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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엑셀 VBA 패스워드가 설정된 파일에 대한 수정 모듈을 설계한다. 엑셀 VBA 파일에 패스워드를 설정

후 패스워드를 잃어버린 경우 소스 코드 변경 등이 불가능하게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사용자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VBA 파일 패스워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VBA패스워드 수정 모듈은 엑셀 파일내의 VBA 파일을 추출한다. 
VBA프로그램 파일에서 특정 필드 정보의 수정을 통해서 패스워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하여 VBA프로

그램 파일에 대한 패스워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내용을 구현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을 수행한 결과 정상적으로 동작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design a security management application module for an Excel VBA password file. You will set a 
password for the important VBA program file. If this password is lost, you set a new password. If you forgot the 
password after setting the password in the Excel VBA file, you will not be able to change the VBA source code. In this 
paper, we design a function to modify VBA file passwords conveniently. The VBA password modification module 
extracts VBA files from Excel files. The password can be modified by modifying specific field information in the 
extracted VBA program file. This allows you to modify the password for the VBA program file. The experiments were 
performed by implementing the contents proposed in this paper.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we can confirm that the 
password can be used by modifying the VBA file pas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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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프

레드 시트가 엑셀이다. 엑셀에서 VBA(Visual Basic for 
Application)기능을 이용해서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VBA프로그램은 엑셀의 기능을 활용하

여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능들을 제공

하고 있다. VBA기능은 매크로 기능을 1995년 확장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 2, 3]. 
수많은 업체들이 1980 년대에 매크로(macros)를 사

용하여 스프레드 시트 시장에 진입했다. 마이크로소프

트는 이러한 기능들을 엑셀에 구현한 VBA를 선보이게 

된다. 최근 VBA기능은 객체 지향 기능을 가진 프로그

램 언어로 발전해가고 있다. 엑셀의 VBA프로그램 기능

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 파워포인트 등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엑셀 스프레드 시트는 OLE(Object Linking and 

Embedding) 구조로 되어 있다. OLE파일 또는 COM 
Structured Storage 포맷은 MS 오피스인 워드, 엑셀, 파
워포인트의 문서 포맷으로 사용되어 왔다. OLE 파일 포

맷은 내부가 하나의 작은 하드 디스크와 같은 파일 시스

템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OLE 파일 내부에는 폴더 및 

파일의 개념도 있다. 
엑셀에서 VBA프로그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VBE 

(Visual Basic Editor)기능을 제공한다. VBE를 이용하여 

원하는 VBA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한다. 
VBE를 통해서 작성된 VBA프로그램에 대한 보호 기능

을 설정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엑셀 VBA프로그램 파일 보호를 위해서 설

정된 패스워드 수정 기능을 설계한다. 엑셀 매크로를 포

함한 VBA프로그램 파일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

계한다. VBA프로그램 파일에 설정된 패스워드 유실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패스워드 수정을 통

해서 파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본 논문의 구

성으로 2장은 관련 연구, 3장은 VBA패스워드 수정 모

듈 설계, 4장 실험, 5장 결론의 순으로 언급한다.

Ⅱ. 관련 연구

엑셀의 매크로를 활용한 VBA프로그램 기능은 데이

터 처리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통계학, 경제

학, 수리학, 금융 등의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 매크

로(Macro)는 반복 실행해야 하는 작업을 실행할 수 있

도록 프로그램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다. VBA 프로그램

은 이러한 매크로를 보다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만

들어진 것이다. VBA프로그램 기능은 지속적으로 업그

레이드되어 1997년에 배포된 엑셀 97 버전에서 유저 폼

과 클래스 모듈 등이 추가되면서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왔다 [1, 2, 3, 4, 5].
엑셀에서 VBA프로그램 파일에 대한 저장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학술적 논문으로 정리

되어 발표된 논문들이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VBA
프로그램은 중요한 지적 재산권을 가진 자원이다. 일반

적으로 중요한 VBA프로그램의 경우에 패스워드를 설

정하게 된다. VBA프로그램에서 패스워드를 설정하게 

되면 허가된 사용자 외에 사용을 차단할 수 있다. 그리

고, 파일 수정에 대한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5, 
6, 7, 8, 9].

