 이용해서 변수명만 봐도 어떤 데이터타입을 가지고 있는 변수인지 알아보기 쉽게 하는 것이 좋고, 또 변수명을 지을 때도 무작위적인 이름보다는 변수명만 봐도 변수의 용도가 무엇인지 알아채기 쉽게 만드는 것이 좋다. 그리고 본 강좌의 예제 코드처럼 변수명을 지을 때 알파벳 대소문자를 적절히 혼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If문을 통한 분기 제어 자 그러면 계속해서 코드를 작성해보자. 앞서 선언한 bNewOrMod 변수는 유저폼에서 엑셀 시트로 데이터를 등록할 때, 이것이 신규등록인지 수정등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 만든 변수이다. 그래서 변수의 값이 True이면 신규등록, False이면 수정등록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그러면 유저폼이 처음 로딩될 때에는 신규등록으로 취급해야 하므로 변수값을 True로 초기화해야 한다. 따라서 UserForm_Initialize() 프로시저에 bNewOrMod = True 라는 코드를 입력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면 이 변수값을 수정등록인 것으로 변경해야 할까? 유저폼의 목록상자 
lstName에서 어떤 아이템이 선택된 경우가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lstName_Change() 프로시저에 
bNewOrMod = False 라는 코드를 넣어야 한다. 이제 처음 만들었던 명령단추 btnRegister를 더블클릭해서 btnRegister_Click()프로시저에 아이템 데이터를 등록하는 코드를 작성할 차례다. 단 이 버튼이 클릭될 때 아이템 데이터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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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등록하는지 아니면 수정등록하는지를 판단해서 각 상황에 따라 입력하는 방식이 달라지므로, If문을 사용해야 한다. 이것은 If~에서 일정한 조건을 제시한 다음, 그 조건에 맞으면 Then~ 에 있는 코드만 실행하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Else~에 있는 코드만 실행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If~에서 bNewOrMod 변수가 True 인지를 따져보고, True라면(신규등록인 경우) Then~을, False라면(수정등록인 경우)에는 Else~를 실행하도록 한다. 일단 If문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작성한다. 
Private Sub btnRegister_Click() 

 

If bNewOrMod = True Then 

Else 

End If 

 

End Sub 

 신규등록을 처리하는 코드 그러면 Then~ 부분에는 어떤 코드가 들어가야 할까? 이것이 신규등록이므로, 새롭게 아이템 데이터를 입력할 행번호를 먼저 구해야 한다. 이것은 이전에 한 번 배웠던 CountA 함수로 구할 수 있다. 
itemDB 시트의 A열 전체 범위에서 데이터가 입력된 행의 개수를 구한 다음 +1을 해주면 새롭게 데이터가 들어갈 행번호가 된다. 현재 DB의 경우는 14행까지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행번호는 15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아이템의 이름과 등급, 가격 정보 등이 그 행의 각 열마다 입력되어야 한다. 이것은 
Cells(행번호, 열번호) 를 통해 쉽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여러분이 직접 코드를 작성해보고, 정 안되면 아래 코드를 보고 이해하도록 한다. 코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어지는 7강에서 다루도록 한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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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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