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주얼베이직과 친숙해지기 

 

(관련부분: pp. 32~49) 

1. 몇 가지 용어들 

(1)객체(object): 데이터를 지닐 수 있으며 어떤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단위 (대표적인 

예: 폼, 컨트롤 등) 

      (예) 자동차: 색상, 크기, 배기량 등 (데이터) 

                  가다, 멈추다 (동작) 

(2)폼(form): 사용자가 컨트롤을 올려 놓아 시각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윈도우 

(3)컨트롤(control): 사용자가 응용프로그램과 상호 대화를 하면서 사용하게 될 객체를 그

래픽하게 표현한 것 

(4)속성(property): 객체가 가질 수 있는 값, 객체의 테이터에 해당 

(5)메서드(method): 객체가 수행할 수 있는 행위 



 

 
2 

(6)클래스(class): 객체를 만들기 위한 틀 

(7)이벤트(event)와 이벤트 프로시져(event procedure) 

1) 이벤트: 폼이나 컨트롤이 사용자나 시스템으로부터 받게 되는 명령 

2) 이벤트 프로시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프로시져 

(8)이벤트 처리방식 프로그래밍: 프로그램의 흐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벤트 발생에 

따라 처리되는 방식 (GUI 방식) 

 

2. 실행파일 만들기: 폼의 설계 (*.frm) 및 코드 작성 -> 컴파일(compile) -> 실행화일 (*.exe) 

(p. 535 참조) 

 

3. 비주얼베이직 통합개발환경(IDE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프로그램 설계, 

컴파일, 디버깅 등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하나의 작업 공간에 통합해 

놓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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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이틀바 (제목표시줄): 현재 작업중인 솔루션의 이름 표시 

(2)메뉴바 (메뉴표시줄): 주(main)메뉴->부(sub)메뉴 혹은 하위메뉴->보조메뉴(‘…’으로 표

시됨) 

(3)도구모음 

(4)도구상자 창: 컨트롤들이 모아져 있는 윈도우 

1) 윈도우 폼, 웹 폼, 모바일 폼 도구상자 

(5)폼: 컨트롤들을 올려 놓는 윈도우 

(6)속성 창: 객체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윈도우 

(7)솔루션 탐색기: 사용자가 작성하는 프로그램 파일들을 관리하는 윈도우 

1) 폼 관리 

2) 컴포넌트, 클래스, 모듈 파일 관리 

3) 참조 가능한 라이브러리 목록 표시  

4)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프로젝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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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코드 창: 코딩작업이 이루어지는 윈도우 

1) 객체 목록상자 (왼쪽) – 현재 폼에 있는 객체들의 목록 

프로시져 목록상자 (오른쪽) – 선택된 임의의 객체에서 사용 가능한 프로시져 목록 

2) 객체이름 입력 후 점(.)을 찍으면 선택 가능한 속성을 보여줌 (멤버목록자동표시기능 

설정: 도구(T)->옵션->텍스트->모든 언어->일반 부분에서) 

3) 코드작성의 기초 

- 문 종료 기호 없음 

- 여러 문장을 한 줄에 표시 가능: 콜론으로 구분 

- 한 문장을 여러 줄로 나누기: underscore(_) 를 이용, underscore 뒤에 주석을 달 

수 없음 

- 작은따옴표(‘)을 먼저 쓰고 주석을 기술, Rem으로 시작해도 주석 기술 가능 

(9)클래스 뷰: 클래스 안에 있는 멤버들을 관리하는데 용이하게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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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와 연산자에 대하여 

 

(관련부분: pp. 60~62; pp. 92~109) 

1. 변수(variable):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자료를 저장하는 기억장소, 각 기억장소는 변수의 

이름으로 구분 

(예) a=5 

    b=6 

    c=a+b 

 

2. 변수에 이름 붙이는 법 

(1) 제약조건 

1) 256자 이내로 

2) 영대소문자, 숫자, underscore(_) 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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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첫 문자는 반드시 영문자나 underscore 

4) 첫 문자가 underscore 이면 하나 이상의 영문자나 숫자를 포함 

5) 예약어(reserved word) 사용 불가능, 단 [ ] 로 둘러싸면 OK! 

(예) 

- NumOfPeople, Crow1234, Do_Draw, _BeginEnd, [public] (O.K!) 

- Variable*, 4Crow, private, _ (Not Allowed!) 

(2) 주의사항 

1) 대소문자를 구분 안 함 

 

3. 변수선언 방법, 선언 위치 및 초기화 

(1) 암시적으로 선언하기: 변수를 선언하지 않고 사용 

1) 변수의 철자가 틀려도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음 

(2) ‘Option Explicit’ 를 이용하여 명시적으로 선언하기 



 

 
7 

1) 선언 방법: Option Explicit On/Off 

(3) 프로그램 처음, 프로그램 중간에 선언해도 무방 

(4) 대입연산자 ‘=’를 이용하여 자료형 다음에 초기값을 부여해도 됨 

(예) Dim iMyVar As Integer = 1234 

 

4. 변수의 통용범위 

(1) 지역변수(local variable): 변수가 선언된 블록이나 프로시져 내에서만 유효한 변수 

1) ‘Dim’ 사용 

2) ‘Static’ 사용 – Permanent 변수를 선언하고자 할 때, 값을 보존하고 있어 변수가 선

언된 프로시져가 호출 될 때마다 현재까지의 변수 값을 사용 가능  

(2) 모듈변수(module variable)과 전역변수(global variable): 모듈, 클래스, 구조체 내에서 

(프로그램 전체에서) 공유할 수 변수 

1) 모듈변수 선언: ‘Private’ 혹은 ‘Dim’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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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Module myModule 

    Private strMyMsg As String 

    Sub Initialize() 

    strMyMsg= “안녕하세요” 

    End Sub 

    Sub Display() 

    Debug.WriteLine(strMyMsg) 

    End Sub 

    End Module 

2) 전역변수 선언: ‘Public’ 혹은 ‘Friend’ 사용 

(예) Module myModule1 

    Public strMyMsg As String 

    End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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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ule myModule2 

Sub Initialize() 

    strMyMsg= “안녕하세요” 

    End Sub 

    Sub Display() 

    Debug.WriteLine(strMyMsg) 

    End Sub 

   End Module 

 

    Module myModul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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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형(data type) 

(1) 바이트형(Byte)  

1)크기: 1 byte 

2)사용범위: 0~255(십진수) 

3)선언 요령 

(예) Dim byCount As Byte 

(2) Short형, 정수형(Integer), Long형 

1) 크기: 2/4/8 bytes 

2) 사용범위: -32,678~32,677/-2,147,483,648~2,147,483,647/p. 67 참조 

3) 선언 요령 

(예) Dim nMyVariable/iMyVariable/lMyVariable As Short/Integer/Long 

(3) 부동형: 소수점이 포함된 실수형 자료를 취급할 때 사용하는 자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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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ingle형 (단정도 부동소수점) 

- 크기: 4 bytes 

- 사용범위: 1.401298E-45 ~ 3.402823E38 (부호 가짐) 

- 선언 요령 

(예) Dim sHeight As Single 

- 지수형식 표현에서 소수점 아래 유효숫자의 수는 6 개 임에 유의 (예: 

123456750.12 => 1.234568E08) 

2)Double형 (배정도 부동소수점) 

- 크기: 8 bytes 

- 사용범위: 4.94065645841247E-324 ~ 1.79769313486232E308(부호 가짐) 

- 선언 요령 

(예) Dim dblVolum As Double 

- 지수형식 표현에서 소수점 아래 유효숫자의 수는 14개 임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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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ecimal형: 큰 숫자를 표현하기에 적합 

1) 크기: 12 bytes 

2) 사용범위: p.71 참조 

3) 선언 요령 

(예) Dim dMyVariable as Decimal  

(5) 캐릭터형(Char): 아스키 코드와 유니 코드 한 문자를 저장하기 위해 

1) 크기: 2 bytes 

2) 사용범위: 0~65535 

3) 선언요령 

       (예) Dim cMyVariable as Char 

(6) 문자열형(String) 

1) 크기: 10+2*(문자열의 길이) 만큼, 각 문자는 1 byte 차지 

2) 특수문자를 포함하여 모든 문자 사용 가능, 각 문자는 고유의 ASCII 코드 값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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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 

3) 선언 요령 

  (예) Dim strMyName As String 

4) 문자열의 연결 

- ‘+’ 연산자 사용  

   (예) Dim strTitle, strName, strNumber As String 

       strTitle= Queen 

       strName=Elizabeth 

       strNumber=II 

       Debug.write(strTitle + strName + strNumber) 

- ‘&’ 연산자 사용: 문자열 형이 아닌 변수와 연결하고자 할 때 

(예) Dim iA As Integer 

    Dim strB As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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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5 

    strB= “men” 

    Debug.write(iA & strB) 

5) 문자열형에 관한 함수 (pp. 74~76 참조) 

(7) 부울형(boolean) 

1) 크기: 1 byte 

2) 사용범위: True, False 

3) 선언 요령 

(예) Dim bIsFirst As Boolean 

(8) Date형 

1) 크기: 8 bytes 

2) 사용범위 

- 1년 1월 1일 ~ 9999년 12월 31일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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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00 ~23:59:59 (시간) 

