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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변강의 엑셀VBA] 8강: 엑셀함수 활용하기 

 이번 8강에서는 지난 7강의 후반부에서 만들었던 가위바위보 게임을 계속 해서 완성해가도록 한다. 그러므로 7강을 아직 안 봤다면, 우선 7강의 가위바위보 게임 만들기부분을 꼭 봐야만 한다. (7강 링크: http://sstorm.egloos.com/5358361 ) 
 

가위바위보 게임 만들기 지난 7강에서는 옵션단추를 이용해 플레이어의 선택을 입력받는 코드를 구현했고 Select Case문과 MsgBox 내장함수로 테스트를 하는 것까지 해보았다. 그러면 이어서 컴퓨터가 낼 것을 랜덤하게 선택하는 기능을 구현해보자. 
 

RANDBETWEEN 함수를 이용한 랜덤값 산출 

 엑셀VBA에서 랜덤값을 뽑아낼 때에는 엑셀의 자체 함수인 RND 또는 RANDBETWEEN을 사용하면 된다. RND 함수는 무작위 실수를, RANDBETWEEN 함수는 무작위 정수값을 산출할 때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정수로 0 ~ 2 사이의 값 사이의 랜덤값이 필요하므로 RANDBETWEEN 함수를 쓰도록 한다. 그리고 지난 7강에서 플레이어가 낸 가위/바위/보를 저장하기 위해 bytPlayer라는 변수를 선언했듯이, 이번에는 컴퓨터가 내는 것을 저장하기 위해 bytComputer라는 변수를 아래와 같이 선언하자. 선언하는 위치는 유저폼 모듈의 코드 편집화면 최상단의 선언부이다. 예전에도 한 번 설명을 했듯이 Dim~으로 선언하는 지역변수는 프로시저 내부에서 선언하면 그 프로시저가 종료되면서(End Sub를 처리하면서) 변수도 같이 소멸되므로, 지금과 같이 유저폼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변수는 해당 모듈의 선언부에서 선언을 해줘야만 한다. 
Option Explicit  

Dim bytPlayer As Byte   

Dim bytComputer As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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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를 선언했다면 개체 편집모드로 전환해서(Shift + F7) 유저폼에 명령단추를 하나 만든다. 그리고 명령단추의 이름은 btnTry로, Caption은 ‘승부!’라고 하자. (따옴표는 제외하고 입력) 그 다음은 방금 만든 명령단추를 더블 클릭해서 btnTry_Click() 프로시저의 코드 편집모드로 전환한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코드를 넣어야 할까? 랜덤 함수를 써서 컴퓨터가 낼 값을 산출해야 할 것이다. RANDBETWEEN은 두 개의 인수를 지정하면 그 두 인수의 사이에 있는 무작위 정수값을 반환한다. 예를 들어, RANDBETWEEN(5, 9)는 5~9 사이의 랜덤한 정수값을 반환하고, RANDBETWEEN(1, 
100)은 1~100 사이의 랜덤한 정수값을 반환한다. 지금은 0~2 사이의 값이 필요하므로 
RANDBETWEEN(0, 2)라고 하면 된다. 단, 엑셀의 자체 함수를 VBA 코드로 입력할 때에는 함수명 앞에 Application. 또는 WorksheetFunction.을 붙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말도록! 그런데 RANDBETEEN 함수를 써서 랜덤값을 뽑아내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값을 어딘가에 저장해야 할 것이다. 그럼 어디에? 어디긴, 바로 위에서 만든 변수 bytComputer잖아! 그러니까 코드는 다음과 같이 입력해야 한다.  
Private Sub btnTry_Click() 

 

bytComputer = Application.RandBetween(0, 2) 

 

End Sub 

 이렇게 하면, [승부!] 버튼, 즉 명령단추 btnTry를 누를 때마다, 이 프로시저가 자동으로 컴퓨터가 낼 랜덤값을 뽑아준다.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어가 낸 값과 컴퓨터가 낸 값을 비교하여 승부를 판단하는 기능만 넣으면 일단 기본적인 가위바위보 게임이 구현될 것이다. 
 

