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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 데이터 분할 알고리즘을 이용한 효율적인 데이터 검색 시스템을 제안한다. 
엑셀에서 VBA 기능을 이용하여 해당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알고리즘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는 시트를 지정하게 된다. 해당 시트가 지정이 되고나면 해당 시트 내의 데이터에 대한 시작과 끝을 찾게 

된다. 시작 셀의 위치에서부터 원하는 키워드와 중간 값을 비교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끝까지 검색을 하게 된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실제 VB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현하고 실험을 하였다. 실험 결과 기존의 방

식과 비교했을 때 일반적인 순차 검색 방식보다 성능이 좋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I propose an efficient data search system using data partitioning algorithm in Microsoft Excel. I 
propose searching algorithm to retrieve data quickly using VBA functioning in the Excel. This algorithm is to specify 
the sheet you are looking for. Once the sheet is specified, the algorithm searches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the data 
in the sheet. The algorithm compares intermediate values and key words, from the starting position of the cell. In this 
way, it will search data to the end. This proposed algorithm was implemented and tested in the Excel system using 
VBA program.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performance was better than that of the conventional 
sequential search method.

키워드 : 데이터 검색 알고리즘, 엑셀 데이터 검색, 엑셀, DAO, VBA

Key word : Data Search Algorithm,  Excel Data Search,  Excel, DAO, Visual Basic for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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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량의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개

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엑셀 프로그램이다. 엑셀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데

이터 처리 시트이다. 엑셀은 대차대조표, 성적표, 고객 

관리, 재고 관리 및 재무제표 등과 같은 행과 열로 구성

된 데이터가 서로 연관을 갖는 수치 분석에 유용하게 활

용된다. 특히, 공식을 사용자가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정의된 수많은 함수들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서식을 통해 알

기 쉽고 보기 좋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둘째, 엑셀

은 그래픽 프로그램이다. 2차원, 3차원 차트의 작성, 다
양한 차트 서식 기능 등 엑셀의 차트 작성 능력은 어떤 스

프레드시트 프로그램보다 뛰어나다. 프로그래밍 언어에

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비주얼 베이직

(Visual Basic)은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개인용 컴퓨터에 

적합하다. 비주얼 베이직은 베이직을 기반으로 만들어

진 언어이다. BASIC(Beginner's All-purpose Symbolic 
Instruction Code)은 1960년대 미국에서 학생들에게 프

로그래밍 개념을 쉽게 소개할 목적으로 개발된 언어로

서 명령의 종류가 적고, 문법이 간단하여 컴퓨터에 전문

적인 지식이 없어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이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검색 기능은 엑셀의 VBA기능을 

이용한다. 엑셀의 VBA 기능에서 DAO(Data Access 
Objects) 기능을 이용하여 간단한 DB 기능을 활용하여 

검색 기능을 구현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검색 기능

은 데이타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검색이 가능하

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데이터 검색 기능은 

DAO 기능을 이용하여 보다 빠른 검색을 보장한다. 본 

논문은 2장은 관련연구, 3장은 데이터 검색 기능 설계, 
4장 실험, 5장 결론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Ⅱ. 관련 연구

엑셀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범용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이다. 엑셀을 활용하여 할 수 있는 주

요 작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엑셀은 스프레드시트 프

로그램이다. 주어진 데이터를 단순히 숫자만을 나열하

는 것이 아니라 차트를 활용하여 제시한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둘째, 엑셀은 데이터베이스 관

리 도구이다. 엑셀은 레코드 및 필드에 관련된 자료들

에 대해 레코드의 관리, 탐색, 정렬, 자동 필터, 보고서 

작성 등의 작업을 지원하며 수행한 작업 결과를 워크시

트나 표준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저장할 수 있다. 특히 

자동 필터 기능을 활용하여 복수의 레코드나 필드를 중

심으로 복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료를 정렬할 수 있으

며 피벗 테이블을 활용하여 손쉽고 유용한 방법으로 자

료를 정리, 요약할 수 있다[1-2, 5-6].
비주얼 베이직의 특징으로는 시각적인 개발 환경을 

가지고 있다. 비주얼 베이직은 윈도 환경에서 각종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눈으로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도