3) 선언 요령 

(예) Dim dtToday As Date 

4) ‘#’ 기호 안에 날짜 혹은 시간 표시 (예: D=#96/11/14/ 11:20:35 PM# ) 

5) 날짜 및 시간에 관계된 함수 ( pp. 79~81 참조) 

(9) Object형: 서로 다른 여러 자료 형의 값을 가질 수 있음 

1) 크기: 4 bytes 

2) 선언 요령 

(예) Dim objMyVariable1, objMyVariable2 as Object 

    objMyVariable1=10 

    objMyVariable2= “Hello” 

 

6. 형변환: 암시적 형변환, 형변환 함수(p. 85 참조)를 이용한 명시적 형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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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암시적 형변환의 예 

(예) Dim iIntegerValue As Integer 

  Dim byByteValue As Byte 

    byByteValue=123 

    iIntegerValue=byByteValue 

2) CType 함수: 쉼표 다음에 지정된 형으로 바꿈 

- 형식: CType(수식, 자료형)  

 

7. 자료형 알아 내기: VarType 함수 이용 

- 형식: VarType(변수명) 

(예) iVar=123 ; strVar= “Hello” 

    MyType=VarType(iVar)        “Integer”를 반환 

    MyType=VarType(strVar)      “String”를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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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료형이 지정된 형인지 확인해주는 함수(p. 86~87 참조) 

 

9. 자료형 검사어: 자료의 형 검사를 엄격히 하고자 할 떄 사용 

1) 선언 요령: Option Strict On/Off 

2) 암시적 형변환을 금지, 그러나 작은 범위에서 큰 범위로 변환은 허용 

 

10.상수: 프로그램 전체에 걸쳐 바꾸지 않는 값 

1) 선언 요령 

[Public| Private] Const 상수명 [As 자료형] = 수식 

(예) Const conPi=3.141592 

2) 기존에 선언된 상수도 사용가능 

(예) Const conPi2=conP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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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연산자 

(1) 산술연산자: 사칙연산자(+, -, *, /), ^(제곱),  \(정수형 나눗셈), Mod(나머지), &(문자열 연

결) 

(예) MyValue=10 Mod 3      ‘1을 반환 

    MyValue=11\4          ‘2를 반환  

(2) 관계연산자: 자료의 대소 관계를 비교 

- <, <=, >, >=, =, <>(다름), Like 

- 산술연산자가 관계연산자보다 먼저 계산됨 

- Like 연산자 

a) 형식: 문자열 1 Like 문자열 2 

b) 문자열 1 이 문자열 2 에 포함되는지를 검토, 부합되면 ‘True’ 를 반환하고 부

합되지 않으면 ‘False’ 를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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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패턴연산자 

. *: 여러 글자 공통 지정 (예: a*a) 

. ?: 한 글자 공통 지정 (예: a?a) 

. #: 한 숫자 공통 지정 (예: a#a) 

. [문자 1-문자 2 ] : 두 문자 사이에 속하는지를 판단 (예: [a-z]) 

. [! 문자 1-문자 2]: 두 문자 사이에 속하지 않는 문자인가를 판단 (예: [!a-z]) 

. [문자]: 문자 자체를 검색 (예: a[*]a) 

d) 예 

. “ABCD” Like “AB*” -> True 

. “BA” Like “?A” -> True 

. “1A” Like “#A” -> True 

. “A” Like “[A-Z]” -> True 

. “A” Like “[!A-Z]” ->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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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 Like “a[*]a” -> True 

(3) 논리연산자: Not(논리 부정), And(논리곱), Or(논리합), Xor(배타적 논리합), AndAlso(단락 

논리곱), OrElse(단락 논리합) ( p. 107표 참조) 

(4) 대입연산자: 어떤 새로운 값을 변수에 대입시켜주는 연산자 

- 단순 대입연산자: = 

- 복합 대입연산자: +=, -=, *=, /=, \=, &= 

(예) iCount=iCount+2 

    iCount+=2 

    strMyString &=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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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시져에 대하여 

 

(관련부분: pp. 248~268) 

1. 프로시져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연산을 논리적으로 구분해 놓은 프로그램의 기본 단위 

(프로시져 => 모듈 => 프로그램) 

 

2. 프로시져의 필요성 

1) 디버깅(Debugging)이 용이함 

2)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거의 수정 없이 사용 가능 

 

3. 프로시져의 종류 

1)Sub 프로시져: 값을 반환하지 않는 프로시져 

2)Function 프로시져: 값을 반환하는 프로시져, 프로시져의 이름에 값을 저장하여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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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속성 프로시져: 개체나 모듈에 속성 값을 반환하고 할당함 

 

4. Sub 프로시져 

(1) 선언 요령 

1) 형식 

[Public| Protected| Friend| Protected Friend| Private] Sub 프로시져이름([매개변수리스

트]) 

문장 

End Sub 

(2) Private 키워드: Sub 프로시져가 선언된 모듈 내의 프로시져에서만 액서스가 가능하도

록 하고 싶을 때 

(3) Public 키워드: Sub 프로시져를 모든 모듈의 프로시져에서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싶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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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rotected 키워드: 자체 클래스나 파생된 클래스 내에서만 액세스 가능 

(5) 매개변수리스트: Sub 프로시져가 호출될 때 Sub 프로시져에 전달되는 인수들을 나타

내는 변수 목록 

1) 형식 

[Optional][ByVal][ByRef][ParamArray] 변수이름 [()] [As 자료형] [=기본값] 

- ByVal 키워드: 인수가 값으로 전달되게 하고자 할 때 

(a) 복사본을 만들어 전달 

(b)전달된 변수의 값이 Sub 프로시져에서 바뀌어도 호출한 프로시져 내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음 

(c) 변수명은 같아도 서로 다른 기억장소에 저장 

(d)(예) (p. 261 참조) 

Sub Main_Procedure() 

Dim n As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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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3 

Call A_Procedure(n) 

Debug.WriteLine(n) 

End Sub 

 

Sub A_Procedure(ByVal n As Integer) 

n=n+1 

End Sub 

- ByRef 키워드: 참조에 의해 인수를 전달하고자 할 때 (Default) 

(a) 실제 데이터가 존재하는 메모리의 주소가 전달됨 

(b)호출된 Sub 프로시져 내에서의 변경으로 인한 영향이 그대로 남음 

(c) 호출시 매개변수를 ‘( )’ 둘러싸면 ByVal로 다룸 

(d)(예) (p. 2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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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Main_Procedure() 

Dim A,B As Integer 

A=3 : B=5 

Call Swap(A,B) 

Debug.WriteLine(A & “ ” & B) 

End Sub 

 

Sub Swap(A, B As Integer) 

Dim Temp As Integer 

Temp=A: A=B: B=Temp 

End Sub 

- Optional 키워드: 매개변수가 생략되었을 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매개변수를 선언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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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택적 매개변수는 매개변수리스트의 마지막에 선언 

(b) [=기본값] 에 매개변수가 생략되었을 대입시킬 값을 표시 

(c) ParamArray 키워드와 함께 사용 못함 

(d)(예) (p. 266 참조) 

A_Procedure(“안녕하세요”, “홍길동씨”) 

A_Procedure(“안녕하세요”,) 

 

Sub A_Procedure(X As String, Optional Y As String= “아무개씨”) 

Debug.WriteLine(X & Y) 

End Sub 

- ParamArray 키워드: 매개변수의 개수에 제한 없는 프로시져를 구축해야 할 때 

(a) 변수명 다음에 ( )를 표시해야 함 

(b)ByRef, Optional 키워드와 함께 사용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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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or Each ~ Next 구문에서 사용하는 배열의 첨자는 자료형을 object형으로 선

언 해야 함 

(d)(예) (p. 267 참조) 

Debug.WriteLine(Max(1,2)) 

Debug.WriteLine(Max(1,2,3,4)) 

 

Function Max(ByVal ParamArray Nums()) As Object 

Dim i As Object 

Max=Nums(0) 

For Each i In Nums 

If i > Max Then Max=i 

Next i 

End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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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ub 프로시져의 종류 

(1) 이벤트 프로시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호출되는 Sub 프로시져 

1) Private Sub 객제이름_이벤트이름(매개변수리스트) 

문장 

End Sub 

(2) 일반 프로시져: 다른 부분에서 호출이 있을 때에만 실행되는 Sub 프로시져 

 

6. Sub 프로시져의 호출 요령 

1) [Call] 프로시져이름([매개변수리스트]) 

 

7. Function 프로시져 

(1) 선언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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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식 

[Public| Protected| Friend| Protected Friend| Private] Function 프로시져이름([매개변수리

스트]) [As 자료형] 

- Sub 프로시져와 동일 (Default: Public) 

- [As 자료형]: Function 프로시져 수행 후 반환하는 데이터의 자료형 지정 즉, 함

수 프로시져는 변수처럼 자신의 자료형을 가짐 (Default: object형) 