VBA프로그램 파일은 VBA프로젝트로 정의된 레코

드들의 집합이다. 각 레코드들은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정보, 프로젝트 레퍼런스, 프로젝트 아이템의 세가지 형

태들 중 하나로 정의된다. 프로젝트 정보는 5가지 스트

림을 저장하고 있는 VBA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5가지 정보는 _VBA_PROJECT 스트림, 프로

젝트 정보, 프로젝트 특성, PROJECTwm 스트림, 
PROJECTlk 이다. dir 스트림의 프로젝트 레퍼런스내의 

레코드들은 외부 자원들에 대한 참조 정보들을 정의한다. 
각 레퍼런스는 외부 자원들에 대한 REFERENCECONTROL, 
REFERENCEREGISTERED, REFERENCEPROJECT 
3가지 타입의 레퍼런스를 기술한다. 프로젝트 아이템은 

임베디드 매크로에 대한 프로젝트 아이템 시리즈를 포

함하고 있다. 프로젝트 패키지, 도큐먼트 모듈, 프로시

쥬얼 모듈, 클래스 모듈, 디자이너 모듈의 5가지 프로젝

트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10, 11, 12, 13].

Ⅲ. VBA 패스워드 수정 모듈 설계

VBA프로그램 파일에 저장된 패스워드가 설정된 경

우, 패스워드 분실 등의 경우 프로그램 파일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사용자들을 위한 V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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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파일에 대한 패스워드 수정 모듈을 설계한다.
VBA 프로그램 파일의 문서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필

요하다. 엑셀 파일의 데이터 저장 구조는 OLE 형식을 

취하고 있다. MS 오피스 파일은 일반적으로 XML 형식 

파일에 대해서 zip 압축 파일 형태로 저장된다. VBA프

로그램 파일은 zip 압축 포맷 내에 바이너리 OLE 파일 

형식으로 저장된다. 저장된 VBA프로그램 파일이름이 

“vbaProject.bin”이다. 압축된 OLE 파일 형식 내에 저장

된 VBA프로그램의 저장 장소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Fig. 1 File Location of VBA Program 

압축된 OLE 파일 형식 내에 저장된 VBA프로그램 

파일의 저장 위치는 그림 1과 같이 xl/vbaProject.bin에 

저장된다. “vbaProject.bin” 파일에 설정된 패스워드를 

수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패스워드를 분실한 사용자

들이 VBA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vbaProject.bin” 파일에 설정된 패스워드를 수정하는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Fig. 2 Password Modification Process of VBA Program File 

매크로 VBA프로그램 파일은 엑셀 파일은 확장자가 

.xlsm이다. 엑셀 매크로 VBA프로그램은 zip 압축 포맷 

내에 바이너리 OLE 파일 형식으로 저장된다. 이와같이 

엑셀에서 매크로 형식의 파일은 기본적으로 압축 형식

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엑셀의 매크로 파일은 확장자를 

압축 파일 형식으로 변경하면 열어볼 수 있다. 우선 

xlsm확장자를 zip으로 변경한다. zip으로 확장자를 변

경한 후 압축을 해제한다.
압축 해제된 파일에서 VBA프로그램 모듈을 추출한

다. zip 확장자로 변경한 후 파일 열기를 해서 보면 

“vbaProject.bin” 파일이 있다. zip 압축 파일 압축 해제

를 해서 “vbaProject.bin” 파일을 추출하게 된다. 
추출한 바이너리 “vbaProject.bin” 파일에 대해서 편

집을 수행하게 된다. 바이너리 편집기를 이용해서 

“vbaProject.bin” 파일에 대한 편집을 수행한다. 
“vbaProject.bin” 파일 편집을 위해서 바이너리 편집기

를 이용하여 파일을 오픈한다. 엑셀 VBA프로그램 파일 

저정시에 패스워드 정보는 다음과 같이 저장되게 된다.

ProjectPassword = "DPB=" DQUOTE EncryptedPassword 
DQUOTE NWLN 
EncryptedPassword = 16*HEXDIG 

엑셀 VBA프로그램 파일에 대해서 오픈이 성공하게 

되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패스워드가 저장되는 

DBP 문자열을 DPx문자열로 변경한다. 파일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변경하여 저장하게 되면 VBA프로그램 파

일에 설정된 패스워드 정보를 수정할 수 있게 된다.
“vbaProject.bin” 파일 수정이 되고나면 이 파일을 저

장하게 된다. 변경된 “vbaProject.bin” 파일을 원래 엑셀 

파일 내에 추가시키게 된다. “vbaProject.bin” 파일을 새

롭게 추가하고 나서 엑셀 파일을 저장하게 된다. 엑셀 

파일 저장이 되고나면 확장자를 변경한다. 확장자를 zip
에서 xlsm으로 변경한다.

엑셀에서 VBA프로그램 파일 보안 관리 응용 프로그

램 구조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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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pplication Program for VBA File

Ⅳ. 실 험

본 논문에서 설계한 VBA프로그램 파일 패스워드 에 

대해서 C 프로그램으로 구현한다. 그리고, 사용한 엑셀 

프로그램은 엑셀 2016버전을 사용한다. 엑셀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실험을 위한 VBA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작
성한 VBA프로그램에 대해서 보안을 위한 패스워드를 

설정한다.