록 하는 편리한 도구를 지원한다. 또한, 객체 지향적 개

발환경을 갖고 있다. 이때 객체지향(object orientation)
이란 독립적 객체로 된 기능들을 조립식 주택을 조립하

듯 맞추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것이다. 비주

얼 베이직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본요소를 하나의 

객체로 제공하는 객체 지향적 개발환경을 제공하기 때

문에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쉽고 생산성이 높다. 엑셀은 

자동화된 개발환경이다.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코드작

성과정에서 명령문 또는 함수를 사용할 경우 구문정의 

박스가 자동으로 화면에 나타나고 한 문장의 입력이 끝

날 때마다 자동으로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3, 4-7].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피스97에서부터는 Excel, 

Word, Powerpoint, Access 등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개발 언어가 되었으며, VBA는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에

서 사용하는 비주얼 베이직 언어이다. 따라서 VBA나 

비주얼 베이직은 같은 언어인 것이다. 다만 편집기가 

비주얼 베이직은 독립적으로 즉,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VBA는 Excel, Word, Access, Power- 
point 등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피스 제품에서 사용하

는 비주얼 베이직인 것이다 [8-13].
VBA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비주얼 베이직 코드를 이

용할 수 있도록 비주얼 베이직 코드를 적절히 개조한 

것이다. Excel을 포함한 오피스의 모든 제품에는 비주

얼 베이직 엔진이 내장되어 있어서 비주얼 베이직 코드

로 사용자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매크로는 일련

의 원하는 작업을 코드로 기록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이 코드를 다시 실행하는 것으로 비주얼 베이직 코드로 

작성된다. VBA는 Excel 매크로와 같은 사용자 프로그

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엔진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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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제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프

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13]. VBA는 Excel이나 OLE 
automation을 지원하는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기능을 갖는 부속품들 즉, 작은 부속 프로그램

들을 다시 만들 필요 없이 제공되는 부속품을 조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1. DAO와 관련된 시스템 구조

Fig. 1 DAO Related System Structure

그림 1은 DAO와 관련한 시스템 구조를 나타낸다. 
DAO는 Jet 엔진이라 부르는 DLL의 집합들을 사용한

다. 이러한 DLL은 MDB 파일들이나 다양한 데이터베

이스 포맷 파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Ⅲ. 데이타 검색 기능 설계

본 논문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 구조는 다음 그

림 2와 같다.

그림 2. 개인별 데이터 관리 시스템 내부 구조

Fig. 2 Internal Structure of the Personal Data Management 
System

그림 3. 개인별 데이터 검색 기능 순서도

Fig. 3 Flow Chart of the Personal Data Search Function 

위 그림 3은 개인별 데이터 검색 기능 순서도이다. 사
용자 데이터 관리는 기존 엑셀 시트를 이용한다. 엑셀 

시트에 저장된 데이터는 VBA를 이용하여 관리 알고리

즘을 설계한다. 개인별 데이터 검색 기능 흐름도는 그

림 3과 같다. 개인별 정보 검색을 하게 되면 엑셀 VBA
의 DAO 기능을 이용하여 수행하게 된다. 엑셀 DAO 기
능은 일반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대용량 자료를 처리하

는데 효율적이다. 개인별 데이터 검색 요청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키워드를 입력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모듈에서 해당 키워드 입력을 받게 되면 DAO 모
듈에서 해당 키워드를 이용하여 정보를 검색하게 된다. 
해당 정보 검색에서 해당 정보 존재 여부를 찾게 된다. 
개인 정보 조회에서 일치하는 데이터가 있을 경우 상세 

개인 정보를 출력하게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실행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VBA 
기능을 이용한 효율적인 검색 알고리즘의 동작 과정은 

다음 그림 4와 같다.