(2) 프로시져이름에 직접 값을 지정 함으로서 값을 반환함\ 

(3) Function 프로시져 호출 요령 

1) [Call] 프로시져이름([매개변수리스트]) 

(4)  (예) (p. 255 참조) 

Debug.Writeline(Sum(5,3)) 

Debug.WriteLine(5+Sum(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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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Sum(ByVal A As Integer, ByVal B As Integer) As Integer 

Sum=A+B 

End Function 

(5) 수학함수: ‘System.Math’를 네임스페이스하여 사용 (p. 256 표 참조) 

 

8. 다른 모듈/클래스/구조체에서 프로시져 호출 

(1) 다른 모듈에 있는 프로시져 호출 

1) 형식 

[모듈이름].프로시져이름([매개변수 리스트]) 

2) 예 (p. 260 참조) 

Public Module MyModule1 

Sub MyProcedure() 

MyModule2.My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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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Sub 

End Module 

 

Public Module MyModule2 

Sub MyProcedure() 

… 

End Sub 

End Module 

(2) 클래스/구조체에 있는 프로시져 호출 

1) 형식 

클래스/구조체.프로시져이름([매개변수 리스트]) 

2) 예 (pp. 259~260 참조) 

- Dim MyClassA As New Cla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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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ClassA.MyProcedure() 

- Dim MyStruc As StructA 

MyStruc.My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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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구조에 대하여 

 

- 결정구조: 어떤 조건의 참, 거짓에 따라 분기하는 구조 

- 반복구조 (루프구조):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또는 만족하는 동안 지정한 구

간을 반복 실행하는 구조 

(관련부분: pp. 224~247) 

1.IF 문 

(1) 단순 IF 문: 조건식에 따라 한 번만 분기하는 경우 

1) 형식 

If 조건식 Then 

   문장들 

End If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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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조건식 Then 문장 

2) 예 

If Number >100 Then 

Number=100 

Debug.WriteLine(Number) 

End If 

(2) If … Then … Else 문 

- 조건식에 따라 두 가지로 분기하는 경우 

1) 형식 

If 조건식 1 Then 

문장들 1 

ElseIf 조건식 2 Then 

문장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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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 

문장들 3 

End If 

- ElseIf 블록이 생략되면 조건식은 1개, 조건식 1이 True이면 문장들 1을 수행하

고 False 이면 문장들 3을 수행함 

- Else 블록이 생략되면 조건식은 2개, 조건식 1이 True이면 문장들 1을 수행하고, 

조건식 2 가 True 이면 문장들 2 를 수행하고, 두 조건식이 모두 False 이면 아무 

것도 수행 안 함 

2) 예 

If Jumsu >=95 Then 

Debug.WriteLine(“A+”) 

ElseIf Jumsu>=90 And Jumsu <95 Then 

Debug.WriteLin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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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If Jumsu>=85 And Jumsu <90 Then 

Debug.WriteLine(“B+”) 

ElseIf Jumsu>=80 And Jumsu <85 Then 

Debug.WriteLine(“B”) 

ElseIf Jumsu>=75 And Jumsu <80 Then 

Debug.WriteLine(“C+”) 

ElseIf Jumsu>=70 And Jumsu <75 Then 

Debug.WriteLine(“C”) 

Else 

Debug.WriteLine(“D”) 

Endif 

 

2.Select Case 문: 하나의 조건식에 따라 여러 곳으로 분기하는 결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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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식 

Select Case 조건식 

Case 값 1 

문장들 1 

Case 값 2 

문장들 2 

… 

Case Else 

문장들 

End Select 

- Case 절의 다양한 표현들 

1) Case 1 To 4: To 예약어를 써서 어느 범위에 있는 모든 값을 표현 

2) Case 1,3,5: 값들을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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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ase Is > 10: Is 예약어를 써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값을 표현 

(2) 예 

Dim Number As Integer 

Number=8 

Select Case Number 

Case 1 To 5 

Debug.Print “Between 1 and 5” 

Case 6,7,8 

Debug.Print “Between 6 and 8” 

Case Is >8 And Number <11 

Debug.Print “Greater than 8” 

Case Else 

Debug.Print “Not Between 1 and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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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Select 

 

3.Try … Catch … Finally 문: 에러를 구조적으로 제어해주기 위한 문 

(1)형식 

Try 

  실행할 문장 

   Catch 

   에러가 발생될 때 실행할 문장 

   Finally 

   Catch에서 실행이 끝나면 반드시 무조건 실행할 문장 

   End Try 

   (에) Try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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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ch 

      a=0 

      Finally 

      Debug.WriteLine(a) 

      End Try 

(2)반드시 Finally 문이 필요하지는 않음 

(3) Catch 문의 다른 형태 

(예) Catch When 조건절 (Catch When Err.number=11) 

    Catch 식별자 As Exception (Catch er As Exception) 

    Catch 식별자 As Exception When 조건절 (Catch er As Exception When 

Err.number=11) 

(4) ‘Exit Try’ 문: Try 문을 수행하다 중간에 끝내야 할 경우 사용; Finally 문이 있으면 그 

문장 수행 후 Try문을 빠져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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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row’ 문: 에러를 발생시키고자 할 때 사용 

(예) Throw(예외수식) 

 

4.For … Next 문: 코드의 일부분을 지정한 횟수 만큼 반복 수행하고자 할 때 

(1) 형식 

For 카운터=초기값 To 최종값 [Step 증감값] 

문장들 

Next 카운터 

- 초기값<최종값 이고, 증감값이 양수인 경우: 카운터를 초기값으로 초기화하고 

카운터를 최종값과 비교, 카운터<=최종값 이면 루프를 수행하고 카운터>최종값 

이면 루프 종료, Next 를 만나면 증감값 만큼 카운터의 값을 증가시키고 같은 작

업을 반복 

- 초기값>최종값 이고, 증감값이 음수인 경우: 카운터를 초기값으로 초기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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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를 최종값과 비교, 카운터>=최종값 이면 루프를 수행하고 카운터<최종값 

이면 루프 종료, Next 를 만나면 증감값 만큼 카운터의 값을 감소시키고 같은 작

업을 반복 

- 반복회수 계산 = (최종값-초기값)/증감값 + 1 (소수이하는 버림) 

(2) 예 

For Count=1 To 10 

Debug.WriteLine(Count) 

Next Count 

Debug.WriteLine(Count) 

(3) 중첩된 For 문과 루프 벗어나기: 루프 실행도중 Exit For를 만나면 For … Next 블록을 

하나만 벗어남 

For a=1 To 10 

For b=1 To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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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a=b Then 

Debug.WritelLine(a*b) 

Exit For 

End if 

Next b 

Debug.Writeline(“ ”) 

Next a 

 

5.For Each … Next문 

- 반복할 횟수를 모를 때 사용 

(1) 형식 

For Each 원소 In 그룹 

문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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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원소 

- 원소의 자료형은 object형으로 

- 그룹은 배열이나 개체의 collection이 됨 

(2) 예 

Dim strData(1 To 3) As String 

Dim vData As Object 

Dim I As Integer 

For I=1 To 3 

StrData(I)= “값=” + CStr(I) 

Next I 

For Each vData In strData 

Debug.WriteLine(vData) 

Next v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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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Do 문 

- 막연하게 루프를 반복하고자 할 때 

(1)Do While … Loop 구조 (While … End While 구조) 

- 조건식을 먼저 검사하고 True 이면 문장들을 반복 실행하고 False 이면 루프를 

빠져 나옴 

1) 형식 

Do While 조건식 

문장들 

Loop 

2) 예 

Count=1 

Do While Count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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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ug.WriteLine(Count) 

Count=Count+1 

Loop 

(2)Do Until … Loop 구조 

- 조건식을 먼저 검사하여 True 가 될 때까지 문장들을 반복 실행하고 True 가 되

면 루프를 빠져 나옴 

1) 형식 

Do Until 조건식 

문장들 

Loop 

2) 예 

Count=1 

Do Until Count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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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ug.WriteLine(Count) 

Count=Count+1 

Loop 

(3)Do … Loop While 구조 

- 문장들을 먼저 수행하고 While 을 만나면 조건식을 검사, True 이면 문장들을 반

복 실행하고 False가 되면 루프를 빠져 나옴 

1) 형식 

Do 

문장들 

Loop While 조건식 

2) 예 

Count=1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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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 Count 

Count=Count+1 

Loop While Count <= 10 

(4)Do … Loop Until 구조 

- 문장들을 먼저 수행하고 Until 을 만나면 조건식을 검사, True 가 될 때까지 문장

들을 반복 실행하고 True가 되면 루프를 빠져 나옴 

1) 형식 

Do 

문장들 

Loop Until 조건식 

2) 예 

Count=1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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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ug.WriteLine(Count) 

Count=Count+1 

Loop Until Count > 10 

(5)Exit Do 

- Do 루프를 빠져 나오고자 할 때 

1) 예 

Dim Check, Count 

Check=True: Count=0 

Do 

Do While Count < 20 

Count=Count + 1 

If Count = 10 Then 

Check=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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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t Do 

End If 

Loop 

Loop Until Check=False 

 

7.Goto 문 

- 지정된 곳으로 이동하여 실행하고 싶을 때 

1) 형식 

Goto 줄 

… 

줄: 

- 줄 이름은 숫자 혹은 문자 모두 가능, 예약어나 숫자로 시작하는 문자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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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On Error GoTO 문 

- 프로그램 실행 중 에러가 발생하면 무조건 지정한 루틴으로 실행을 분기 시키고

자 할 때 (Resume Next 문을 만나면 에러가 발생한 다음 문으로 실행을 복귀) 

1) 형식 

On Error GoTo 에러루틴명 

       . 