Fig. 4 Screen After Setting Password 

VBA프로그램 파일에서 패스워드를 설정할 경우 위 

그림 4와 같이 패스워드를 설정하게 된다. 패스워드가 

설정된 test.xlsm파일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한다. 실
험을 위해서 작성된 VBA프로그램 파일 test.xlsm파일

에 대해서 확장자명 .zip으로 변경한다. 확장자를 변경

한 test.zip 파일을 이용하여 압축 해제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압축을 해제하게 된다. test.zip 파일에 대해서 압축 

해제하는 과정은 다음 그림 5와 같다.

Fig. 5 Screen After Extracting the test.zip File

그림 5는 test 엑셀 파일에 대한 압축 해제한 후의 모

습이다. 이 파일에서 VBA프로그램 모듈을 분리한다. 
VBA프로그램 모듈 파일은 Vbaproject.bin 파일이다. 이 

파일을 별도로 분리해 내게 된다.
분리한 VBA프로그램 파일인 vbaproject.bin 파일에 

대해서 수정 작업을 진행한다. vbaproject.bin파일 수정을 

위해서 바이너리 파일 편집기를 이용한다. vbaproject.bin 
파일 수정을 하기 전에 vbaproject.bin 파일 열기를 수행

한다. 
추출된 vbaProject.bin 파일에 대해서 바이너리 에디

트를 이용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Fig. 6 Start Screen of Binary Editing for vbaProject.bin 
File

바이너리 에디트를 이용하여 vbaProject.bin 파일을 

수정한다. 바이너티 에디트를 이용하여 vbaProject.bin 
파일 열기를 수행한다. 위 그림 6은 vbaProject.bin 파일 

열기한 후의 모습이다. 
오픈된 vbaProject.bin 파일에서 패스워드가 저장된 필

드를 찾는다. 패스워드가 저장된 필드는 DPB이다. 따라

서 DPB 문자열을 찾는다. DPB문자열을 찾아서 DPx로 

수정한다. DPx로 수정하는 과정은 그림 7에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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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B문자열을 수정한 후 vbaProject.bin 파일을 저장

한다. vbaProject.bin 파일 수정이 마무리되면 vbaProject.bin 
파일을 원래 엑셀 압축 파일에 추가하게 된다. 그림 7은 

이 과정을 보여준다.

Fig. 7 Adding the Modified vbaProject.bin File to the 
Archive

그림 7과 같이 수정된 vbaProject.bin 파일을 엑셀 압

축파일에 추가한다. 그리고 나서 압축된 엑셀 파일을 저

장한다. zip 확장자명을 원래 확장자인 .xlsm으로 변경

한다. 이 과정은 그림 8에 보여준다.

Fig. 8 Return to Extension.xlsm

그림 8에서와 같이 확장자명을 .xlsm으로 환원한 후 이 

엑셀 파일을 열기한다. 이 엑셀 파일을 열기했을 경우 그

림 9과 같이 파일이 열리게 된다. 그러면 보안 기능 부분

에서 프로젝트 속성 보기 암호를 새로 설정해주면 된다.

Fig. 9 Setting New Password of Excel File 

그림 9에서는 새로운 암호로 “123”을 설정한다. 그리

고, 엑셀 파일을 저장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엑셀을 종

료한 후 다시 엑셀 파일 열기를 수행하게 되면 그림 9와 

같이 동작하게 된다. VBA모듈을 수행하게 되면 암호를 

입력해야 한다. 이때 새로 변경한 암호 “123”을 입력하

게 되면 정상적으로 VBA모듈이 오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0 Input Screen of Changed Password 

그림 10은 새롭게 변경된 암호를 입력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림 11은 VBA모듈이 정상적으로 오픈되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Fig. 11 VBA Normal Operation Screen

Ⅴ. 결  론

본 논문은 엑셀의 VBA사용에 있어서 보안 관리 응용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엑셀 파일에서 데이터 처리를 위

해서 VBA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중요한 VBA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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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에 대해서 암호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 암호가 분실

된 경우에 새로운 암호를 설정하도록 한다. 
VBA프로그램 파일은 엑셀 파일 내에 저장된다. 엑셀 

파일은 압축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다. 압축 파일에서 

VBA프로그램 파일을 추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엑셀의 xlsm 확장자를 zip으로 변경한다. zip으로 변경

후 압축 해제를 수행한다. 압축 해제가 되고 나면 

vbaProject.bin 파일을 추출한다.
vbaProject.bin 파일을 엑셀 파일로부터 추출이 되고

나면, 이 파일을 바이너리 에디트를 이용하여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진행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 실험한 결과 정

상적으로 잘 동작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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