 

그림 4. DAO 기능을 이용한 분할 검색 알고리즘

Fig. 4 Partition Search Algorithm Using DAO Function

먼저 수행하고자 하는 그룹 정보를 추출한다. 그룹 

정보가 범위 내에 없을 경우에는 알고리즘 동작을 중지

한다. 그룹 정보가 범위 내에 있을 경우는 해당 시트를 

지정하게 된다. 해당 시트가 지정이 되고나면 해당 시

트 내의 데이터에 대한 시작과 끝을 찾게 된다. 시작과 

끝의 위치를 찾게 되면 시작 셀의 위치를 지정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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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작 셀의 위치에서부터 원하는 키워드와 중간 값

을 비교하게 된다. 이때 비교하는 값과 값이 일치할 경

우는 원하는 자료를 찾은 경우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진다. 키워드 값이 현재 위치

보다 클 경우는 시작 위치를 현재 위치로 조정한다. 키
워드 값이 적을 경우는 끝나는 위치 값을 현재 위치 값

으로 조정한다. 알고리즘은 이와 같이 반복해서 동작이 

이루어지게 된다.
실제 이 프로그램에 많은 사람의 데이터가 등록되어 

있다. 이처럼 많은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따라서 해당 사람의 데이터를 찾고 싶으면 일

일이 찾아 볼 수가 없으므로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다음 그림 5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검색 기능에 대한 동작 화면이다.

그림 5. 데이터 검색 화면

Fig. 5 Data Search Screen

다음과 같이 ‘검색’ 탭을 선택하면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게 텍스트 박스에 찾고자하는 키값을 입력 할 수 

있다. 가령 예를 들어 ‘장승주’ 라는 사람의 데이터를 검

색 한다고 하자. 그러면 아래와 같이 해당 사용자에 대

한 주민번호를 입력하게 된다.

그림 6. 검색 기능에 주민번호 입력 화면

Fig. 6 User Identification Input Screen in Search Function

원하는 사용자를 검색하고 난후 정상적으로 원하는 

데이터가 찾아졌을 경우에는 다음 그림 7과 같은 메시

지 박스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원하는 개인 정보 발견

Fig. 7 Match the Exact Personal Cell

만약 찾고자 하는 사람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는 다

음 그림 8과 같이 메시지 박스를 띄우게 된다.

그림 8. 잘못된 개인 정보 입력시 오류 메시지 화면

Fig. 8 Error Message Screen in Unnamed User Identification 
Input

그림 5, 그림 6, 그림 7, 그림 8과 관련한 구현 소스 중 

일부 코드는 다음과 같다.

    .....

    If rngcell Is Nothing Then
        MsgBox "해당 주민번호의 셀을 찾지 못했습니다.", vbInformation
        GoTo out
    End If
    ......
    If Not rngcell Is Nothing Then
        strAddress = rngcell.Address
        Do
            rngcell.Select
            Selection.Interior.ColorIndex = 4
            '중간값과 키워드를 비교한다. 
            ..........
        Loop While rngcell.Address <> strAddress
        .................
    Msg = Msg & i & " 개의 셀이 발견되었습니다." &   
    ................         

    MsgBox “소요시간"&Format(Timer - oldTime, "#0.00")

그림 9. 구현된 소스 코드

Fig. 9 Implementation Sourc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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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 9는 앞의 그림 5, 그림 6, 그림 7과 관련한 프

로그램 소스 코드이다. 그리고, 그림 10의 소요시간을 

측정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Ⅳ. 실험

본 논문에서 개발 환경으로 엑셀을 사용한다. 특히, 
엑셀 내의 VBA 기능을 이용하여 개발한다. 그리고 

VBA내의 데이터 처리를 위하여 DAO(Data Access 
Objects) 기능을 이용한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내용에 