       . 

(에러발생) 

       . 

       . 

에러루틴명: 

(발생된 에러에 대한 처리를 수행) 

Resume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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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에 대하여 

 

- 동종의 자료형을 갖는 변수들이 하나의 이름으로 모인 변수들의 집합 

- 종류: 고정크기 배열, 동적 배열 

(관련부분: pp. 269~281) 

1. 고정크기 배열 (정적 배열) 

(1) 선언방법 

형식: Dim 배열명(첨자들) As 자료형 

- 배열명: 변수명의 규칙과 동일 

- 첨자들: 배열의 차원을 지정 

(2) 배열의 초기화 

- 배열의 각 요소에 값을 대입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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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m ave(3) As integer 

     ave(0)=10 : ave(1)=20 : ave(2)=30 

     혹은 

     Dim ave( ) As Integer ={10,20,30} 

(b) Dim student(2, 2) As integer  

ave(0,0)=10 : ave(0,1)=20 : ave(1,0)=30 : ave(1,1)=40 

혹은 

Dim student( , ) As Integer={{10,20},{30,40}} 

 

2. 동적 배열 

- 프로그램 수행 중에 크기를 바꿀 수 있는 배열 

- 메모리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 

-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 유용하며 프로시져의 수행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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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짐 

(1) 선언방법 

- 형식: Dim 배열명( ) As 자료형 

(2) Redim 문 

- 동적 배열로 선언된 배열의 차원과 요소의 수를 지정 

- 형식은 고정크기 배열 선언방법과 동일하게 함 

- (예)Dim mat() As Integer 

    Sub A_Procedure() 

    … 

    Redim mat(3,4) 

    … 

    End Sub 

- Redim 문을 실행할 때마다 배열에 저장된 값은 모두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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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erve 키워드와 함께 사용하여 값을 보존 

(예) Redim Preserve mat(3,5) 

(주의사항) 다차원 배열에서는 마지막 차수의 최고값만을 변경할 수 있음 

(참고) Ubound 함수 – 지정된 차수의 최고값을 반환시켜 줌 

      형식: Ubound(배열명[, 차수]) 

      예: Ubound(mat,1), Ubound(mat,2) 

 

3. 배열 내용의 삭제 

- 정적배열의 초기화, 동적배열의 메모리에서 삭제 

(1) 선언방법 

형식: Erase 배열명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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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에 대하여 
 

(관련부분: pp. 112~221) 

1. 윈도우 폼 컨트롤의 종류 

(1) 표준컨트롤: Visual Basic닷넷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컨트롤, 항상 도구상자에 포함

됨 

(2)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없는 컨트롤: 기능은 있지만 화면에 나타낼 필요가 없는 컨트롤 

(3) 액티브 X컨트롤: Microsoft나 기타 업체에서 만든 컨트롤 

 

2. 문자의 표시와 입력을 위한 컨트롤 

(1) 레이블(Label) 컨트롤 

- 문자열을 폼 위에 출력하고자 할 때 사용 

- Text 속성이 없는 컨트롤에 제목을 달아주고자 할 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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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몇 가지 속성들 

- Text 속성: 실제로 출력될 내용을 입력, ‘&’를 단축문자 보다 선행하여 단축키를 

만들 수 있음 

- BorderStyle 속성: 경계선 표시 유무를 결정 

- AutoSize 속성: 문자열의 내용에 맞도록 수평크기를 자동으로 조절 

- UseMnemonic 속성: ‘&’를 단축키로 사용할지 혹은 문자로 표시할지 여부 결정 

2) 특징 

- 레이블 컨트롤은 포커스를 가지지 못함 

(2) 링크레이블(LinkLabel) 컨트롤 

- 하이퍼 링크를 손쉽게 해주는 컨트롤 

1) 몇 가지 속성들 

- LinkArea 속성: 링크가 걸릴 글자의 영역을 글자개수로 지정 

- LinkColor 속성: 하이퍼 링크의 색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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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itedLinkColor 속성: 이미 방문한 링크의 색상 지정 

- LinkVisited 속성: VisitedLinkColor 속성이 작동하게 할지를 지정 

- ActiveLinkColor 속성: 링크를 클릭했을 순간의 색상 지정 

- LinkBehavior 속성: 마우스 커서가 링크 가까이에 갔을 때 밑줄을 어떻게 표시

할지 결정, AlwaysUnderline/HoverUnderline/NeverUnderline 

- Text 속성: 링크를 걸 문자열 입력 

2) 특징 

-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링크하고자 할 때: System.Diagnostics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Process 객체의 Start 메서드 이용 

(예) Imports System.Diagnostics 

    Process.Start(“http://www.suwon.ac.kr”) 

(3) 텍스트 박스(TextBox) 컨트롤 

- 입,출력이 모두가 가능한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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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몇 가지 속성들 

- Locked 속성: 입력을 금지함 

- Text 속성: 출력할 내용을 입력 

- Multiline 속성: 여러 줄의 문장을 입력하고자 할 때 사용, 줄을 바꿀 때는 

Ctrl+Return 를 함께 사용해서 

(예) Sub Form_Load( ) 

    Text1.Text= “첫째줄 입니다.” & vbCrLf & _ 

    “두번째줄 입니다.” 

    End Sub 

- ScrollBars 속성: 스크롤바를 표시, None/Horizontal/Vertical/Both 

- SelectionStart 속성: 선택할 글자의 시작 지점을 설정 

- SelectionLength 속성: 선택할 글자의 길이를 설정 

- WordWrap 속성: 글자가 텍스트 박스의 길이에 맞추어 여러 줄로 나뉘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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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을 위한 컨트롤 

(1) 버튼(Button) 컨트롤 

1)몇 가지 속성들 

- AcceptButton 속성: 포커스가 어느 컨트롤에 있느냐에 관계없이 Enter 키를 누

르면 버튼이 선택됨  

- CancelButton 속성: 포커스가 어느 컨트롤에 있느냐에 관계없이 Esc 키를 누르

면 버튼이 선택됨 

- BackgroundImage 속성/Image 속성: 버튼 배경으로 사용할 그림 지정 

- ImageAlign 속성: 버튼 안에서 그림 정렬, 상/중/하 와 왼쪽/중간/오른쪽을 지정 

2)선택 방법 

- 마우스 클릭 

- 탭 키로 포커스 이동 후 space bar 혹은 enter 키 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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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축키 사용 

(2) 체크박스(CheckBox) 컨트롤 

- 여러 옵션 중에서 한 개 이상의 옵션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 

1) 몇 가지 속성들 

- Checked 속성: 초기 선택여부를 결정 

- CheckState 속성: Checked/UnChecked/Indeterminate(회색) 

- ThreeState 속성: Indeterminate 상태를 사용할 지 여부 결정 

- AutoCheck 속성: 클릭 시 자동으로 ‘V’ 표시 

(3) 라디오버튼(RadioButton) 컨트롤 

- 여러 옵션 중에서 한 개만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 

1) 몇 가지 속성들 

- Checked 속성: 선택 여부를 결정 

- Enabled 속성: 회색 상태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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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룹박스(GroupBox) 컨트롤 

- 여러 개의 컨트롤들을 묶어서 그들을 하나의 단위로 다루고자 할 때 사용 

- 그룹박스를 먼저 만들고 그룹화를 원하는 컨트롤들을 작성한 그룹박스 위에 갖

다 놓음 

(5) 판넬(Panel) 컨트롤 

- 그룹박스와 다르게 스크롤바를 지님 

(6) 리스트박스(ListBox)와 콤보박스(ComboBox) 컨트롤 

- 사용자에게 선택할 내용을 리스트 형태로 주고자 할 때 사용 

1) 차이점 및 콤보박스의 종류 

- 리스트에서만 선택 가능 (리스트박스); 리스트에서 뿐 만 아니라 텍스트박스에 

입력하여 선택 가능 (콤보박스) 

- 콤보박스의 종류: 단순, 드롭다운 (텍스트 입력 가능), 드롭다운리스트 (텍스트 

입력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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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몇 가지 메서드들 

- Items.Add(item) : 문자열 추가 

- Items.Insert(index,item): 해당 위치에 문자열 삽입 

- Items.Remove(item)/Items.RemoveAt(index): 해당 문자열 혹은 해당 위치의 항목 

제거 

- Items.Clear(): 모든 내용을 제거  

3) 몇 가지 속성 

- Sorted 속성: 항목을 정렬 

- SelectedItem 속성: 선택된 항목의 값을 반환 

- SelectedIndex 속성: 현재 선택된 항목의 index 값을 반환, 복수 선택시 맨 처음 

항목번호 표시 

- Items.Count 속성 : 리스트 상에 있는 총 항목 개수를 반환 

- MultiColumn 속성: 스크롤바의 방향을 결정, True(가로)/False(세로) 



