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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3 -

소개

• 이더리움 Dapp을 작성하고 사용하려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 후 컴파일하고, 네트워크에 배포하고,  
배포된 스마트 컨트랙트를 연결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복잡한 작업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스마트 컨트랙트 컴파일, 배포 및 테스트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주요기능

• 컨트렉트 컴파일
• 컨트렉트 배포
• 컨트렉트 디버그
• 컨트렉트 테스트

대분류 • 응용SW 소분류 • 콘텐츠 배포

라이선스형태 • The MIT License (MIT)

사전설치솔루션 • Node.js

버전 • 5.0.36(2019년 9월 기준)

특징

•컴파일된컨트랙트를이더리움네트워크에배포(depoly)및관리, SmartContract 개발중디버깅등을할
수있도록지원하는개발환경 도구이다.
• 테스트케이스를작성해서빠르고손쉽게테스트를진행해볼수있다.

개발회사/커뮤니티 • Truffle Suite / https://gitter.im/ConsenSys/truffle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trufflesuite.com/docs/truffle/overview

https://gitter.im/ConsenSys/truffle
https://www.trufflesuite.com/docs/truffle/overview


2. 기능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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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ffle 주요 기능

컨트랙트 컴파일 스마트컨트랙트컴파일을진행할수있다.

컨트랙트배포
Solidity로작성된스마트컨트랙트를블록체인네트워크상에손쉽게배포할수있

다.

컨트랙트테스트
컨트랙트를테스트환경에배포후일일이테스트하려면 많은시간이소요된다.

Truffle을사용하면, 다양한테스트케이스를빠르고쉽게실행할수있다.



3. 실행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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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ard JSON RPC API를지원하는 Ethereum Client가있어야함.

• NodeJs v8.9.4 이상

• Windows, Linux 또는 Max OS X



4. 설치및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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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목차

1. Truffle 설치

2. Truffle init

3. Truffle init 후폴더구조



4. 설치및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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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Truffle설치

- 사전에 npm, node(v8.9.4 이상)가설치되어있어야함.  

# npm -g install truffle



4. 설치및실행
4.2 Truffle Init

# truffle i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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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치및실행
4.3 Truffle init 후폴더구조

파일 /폴더명 비고

Contracts Solidity로개발된스마트컨트랙트소스폴더

Contracts/Migrations.sol 배포를 도와주는Solidity 파일

migrations 배포를위한스크립트파일폴더

migrations/1_initial_migration.js Migrations.sol을 배포하는스크립트

test 개발된스마트컨트랙트를테스트하기위한테스트
케이스 파일폴더

truffle-confing.js Truffle 설정파일

- Migrations/1_*.js : 배포시접두사로붙여진숫자에따라순차적으로실행한다.

-1_initial_migration.js 파일은 스마트 계약의 마이그레이션을 관찰하기 위해 Migrations.sol파일

을배포하며, 나중에변경되지않은컨트랙트를이중마이그레이션하지않도록 보장한다.(1_init

al_migration.js, Migrations.sol파일은수정, 삭제하지않기를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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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능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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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목차

1. 스마트 컨트랙트 컴파일

2. 스마트 컨트랙트 배포

3. 스마트 컨트랙트 테스트

4. Truffle 명령어



5. 기능소개
1. 스마트컨트랙트컴파일(1/2)

• contracts 폴더에 Solidity로스마트컨트랙트를작성한다.

• Solidity 소스코드를컴파일하면 byte code 형태로변환된다.

• 스마트컨트랙트를컴파일하기위해선, contract 폴더안에서다음명령어를실행한다.

•contracts/ 폴더내에모든파일이컴파일이진행된다.  # 

truffle comp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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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능소개
5.1 스마트컨트랙트컴파일(2/2)

• Compile이완료되면 build /contracts폴더내에

json파일이생성된것을확인할수있다.

• json파일에는 컨트랙트의ABI정보, bytecode 등

배포할때필요한정보가들어있다.

Migrations.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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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능소개
5.2 스마트컨트랙트배포(1/2)

• artifacts.require()는 nodedml require과 비슷한메소드이다.

• artifacts.require() 로배포를원하는컨트랙트의정보를획득한후 deployer.deploy()를

사용해서배포를한다.(해당파일은 Migrations 컨트랙트를배포하는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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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능소개
5.2 스마트컨트랙트배포(2/2)

• 작성된스마트컨트랙트를블록

체인으로 배포한다.

• # truffle migrate

• 배포가 완료되면transaction 주소

및 block 에대한정보가출력된다.

• 이미 배포를 하였고 배포를 재설

정하려면다음명령어입력한다.

# truffle deploy --reset 또는

# truffle migrate –compile-all -re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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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능소개
5.3 스마트컨트랙트테스트

작성된 test 케이스가작성된파일을실행시켜작성한스마트컨트랙트가잘작성되었

는지 test 한다. (테스트는 .js 또는 .sol 파일로작성한다.)

# truffle test

Cannot find module ‘web3’ error 발생시, web3모듈을 설치한다.  