대하여 정상적인 동작 여부를 체크하기 위한 실험을 수

행하였다. 본 논문의 구현 결과를 실제 실험을 수행하

였다. 실험은 실제 윈도우 운영체제가 탑재된 시스템 

환경에서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실험을 위하여 개인별 데이터를 1000건 정도 입력

하였다. 실험을 위한 컴퓨터 시스템 환경은 윈도우 7 
운영체제를 사용하였다. 윈도우 7 운영체제 상에 엑

셀은 마이크로 소프트 엑셀 2010 버전을 사용하였다. 
1000건의 데이터 입력을 통해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검색 알고리즘이 DAO를 통한 검색 기능이 우수함을 

보인다.
입력된 데이터에 대해서 VBA상에서 일반적인 순차 

데이터 검색 알고리즘을 이용한 경우와 DAO를 이용하

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검색 알고리즘을 이용한 경우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기존의 순차 데이터 검색 

알고리즘은 데이터 검색을 할 경우에 처음부터 차례로 

내려가면서 원하는 데이터 인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다음 그림 10은 400개 데이터에 수행 시간 측정 화면

이다.

그림 10. 400개 데이터에 대한 시간 측정 결과 화면

Fig. 10 Time Check Screen for 400 Data

표 1. 일반 순차 데이터와 DAO를 활용한 경우의 수행 시간

(단위 : 초)
Table. 1 Execution Time for General Environment Data 
and DAO Data(Unit : Second)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일반 
순차 

데이터 
검색

1.11 1.23 1.28 1.35 1.39 1.50 1.58 1.65

DAO를 
사용한 
분할 

데이터 
검색

1.01 1.15 1.20 1.27 1.3 1.43 1.5 1.55

표 1은 일반 데이터에 대해서 DAO를 활용한 경우의 

수행 시간을 측정한 결과이다. 위 <표 1>의 수행 시간

은 각 데이터 개수에 대해서 10회 이상 수행한 결과에 

대한 평균값이다. 위 결과에서 보듯이 일반 순차 데이

터 검색 시간이 DAO를 사용한 분할 검색의 경우보다 

전반적으로 많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분할 검색 알고리즘을 사용한 원인도 있겠지만, 분할 

검색 알고리즘과 DAO 기능을 적절히 조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위 실험 결과 기존 엑셀 데이터를 단순히 

VBA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와 VBA에서 DAO를 이

용한 검색 알고리즘을 사용한 경우에 다소 성능의 차이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엑셀 데이터 DAO 기능을 이용하여 

빠른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 및 구축하였

다. 본 논문에서 개발된 기능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

다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본 논

문에서 사용한 개발 환경은 엑셀을 이용한다. 특히, 엑
셀 내의 VBA 기능을 이용하여 개발한다. 그리고 VBA
내의 데이터 처리를 위하여 DAO(Data Access Objects) 
기능을 이용한다. 이러한 DAO 기능을 통해서 보다 대

용량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기능의 상세 내용은 먼저 수행

하고자 하는 그룹 정보를 추출한다. 그룹 정보가 범위 

내에 없을 경우에는 알고리즘 동작을 중지한다.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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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범위 내에 있을 경우는 해당 시트를 지정하게 

된다. 해당 시트가 지정이 되고나면 해당 시트 내의 데

이터에 대한 시작과 끝을 찾게 된다. 시작과 끝의 위치

를 찾게 되면 시작 셀의 위치를 지정하게 된다. 시작 셀

의 위치에서부터 원하는 키워드와 중간 값을 비교하게 

된다. 이때 비교하는 값과 값이 일치할 경우는 원하는 

자료를 찾은 경우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두 가지 경

우로 나누어진다. 또한, 본 연구 과제에서 개발한 내용

에 대하여 정상적인 동작 여부를 체크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일반 환경 데이터 검색 시간이 DAO를 사

용한 경우보다 전반적으로 많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기존 엑셀 데이터를 단순히 VBA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와 VBA에서 DAO를 이용한 검색 알고리즘을 사

용한 경우에 다소 성능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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