 

 
64

- SelectionMode 속성: 여러 항목을 선택 가능하게 함, 

None/One/MultiSimple/MultiExtended 

(7) 체크드 리스트박스(CheckedListBox) 컨트롤 

- 리스트박스와 체크박스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 

1) 몇 가지 속성들 

- Items() 배열 속성: 항목변호를 매개변수로 지정하면 해당 값 반환 

2) 몇 가지 메서드들 

- GetItemChecked(index): 지정한 항목의 매개변수가 선택되었는지 여부 반환 

- SetItemChecked(index, True/False): 지정된 항목번호의 체크박스를 선택/해제 

(8) 도메인 업다운(DomainUpDown) 컨트롤 

- 텍스트 박스 안의 글자를 위/아래 화살표로 선택 

(9) 뉴메릭 업다운(NumericUpDown) 컨트롤 

- 숫자를 도메인 업다운 컨트롤과 같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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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스크롤바(Scroll Bar) 컨트롤 

1) 몇 가지 이벤트들 

- Change 이벤트: 스크롤바가 이동한 후에 발생 

- Scroll 이벤트: 스크롤바의 이동 중에 발생 

2) 몇 가지 속성들 

- Value 속성: 현재 스크롤바가 위치해 있는 곳의 값 

- Min, Max 속성: Value 속성이 가질 수 있는 최소(대)값 

- SmallChange 속성: 화살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동하는 크기 

- LargeChange 속성: 나머지 영역을 클릭했을 때 이동하는 크기 

(11)타이머(Timer) 컨트롤 

- 주기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해야 할 떄 사용 

(12)픽처박스(PictureBox) 컨트롤 

- 그래픽 이미지를 보여 주고자 할 때 사용, bmp,ico,gif,jpg 파일형식 지원 



 

 
66

- Image 객체의 FromFile 메서드를 이용하여 그림 읽기 

(예) Image.FromFile(“C:\MyCar.bmp”) 

 

4. 몇 가지 확장된 컨트롤 

(1) 진행표시줄(ProgressBar) 컨트롤 

- 현재 명령한 작업의 진행상태를 표시 해주고자 할 때 사용 

1) 몇 가지 속성들 

- Value 속성: 현재 위치값을 가짐 

- Min(Max) 속성: 값이 변할 수 있는 최소(대)값을 가짐 

(2) 도구상자(ToolBar) 컨트롤 

-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버튼으로 대치시켜서 바로 실행할 수 있도

록 하고 싶을 때 사용 

1) 몇 가지 속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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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List 속성: 도구상자에 나타날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미지 컨트롤 지정, 

‘Image 컬렉션 편집기’로 편집 

- Appearance 속성: 도구상자의 버튼 모양의 납작 여부 결정(Flat/Normal) 

- Buttons 속성: 도구상자에 추가될 버튼을 관리, ‘ToolBarButton 컬렉션 편집기’로 

버튼 편집 

① Style 속성: 버튼 표시 모양 결정(PushButton/ToggleButton/Seperator/ 

DropdownButton) 

② ImageIndex 속성: 이미지 컨트롤의 그림 번호 지정 

③ Text 속성: 글자로만 이루어진 도구상자의 이름 지정 

- ButtonClick 이벤트 프로시져: ‘e’ 매개변수의 Button 객체의 속성값을 참조하여 

누려진 버튼의 정보를 알 수 있음, 순수 글자 도구상자(Text 속성 참조), 그림 도

구상자(ImageIndex 속성값 참조) 

(3) 상태표시줄(StatusBar)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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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의 하단에 키보드의 상태나 작업상황을 알려주고자 할 때 사용 

1) 몇 가지 속성들 

- ShowPanels 속성: 패널을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 여러 개의 메시지의 표현 가능 

- Text 속성: 상태표시줄에 표시할 문자, ShowPanels 속성값이 False 일 때만 가능 

- Panels 속성: 여러 개의 패널을 속성 창에서 추가할 때 사용, ‘StatusBarPanel 컬

렉션 편집기’로 패널 편집 

① Item 속성: 배열로서 추가된 패널 객체를 나타냄 

(4) 탭컨트롤(TabControl) 

- 내용별로 분류된 여러 개의 대화상자를 묶어 하나의 화면에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 

1) 몇 가지 속성들 

- TabPages 속성: 탭의 개수와 탭 관리, ‘TabPage 컬렉션 편집기’를 이용하여 편집 

- Alignment 속성: 탭의 위치 지정(Top/Bottom/Left/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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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리스트뷰(ListView) 컨트롤 

1) 가능한 모드들: LargeIcon 뷰, Smallicon 뷰, List 뷰, Details 뷰 

2) 몇 가지 속성들 

① View 속성: 뷰 선택 

② Items 속성: 실제로 표시될 항목값을 지님, ‘ListViewItem 컬렉션 편집기’로 편

집 

③ Columns 속성: 제목표시줄에 대한 글자, 너비, 정렬방식(Left/Center/Right) 지

정, ‘ColumnHeader 컬렉션 편집기’를 이용하여 편집 

④ SmallImageList 속성: 작은 이미지를 담고 있는 ImageList 컨트롤의 이름 대입

(SmallIcon/List/Details 뷰) 

⑤ LargeImageList 속성: 큰 이미지를 담고 있는 ImageList 컨트롤의 이름 대입

(LargeIcon 뷰) 

3) AfterLabelEdit 이벤트 프로시져: 폴더나 파일 이름을 변경했을 때와 같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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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에 있는 항목의 값이 변경돨 때 호출되는 프로시져, ‘e’ 객체의 Item 속성값에 

바뀐 항목번호(Integer 형)와 Label 속성값에 바뀐 내용이 포함됨(String형) 

(6) 트리뷰(TreeView) 컨트롤: 구조적인 일 관리가 필요할 때 사용 

1) 몇가지 속성들 

① Nodes 속성: 모든 노드의 정보를 지님, ‘TreeNode 편집기’를 이용하여 편집 가능 

② TopNode 속성: 루트노드의 값을 가지고 있음 

③ SelectedNode 속성: 현재 선택된 노드 객체를 가지고 있음 

 FirstNode(처음노드), LastNode(마지막노드), NextNode(다음노드), PrevNode(이

점노드) 속성 

 Parent(부노드) 

2) AfterSelect 이벤트 프로시져: 노드를 클릭했을 때 호출되는 프로시져, ‘e’ 객체의 

Node 속성 중에 Index에 노드번호, Text에 노드의 값을 포함 

(7) 알림 이이콘(NotifyIcon): 백그라운드로 수행되고 있는 작업들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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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몇 가지 속성들 

① Icon 속성: 작업표시줄의 상태창에 나타날 Icon 지정 

② Text 속성: 풍선도움말로 나타날 글자 입력 

(8) 풍선도움말(Tooltip) 컨트롤 

1) 몇 가지 속성들 

① Active 속성: 풍선도움말 표시 여부 

② InitialDelay 속성/ Reshowdelay 속성/ AutoPopDelay 속성 

2) SetToolTip 메서드: 특정 컨트롤에 나타날 풍선도움말의 값을 지정 

(9) 트랙바(TrackBar) 컨트롤: 스크롤바와 비슷한 역할 

1) 몇 가지 속성들 

① TickFrequency 속성: 눈금 사이의 간격 지정 

② TickStyle 속성: 눈금의 표시 위치 결정(None/TopLeft/BottomRight/Both) 

(10)날짜시간선택(DateTimePicker)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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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몇 가지 속성들 

① Format 속성: 표시하고자 하는 시간과 날짜의 형식 지정(Long/Short/Custom) 

② CustomFormat 속성 

 예: 

MyDateTimePicker.Format=Custom 

DateTimePicker.CustomFormat= “yyyy MMM dd ddd” 

DateTimePicker.CustomFormat= “ ‘오늘의 날짜’ : yy MM d – HH:mm:s ddd” 

 

5. 액티브 X 컨트롤 

(1) 마스크편집상자(MaskedEdBox) 컨트롤: 제한적인 입력이 필요할 때 유용 

1) 몇 가지 속성들 

① Mask 속성: ‘#’ 문자를 사용하여 입력 받고자 하는 자리 수 지정, 그 외 문자는 

자리만 차지하고 값은 입력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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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PromptInclude 속성: 입력값을 받을 때 PromptChar 속성에서 지정한 글자까지 

포함할지에 대한 여부 결정 

③ CtlText 속성: 실제 입력되는 글자를 지님 

(2) MS 차트(MSChart) 컨트롤: 2 차원 혹은 3 차원 차트를 막대, 선, 파이를 이용하여 표

현 

1) 몇 가지 속성들 

① Title.Text 속성: 차트의 제목 지정 

② Plot.Axis(MSChart20Lib.VtChAxizId.VtChAxisIdX).AxisTitle.Text 속성: X 축의 제

목 지정 

③ Plot.Axis(MSChart20Lib.VtChAxizId.VtChAxisIdY).AxisTitle.Text 속성: Y 축의 제

목 지정 

④ Legend.Location.Visible 속성: 범례 표시 여부 결정 

⑤ Legend.Location.LocationType 속성: 범례 표시 위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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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등록정보 대화상자를 이용하해서 속성 지정 가능 

⑦ ChartData 속성: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자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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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객체에 대하여 

 

(관련부분: pp. 284~316) 

1. 클래스 선언 및 객체 정의 

(1) 선언방법: 클래스를 만드는 과정 

Class 이름 

멤버변수/속성/메서드/이벤트 

….. 