Cells 속성을 이용한 결과값 산출 자 그러면 플레이어와 컴퓨터가 낸 가위/바위/보를 비교하여 승부를 가리는 기능을 구현해보자. 이것은 If~문이나 Select Case~문 등을 통해서도 구현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셀에 결과값들을 모두 입력한 다음, Cells 속성을 이용해서 결과값을 선택하는 방법을 쓰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현재 본 강의를 보며 작업 중인 엑셀파일의 Sheet1에 다음과 같이 셀을 입력하라. 아래 그림과 셀 위치까지 일치시켜야 강의를 이해하기 편할 것이다. 

 그러면, 명령단추 btnTry를 눌렀을 때, 컴퓨터가 무엇을 냈는지와 승부 결과를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컴퓨터가 무엇을 냈는지 보여주려면, Select Case 문을 통해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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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tComputer의 값에 따라 가위/바위/보 텍스트를 출력하면 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코드를 삽입한다.  
Private Sub btnTry_Click() 

 

bytComputer = Application.RandBetween(0, 2)  ‘원래 입력해 놓은 코드 

Dim COM As String 

 

Select Case bytComputer 

 

  Case 0 

    COM = “가위” 

  Case 1 

    COM = “바위” 

  Case 2 

    COM = “보” 

 

End Select 

 

MsgBox (“컴퓨터는 ” & COM & “를 냈습니다.”) 

 

End Sub 

 위 코드에서 지역변수 문자열String 타입으로 선언한 COM은 컴퓨터가 낸 것을 텍스트로 저장하기 위해 만든 변수이다. 그리고 MsgBox 함수에서 이 변수를 불러와서 텍스트를 완성시켰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텍스트를 직접 코드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항상 큰따옴표 “”로 앞 뒤를 둘러 싸줘야 한다는 점인데, 단 변수는 따옴표를 넣지 않는다. 그리고 문자들 사이에 삽입된 &는 문자열을 연결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승패를 판정해서 결과값을 보여줄 차례다. 승패를 판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Cells 속성을 이용해서 시트의 셀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방법을 쓰기로 한다. 
Cells 속성은 Cells(행번호, 열번호)와 같은 방식으로 셀의 위치를 지정한다. 그러면 플레이어가 바위를 내고 컴퓨터가 보를 냈다면 셀 위치는 어떻게 될까? 플레이어가 바위를 낸 경우는 4행이고, 컴퓨터가 보를 낸 경우는 5열이므로 Cells(4, 5)에 있는 값인 ‘패배’를 불러와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플레이어가 낸 것을 저장하는 변수 bytPlayer는 1이고, 컴퓨터가 낸 것을 저장하는 변수 
bytComputer는 2이다. 즉 이 변수값에 각각 +3을 해줘야만 올바른 셀 위치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코드는 아래와 같이 입력해야 한다.  
Dim Result As String  ‘결과값 텍스트를 저장하는 지역변수 

Result = Cells(bytPlayer + 3, bytComputer + 3) 

 위 코드를 방금 작성한 btnTry_Click 프로시저의 End Select와 MsgBox(…) 사이에 입력한다. 다음으로는 MsgBox 함수가 컴퓨터가 낸 것과 승부 결과를 같이 출력하도록 코드를 수정해보자. 코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된다. 
Dim Result As String  ‘결과값 텍스트를 저장하는 지역변수 
Result = Cells(bytPlayer + 3, bytComputer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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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gBox (“컴퓨터는 “ & COM & “를 냈습니다.” & vbCrLf & “결과는 “ & Result & “입니다.”) 
 여기서 vbCrLf 는 여러분에게 생소한 개념일 것이다. vb는 비주얼베이직을 의미하고, Cr은 캐리지리턴Carriage Return을, Lf는 라인피드Line Feed를 뜻한다. 캐리지리턴은 쉽게 말하면 커서를 행의 맨 왼쪽으로 되돌리는 것이고, 라인피드는 바로 아래의 행으로 줄바꿈하는 것이다. 따라서 vbCrLf가 문자열 사이에 있으면 그 뒤에 오는 문자열은 줄바꿈을 하고 맨 왼쪽에 위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