End Class 

(예) Class CCar 

    End Class 

(2) 정의방법: 클래스라는 주형으로부터 객체를 정의(혹은 인스턴스(instance)를 생성)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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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 객체이름 As New 클래스이름(매개변수) 혹은 

Dim 객체이름 As 클래스이름=New 클래스이름(매개변수) 

(예) Dim My_Car As New CCar() 

2. 멤버변수: 객체에서 사용하게 될 상태값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변수, 즉 클래스 내

에서 사용하는 변수 

(1) 멤버변수는 모듈변수 

(2) ‘객체이름.멤버변수이름’ 형식으로 사용 

(3) 예 

Class CCar 

Dim m_x, m_y As Integer 

End Class 

Dim My_Car As New CCar() 

My_Car.m_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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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 iCurX As Integer=My_Car.m_x 

3. 속성 

(1) 선언방법 

Property 속성이름() As 자료형 

Set (ByVal value As 자료형) 

End Set 

Get 

End Get 

End Property 

(2) 멤버변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 멤버변수와 다른 점은 상태값이 대입되거나 읽혀

질 때 그 값이 유효한지에 대한 검사 가능 

(3) 예 

Class C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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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m_x As Integer 

Property CarX() As Integer 

  Set (ByVal x As Integer) 

  m_x=x 

  End Set 

  Get 

  Return m_x 

  End Get 

End Property 

End Class 

Dim My_Car As New CCar() 

My_Car.CarX=100 ‘Set…End Set이 호출됨, m_x 멤버변수에 100 저장 

Dim iCurX As Integer=My_Car.CarX ‘Get…End Get이 호출됨, iCurX 변수를 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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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adOnly 속성과 WriteOnly 속성: 단순히 속성값을 읽을 수만(Get…End Get에서) 혹

은 사용자로부터 입력만 받을 수 있게(Set…End Set 에서) 하고자 할 때 사용, 

ReadOnly(혹은 WriteOnly) 키워드로 시작하여 속성을 선언해 줌 

(5) Default 속성과 속성 배열: 속성이름 지정하지 않고 사용하고자 할 때 이용, 반드시 

속성이 배열로 선언되어 있어야 하는 제약이 따름, 속성 차체를 배열처럼 시용 가능, 

Default 키워드로 시작하여 속성을 선언해 줌 

1) 예 

Class CCar 

Private m_x(2) As Integer 

Default Property CarX(ByVal index As Integer) As Integer 

   Set (ByVal value As Integer) 

   m_x(index)=value 

   End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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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Return m_x(Index) 

   End Get 

End Property 

End Class 

Dim My_Car As New CCar() 

My_Car(0)=100: My_Car(1)=150 

iCurX1=My_Car(0): iCurX2=My_Car(1) 

4. 메서드: 객체가 가지는 행위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 Sub 프로시져나 Function 프로시져 

를 클래스 내에 만들어 줌으로서 메서드 선언 

(1) 예 

Class CCar 

Private m_x As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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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SetX(ByVal x As Integer) 

m_x=x 

End Sub 

Fuction GetX() As Integer 

Return m_x 

End Function 

End Class 

Dim My_Car As New CCar() 

Dim iCurX As Integer 

My_Car.SetX(5) 

iCurX=My_Car.GetX() 

5. 이벤트: 직접적으로 객체를 다루기 보다는 어떤 행위가 발생했을 때 객체에게 그 사실

을 전달해주어서 처리하게 하고자 할 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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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벤트 권한 부여 방법: ‘WithEvents’ 키워드로 시작하여 객체 정의 

1) 예 

Private WithEvents My_Car As New CCar 

(2) 이벤트의 정의와 이벤트를 발생하는 방법 

1) 정의 선언: Event 이벤트이름(매개변수) 

예: Public Event Event_Draw(ByVal iPos As Integer) 

2) 발생 선언: RaiseEvent 이벤트이름(매개변수) 

예: Class CCar 

Public Event Event_Draw(ByVal iPos As Integer) 

Sub Draw(ByVal iPos As Integer) 

RaiseEvent Event_Draw(0) 

End Sub 

End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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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벤트 받기: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할 Sub 프로시저를 작성한 후 ‘Handles’ 키워드와 

함께 이벤트 이름을 나열해 줌; ‘AddHandler’ 키워드와 함께 사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이벤트를 받게 할 수도 있음 

1) 예 (‘Handles’ 키워드를 사용한 경우) 

Private Sub OnDraw(ByVal iPos As Integer) Handles My_Car.Event_Draw 

Debug.WriteLine(iPos) 

End Sub 

2) 예 (‘AddHandler’ 키워드를 사용한 경우) 

Private Sub Form1_Load(ByVal sender As Object, ByVal e As System.EventArgs) 

Handles MyBase.Load  

AddHandler My_Car.Event_Draw, AddressOf OnDraw 

End Sub 

Private Sub OnDraw(ByVal iPos As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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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ug.WriteLine(iPos) 

End Sub 

6. 객체의 초기화(생성자)와 마무리(소멸자) 

(1) 생성자(constructor): 객체가 처음 만들어질 때 실행되는 메서드, 오버로딩(overloading)

이 가능  

1) 선언 

Class 클래스 이름 

Sub New(매개변수) 

End Sub 

End Class 

2) 예 

Class CCar 

Sub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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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ug.WriteLine(“객체가 만들어졌습니다.”) 

End Sub 

Sub New(ByVal iNum As Integer) 

Debug.WriteLine(“객체”& iNum &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End Sub 

End Class 

Dim My_Car As New CCar() 

Dim My_Car As New CCar(1) 

(2) 소멸자(destructor): 객체가 제거될 때 자동으로 호출 됨 

1) 선언 

Class 클래스 이름 

Protected Override Sub Finalize() 

End 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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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Class 

2) 멤버변수에 ‘Nothing’을 대입하면 객체에 대한 참조를 끊음, 가비지 컬렉터가 작동

할 때(시점은 알 수 없음) ‘Finalize’ 메서드가 호출되어 객체가 메모리에서 사라짐, 

‘System.GC.Collect()’로 가비지 컬렉터를 수동으로 구동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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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의 상속성에 대하여 

 

(관련부분: pp. 317~354) 

1. 정의: 원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그대로 물려 받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시켜 기

능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 

2. 클래스 상속방법: 상속 받는 서브 클래스(sub class)에서 ‘Inherits’ 키워드로 상속하는 베

이스 클래스(base class)와 연결시켜 줌 

(1) 예 

Class MyParentClass 

Public iMyParentValue As Integer 

End Class 

Class MySubClass 

Inherits MyParent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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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iMySubValue As Integer 

End Class 

Dim obj As New MySubClass() 

obj.iMyParentClass=5 

obj.iMySubClass=10 

(2) 무조건적인 베이스 클래스 만들기: ‘MustInherit’ 키워드와 함께 클래스 선언 

1) 예 

MustInherit Class MyParentClass 

End Class 

3. 오버라이딩(overriding): 베이스 클래스에 만들어진 메서드 대신에 동일한 이름으로 만들

어진 서브 클래스의 메서드를 사용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 베이스 클래스에서는 

‘overridable’ 키워드와 함께 메서드를 선언하고, 서브 클래스에서는 ‘overrides’ 키워드와 

함께 메서드를 선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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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 

Class MyParentClass 

Public Overridable Sub Hello() 

End Sub 

End Class 

Class MySubClass 

Inherits MyParentClass 

Public Overides Sub Hello() 

End Sub 

End Class 

Dim obj As New MySubClass() 

Dim obj2 As New MyParentClass() 

obj.Hello() ‘Sub Class의 메서드가 호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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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2.Hello() ‘Base Class의 메서드가 호출됨 

(2) 호출되는 메서드의 규칙: p. 324 참조; 결론적으로 호출되는 메서드는 ‘New’ 키워드 

다음에 오는 클래스에 속해있는 메서드가 됨 

(3) 강제적인 오버라이딩: 베이스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 시키지 않은 메서드를 서브 

클래스에서 강제로 오버라이딩하고자 할 때 사용; 서브 클래스에서 ‘Shadows’ 키워

드와 함께 메서드 선언 

1) 예 

 Class MyParentClass 

Public Sub Hello() 

End Sub 

End Class 

Class MySubClass 

Inherits MyParent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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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shadows Sub Hello() 

End Sub 

End Class 

Dim obj As MySubClass = New MySubClass() 

obj.Hello() ‘Sub Class의 메서드가 호출됨 

2) 호출되는 메서드의 규칙: p. 330 참조; 결론적으로 호출되는 메서드는 ‘As’ 키워

드 다음에 오는 클래스에 속해있는 메서드가 됨 

(4) 무조건적으로 서브 클래스에서 가상메서드를 사용하게 함: ‘MustOverride’ 키워드와 

함께 베이스 클래스에서 메서드 선언 

4. 상속과 생성자와의 관계 

(1) 생성순서: 베이스 클래스의 생성자(매개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먼저 실행하고 상속을 

받은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를 수행하는 순서로 진행 

(2) 매개변수가 있는 생성자: 베이스 클래스의 매개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실행하고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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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서브 클래스에서 ‘MyBase’ 키워드를 사용하여 베이스 클래스의 생성자를 수작업

으로 실행 

1) 예 

 Class MyParentClass 

Public Sub New() 

End Sub 

Public Sub New(ByVal strName As String) 

End Sub 

End Class 

Class MySubClass 

Inherits MyParentClass 

Public Sub New(ByVal strName As String) 

{MyBase.New(st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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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Sub 

End Class 

Dim obj As MySubClass = New MySubClass(“Hi.”) ‘베이스 클래스에서는 매개변수가 

없는 생성자 수행, { ….. } 부분 추가시 베이스 클래스에서도 매개변수가 있는 

생성자 수행 

5. 상속과 이벤트와의 관계 

(1) 서브 클래스에서 베이스 클래스의 이벤트 사용하기: 베이스 클래스에서 이벤트를 발

생시키는 메서드를 만들고, 그 메서드는 서브 클래스에서 호출하도록 만들어 줌 

(2) 예 

Class MyParentClass 

Public Event MyParentEvent() 

Protected Sub DoEvent() ‘서브 클래스에게 접근 권한을 줌 

RaiseEvent MyParent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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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Sub 

End Class 

Class MySubClass 

Inherits MyParentClass 

Public Sub Hello() 

DoEvent() 

End Sub 

End Class 

Public Class Form1 

Private Sub OnMyEvent() 

End Sub 

Private Sub Button1_Click(ByVal sender As System.Object, ByVal e As System.EventArgs) 

Handles Button1.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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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 obj As MySubClass=New MySubClass() 

AddHandler obj.MyParentEvent, AddressOf OnMyEvent 

obj.Hello() 

End Sub 

End Class 

     

6. Me/MyBase/MyClass 키워드 

(1) Me 키워드:객체 안에서 자신의 멤버들을 사용하고자 할 때 

1) 예 

Class CCar 

Private strName As String 

Sub Hello() 

Dim strName As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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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Name= ‘A’ 

Me.strName= ‘B’ 

End Sub 

End Class 

(2) MyBase 키워드: 서브 클래스에서 베이스 클래스의 멤버를 사용하고자 할 때 

1) 예 

Class MyParentClass 

Public Overridable Sub Hello() 

End Sub 

End Class 

Class MySubClass 

Inherits MyParentClass 

Public Overides Sub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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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Base.Hello() 

End Sub 

End Class 

Dim obj As MySubclass=New MySubClass() 

obj.Hello() ‘ 베이스 클래스와 서브 클래스의 Hello 메서드가 모두 실행 

(3) Myclass 키워드: 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사용하고자 할 때 

1) 예 

Class MyParentClass 

Public Sub DoSomething() 

Hello() {MyClass.Hello()} 

End Sub 

Public Overridable Sub Hello() 

End 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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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Class 

Class MySubClass 

Inherits MyParentClass 

Public Overides Sub Hello() 

End Sub 

End Class 

Dim obj As MySubclass=New MySubClass() 

   obj.DoSomething() ‘Hello 메서드가 서브 클래스로 오버라이드 됨, { ….. } 사용시   

베이스 클래스의 Hello 메서드가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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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와 다형성에 대하여 

 

(관련부분: pp. 355~398) 

1. 왜 필요한가? ‘is-a’ 의 관계 즉 일반적 특성-구체적 특성 관계를 만족하지 못할 때  

2. 인터페이스란? ‘is-a’의 관계보다는 ‘act-as’ 즉 ‘A 는 B 역할을 하다(A act-as B)’ 의 관계

를 설정 

3. 인터페이스의 정의와 구현 

(1) 선언방법 

Interface 인터페이스이름 

End Interface 

(2) 클래스처럼 메서드, 속성, 멤버변수, 이벤트 등 선언 가능 

(3) 메서드의 실제 구현 코드는 클래스에 넣음, 단지 사용내역만 나타냄 

(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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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Interface IObject 

Function GetMyValue() As Integer 

End Interface 

Class MyParentClass 

Implements IObject 

Private MyValue As Integer=5 

Public Function GetMyValue() As Integer Implements IObject.GetMyValue 

Return MyValue 

End Fuction 

End Class ‘MyParentClass act-as IObject 

4. 다형성이란? 서로 다른 클래스에서 각 클래스의 특성에 맞게 동일한 메서드를 수행하게 

해줌 

(1) 조기(early)/ 후기(late) 바인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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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바인딩: 컴파일러가 미리 개체의 자료형을 인식하여 실행할 코드를 컴파일 당

시에 만들어 주는 것 

후기바인딩: 프로그램 중간에 자료형을 결정하는 것 

2) 예 

Public Class CEarlyBindClass 

Public Sub hello 

End Sub 

End Class 

Dim obj As New CEarlyBindClass 

obj.hello() ‘hello() 메서드 수행가능 

 

Option Strict Off 

Public Class CLateBind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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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Sub hello 

End Sub 

End Class 

Public Sub DoIt(ByVal obj As Object) 

obj.hello() ‘컴파일 중에는 자료형을 결정하지 않음 

End Sub 

(Option Strict On 을 이용한 경우) 

Public Sub DoIt(ByVal obj As Object) 

Dim localObj As CLateBindClass 

localObj=CType(obj,CLateBindClass) ‘obj 객체의 자료형을 CLateBindClass 로 

바꾸어 조기 바인딩 시킴 

localObj.hello() ‘hello() 메서드 수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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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Sub 

(2) 다형성을 구현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 

1) 후기 바인딩을 이용한 방법 

2)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방법 

3) 상속을 이용한 방법 

5. 접근권한? 

(1) Private: 선언된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 가능 

(2) Protected: 선언된 클래스 뿐만 아니라 상속 받은 클래스에서도 사용 가능 

(3) Friend: 동일한 프로젝트 내에서는 사용 가능 

(4) Public: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사용 가능 

6. 공유? 객체의 생성과정이 따로 없이 클래스 상태로 있어도 이용을 가능케 해줌, 클래스 

간에 서로 공유하고 싶을 때 사용, ‘shared’ 키워드로 선언, 

(1) 공유 멤버변수, 공유 메서드, 공유 속성, 공유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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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메서드의 위임: 메서드를 다른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게 위임 시킴, ‘Delegate’ 키워드와 

함께 선언해줌 

(1) 예 

Public Class Form1 

Public Delegate Sub MyDelegate(ByVal message As String) 

Private Sub Button1_Click(ByVal sender As System.Object, ByVal e As 

System.EventArgs) Handles Button1.Click 

Dim NewHello As New MyDelegate(AddressOf CMyClass.Hello) 

NewHello(“안녕하세요”) 

End Sub 

End Class 

Class CMyClass 

Public Shared Sub Hello(ByVal message As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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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sub 

End Class 

8. 구조체와 열거형 

(1) 구조체: 클래스와 다르게 자료형으로만 사용됨, 클래스처럼 속성, 메서드, 멤버변수, 

이벤트를 지닐 수 있음 

1) 선언방법 

Structure 구조체이름 

End Structure 

2) 예 

Structure Person 

Public name As String 

Public score As Integer 

End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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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거형: 사용자가 지정한 상수 값을 하나의 묶음으로 처리해주는 자료형 

1) 선언방법 

Enum 열거형이름 [As 자료형] 

상수 1 [=상수값] 

상수 2 [=상수값] 

… 

End E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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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익히기 

 

(관련부분: pp.400~411) 

1. 메뉴: 사용자가 흔히 사용하는 명령어들을 주제 별로 묶어 놓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

도록 

2. 메뉴 작성 요령: 메인메뉴 컨트롤에 있는 메뉴편집기를 사용해서 

(1)메뉴 이름은 가능한 짧게 

(2)항목 이름은 같은 메뉴 상에서는 중복되지 않게 

(3)주제별로 항목과 항목 사이를 분리하고자 할 때는 Text 속성에 하이픈(-)을 써서 분리

바를 넣어 줌 

(4)엑세스키(메뉴에서 밑줄 쳐진 키를 눌러서 선택하는 키)를 정의할 때는 중복되지 않

게, Alt키와 함께 사용 

(5)단축키(바로 실행되는 키)를 정의할 때는 중복되지 않게, Ctrl 키와 함께 사용, 메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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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 쪽에 표시 됨 

(6)서브메뉴는 최대 5단계까지 가능 

(7)메뉴 타이틀이나 메뉴 항목을 Gray 상태로 하고자 할 때는 Enabled 속성 값을 False

로 

(8)메뉴 항목을 선택할 때마다 체크표시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자 할 때는 Checked 속성 

값을 True로 

(9)여러 개의 메뉴 항목 중에서 오직 하나의 값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RadioCheck 속성

값을 True로 

(10)생략표(‘…’)는 메뉴가 선택된 다음에도 대화상자를 띄워서 추가로 정보를 더 알려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사용 

3. 컨텍스트메뉴: 현재 마우스가 곳에 몇 가지 기능을 모은 메뉴를 팝업시켜 쉽게 사용 하

도록 

(1) 컨텍스트메뉴 컨트롤의 메뉴편집기를 써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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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하고지 하는 컨트롤에서 ContextMenu 속성에 컨텍스트메뉴의 이름을 지정 

(3) 연결된 컨트롤의 사용 중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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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상자에 대하여 

 

(관련부분: pp. 412~442) 

1. 대화상자: 어떤 작업을 계속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로부터 읽어 들여야 하는 

경우나 사용자에게 어떤 결과를 알려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 

2. 모달 대화상자와 모달리스 대화상자의 차이점 

(1) 모달 대화상자 

1) 열려진 대화상자에 응답할 때까지는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대화상자, 사용자

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에 사용 

2) 예 

MyForm.ShowDialog() 

(참고: ShowDialog(Hide) 메서드는 폼의 Visual 속성 값을 True(False) 로 해서 화면

에 나타나게(사라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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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달리스 대화상자 

1) 열려진 대화상자에 응답하지 않더라도 다른 작업의 수행이 가능한 대화상자 

2) 예 

MyForm.Show() 

3. 대화상자의 종류 

(1)InputBox, MsgBox 함수를 이용한 대화상자 

(2)폼 안에 컨트롤들을 배열하여 사용자에 의해 작성된 대화상자 

(3)공용대화상자 컨트롤에 포함된 대화상자 

4. InputBox, MsgBox 함수를 이용한 대화상자: 모달 대화상자 

(1)InputBox 함수 

1) 선언방법: InputBox (프롬프트 [, 타이틀] [, 기본값] )  

- <확인>, <취소> 버튼 만 존재 

2)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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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Name=InputBox(“파일 이름을 입력하세요”, “파일 열기”) 

FileName=InputBox(“파일 이름을 입력하세요”, “파일 열기”, “*.txt”) 

(2)MsgBox 함수 

1) 선언방법: MsgBox (프롬프트 [,버튼] [,타이틀] ) 

① 대화상자에 나타나는 버튼의 개수와 내용은 버튼상수 값에 따라 다름 (p. 414 참

조) 

2) 예 

   Msg = “파일을 열다가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Style = MsgBoxStyle.OKOnly 

   Title = “문서편집기” 

   Response = MsgBox(Msg, Style, Title) 

5. 폼 안에 컨트롤들을 배열하여 사용자에 의해 작성된 대화상자 

(1) 대화상자를 만드는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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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메뉴에서 Windows 폼 추가 항목을 선택하여 새로운 폼을 생성할 준비 

2) 폼 작성 

(2) 몇 가지 속성들 

1)Text 속성: 대화상자의 제목  

2)FromBorderStyle 속성: 대화상자의 경계선 크기의 조절여부를 결정 (FixedSingle) 

3)MaxButton 속성: 최대화(전체 화면 표시) 버튼 제거여부를 결정 (False) 

4)MinButton 속성: 최소화(아이콘 표시) 버튼 제거여부를 결정 (False) 

5)ControlBox 속성: 대화상자 제거여부를 결정 (False) 

(3) 폼의 생성과 삭제 

1) 폼의 생성: 폼 클래스로부터 

① 예  

Dim MyForm As frmMain = New frmMain() 

2) 폼의 제거: Close 메서드를 호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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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작 폼 세팅: 여러 개의 폼 중에서 어떤 폼을 제일 먼저 실행할지 결정, 프로젝트 속

성 대화상자에서 시작개체 항목을 지정 

6. 공용대화상자 컨트롤에 포함된 대화상자 

(1) 파일열기(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대화상자: 드라이브, 폴더, 파일이름, 확장명 선택을 

도와줌, OpenFileDialog(SaveFileDialog) 컨트롤의 ShowDialog 메서드를 수행하여 대화

상자를 띄움 

1) 몇 가지 속성들 (p. 431참조) 

2) 예 

cdgOpen.Filter = “모든 파일(*.*) |*.*| 텍스트 파일(*.txt) |*.txt” 

(2) 색상 대화상자: 색상 선택을 도와줌, ColorDialog 컨트롤의 ShowDialog 메서드를 수행

하여 대화상자를 띄움 

(3) 글꼴 대화상자: 글꼴의 종류, 크기, 색상, 스타일 선택을 도와줌, FontDialog 컨트롤의 

ShowDialog 메서드를 수행하여 대화상자를 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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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폴더 찾아보기 대화상자: 폴더 선택을 도와줌, FolderBrowserDialog 컨트롤의 

ShowDialog 메서드를 수행하여 대화상자를 띄움 

(5) 인쇄 대화상자: 인쇄 작업을 도와줌, PrintDialog 컨트롤의 ShowDialog 메서드를 수행

하여 대화상자를 띄움, 이외 PrintPreviewDialog, PageSetupDialog, PrintDocument 컨트

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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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처리에 대하여 

 

(관련부분: pp. 508~530) 

1. 순차 액서스 방식: 텍스트 파일을 입/출력하기에 적절함,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문자로 저장 됨 

(1)파일 열기: 파일을 읽거나 쓰고자 할 때 파일 열기를 먼저 수행해야 함 

1) 선언방법: FileOpen (파일번호,경로명,열기모드[,액세스] [,공유]) 

① 파일번호: 처리할 파일들을 구분하기 위한 번호, FreeFile 함수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파일번호를 생성 

② 열기모드: OpenMode.Input/Output/Append 중에서 선택 

③ 액세스: 파일을 열 때 사용 용도를 지정, OpenAccess.Read/Write/ReadWrite 중에

서 선택 

④ 공유: 열려진 파일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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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Share.LockRead/LockReadWrite/Shared 중에서 선택 

2) 예 

Dim iFileNum As Integer 

iFileNum=FreeFile() 

FileOpen(iFileNum,“MyFile.Fil”,OpenMode.Output) 

(2)파일 닫기: 열려져 있는 파일을 닫고자 할 때 

1) 선언방법: FileClose(파일번호) 

(3)파일 읽기: OpenMode.Input으로 파일을 염 

1) 선언방법: Input(파일번호,변수명) 

① “  ”로 둘러싸인 한 문장을 읽음 

② 저장된 파일에서도 “  ”로 둘러 쌓여있어야 함 

2) 예 

“이소라”, “1”, “홍보부” ‘저장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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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put(iFileNum,strName): Input(iFileNum,strNumber): Input(iFileNum,strDept) 

(4)파일 쓰기: OpenMode.Output 혹은 OpenMode.Append로 파일을 염 

1) 선언방법: WriteLine(파일번호,변수 1,변수 2, … ) 

① “  ”로 둘러싸여져 저장됨 

② 항목과 항목 사이는 콤마(,)로 구분되어 저장됨 

2) 예 

Dim strString As String, iNumber As Integer 

strString= “Hello” 

iNum=12345 

WriteLine(iFileNum,strString,iNum) 

2. 랜덤 액세스 방식: 사용자 정의 형식(구조체)을 사용하여 여러 개의 필드가 하나로 묶인 

레코드로 구성된 테이타를 다루고자 할 때 사용 

(1) 파일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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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언방법: FileOpen(파일번호,경로명,열기모드[,액서스][,공유][,레코드 길이]) 

① 열기모드: OpenMode.Random을 지정 

② 레코드 길이: 레코드 길이를 지정 

2) 예 

Public Structure SPerson 

<VBFixedString(10)> Public strName As String ‘고정길이의 변수 선언 

<VBFixedString(10)> Public strNum As String 

<VBFixedString(10)> Public strDept As String 

End Structure 

Private m_iFileNum As Integer 

Private Person As SPerson 

iFileNum=FreeFile() 

FileOpen(iFileNum, ‘MyFile.Fil’,OpenMode.Random, , ,Len(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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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일 읽기 

1) 선언방법: FileGet(파일번호,변수[,레코드 번호]) 

2) 예 

FileGet(iFileNum,Employee,iPosition) 

(3) 파일 쓰기 

1) 선언방법: FilePut(파일번호, 변수[,레코드 번호]) 

2) 예 

LastRecord=LastRecord+1 

FilePut(iFileNum,Emplotee,LastRecord) 

3. 이진 액서스 방식: 랜덤 액서스 방식과 유사하지만 레코드의 길이에 대한 가정이 없음, 

각 레코드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을 때는 랜덤 액서스 방식보다 디스크의 용량을 적게 차

지한다는 점에서는 유리, 각 레코드의 위치 값을 따로 관리해 주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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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일 열기 

1) 선언방법: FileOpen(파일번호,경로명,열기모드[,액서스][,공유]) 

① 열기모드: OpenMode.Binary로 지정\ 

(2) 파일 읽기, 파일 쓰기는 랜덤 액서스 방식에서와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