# npm install we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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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능소개
5.4 Truffle명령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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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능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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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Truffle명령어(2/3)

명령어 비고 명령어 비고

Build 컨트랙트빌드 debug 블록체인상에 배포
된트랜잭션디버깅

compile 컨트랙트컴파일 deploy 컨트랙트배포

config user-level 옵션설정 develop 개발모드로접속
(ganache-cli실행)

console truffle 콘솔접속 exec Truffle 환경에서 JS모
듈을실행

create 새로운 컨트랙트, 마
이그레이션, 테스를
생성

help 모든 명령 목록이나
특정명령에대한정
보를표시



5. 기능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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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Truffle명령어(3/3)

명령어 비고 명령어 비고

init Truffle 프로젝트초기
화

publish Ethereum Package
Registry에 패키지
publish

install Ethereum Package  
Registry에서패키지
를설치

run Third-party plugin
command 실행

migrate 컨트랙트배포 test Solidity로작성된 컨
트랙트테스트

networks 각네트워크에배포
된 컨트랙트의주소
표시

unbox 사전구축된 Truffle
프로젝트 인 Truffle
Box를다운로드

opcode 컨트랙트에 대해컴
파일된 opcode를표
시



6. 활용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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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목차

1. 예제 설명

2. Ganache 설치 및 실행하기

3. truffle unbox

4. 스마트 컨트랙트 작성하기

5. 스마트 컨트랙트 컴파일하기

6. truffle 환경설정하기

7. 스마트 컨트랙트 배포하기

8. 스마트 컨트랙트 테스트하기



6. 활용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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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제설명

• Ganache를이용하여가상의이더리움블록체인환경을구성하고, Truffle프레임워

크에서컴파일, 블록체인(Ganache)으로배포, 테스트등을진행한다.

• Truffle box의 pet-shop tutorial을이용하여간단한스마트컨트랙트컴파일, 배포및

테스트를진행한다.

• Truffle box 란, 다른사람들이프로젝트템플릿을제작해놓은것이다.

• Truffle box 내 pet-shop 예제를 활용한다.



6. 활용예제
2. Ganache 설치 및 실행하기(1/2)

• Ganache: “가나슈” 라고읽는다. 가상의이더리움네트워크를생성해스마트컨트랙

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Public Blockchain이 아니라, 혼자서만

실행해서테스트해볼수있는 Personal Ethereum Blockchain이다.

• Ganache공식사이트(https://www.trufflesuite.com/ganache )에서다운로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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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rufflesuite.com/ganache


6. 활용예제
6.2 Ganache 설치 및 실행하기(2/2)

• 설치를완료하면다음과같은화면이나타나며, 가상의이더리움네트워크가생성되었다.

• Default로 10개의계정에 100eth가 잔액이존재한다.

• 해당 네트워크는http://127.0.0.1:754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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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활용예제
3. truffle unbox

• 디렉토리생성후 Pet-shop tutorial를 unbox 합니다.

• # truffle unbox pe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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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활용예제
4. 스마트 컨트랙트 작성하기

• contracts 폴더내에 Adoption.sol 파일을추가후컨트랙트를작성합니다.

• Function adopt: 애완동물입

양을요청할수있도록허용

• Function getAdopters: 입양

한 pet 소유자주소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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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활용예제
5. 스마트 컨트랙트 컴파일하기

• 작성된컨트랙트를 EVM(Ethereum Virtual Machian)에서실행하기위해 bytecode로

컴파일을진행한다.

• # truffle compile

• 컴파일이 완료되면 build/co

ntracts 내에 json파일 이생

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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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활용예제
6.6 truffle 환경설정하기

• truffle-config.js 파일내에배포할때사용할네트워크를알맞게설정한다.

• Networks: 현재 Dapp의네트워크환경정의

• development: 개발용

• Ropsten, private 등등

• network_id: 이더리움네트워크고유아이디(사설(Private) 네트워크를사용하므로 * 로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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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활용예제
7. 스마트 컨트랙트 배포하기(1/3)

• Migratios 디렉토리내에 2_deploy_contracts.js 파일을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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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활용예제
7. 스마트 컨트랙트 배포하기(2/3)

•작성한스마트컨트랙트를

블록체인으로 migrate한다.

• # truffle mig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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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활용예제
7. 스마트 컨트랙트 배포하기(3/3)

• 첫번째 계정에트랜잭션

이 4개 증가하고, 트랜잭

션 비용으로 eth가 감소

했음을확인할수있다.

• 블록이 4개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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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활용예제
8. 스마트 컨트랙트 테스트하기(1/3)

• test 폴더 내에 TestAd

option.sol 파일 을 추

가 후 테스트케 이스

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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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활용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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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마트 컨트랙트 테스트하기(2/3)

• Assert.sol: 테스트에 사용할 다양한 assertion을 제공한다.

같은지, 같지 않은지, 테스트를 통과했는지, 실패했는지, 반환하기 위한 공백과

같은 것들을 확인한다. (전역truffle파일)

• DeployedAddresses.sol: depoly된 컨트랙트의 주소를 가져온다. (전역truffle파일)

• Adoption.sol: 테스트하려는 컨트랙트이다.

• TestUserCanAdoptPet(): adopt()함수 테스트

• TestGetAdopterAddressByPetId(): 입양한 Pet 소유자 검색 테스트

• TestGetAdopterAddressByPetIdInArray: 모든 Pet의 소유자 검색 테스트



6. 활용예제
8. 스마트 컨트랙트 테스트하기(3/3)

• 테스트를진행한다.

• # truffle test

• 모든테스트를통과하면다음과같은콘솔이출력된다.

- 32 -



7. FAQ

Q truffle deploy와 truffle migrate은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A truffle deploy는 truffle migrate의 별칭입니다.  

두 명령어 모두 배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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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ffle-config.js 파일내에 development네트워크외에 다른네트워크를정의
할경우어떤네트워크에배포가되나요?

A --networks 옵션을 사용하여 배포하려는 네트워크를 정의 하지 않은 경우

development 네트워크에 배포가 됩니다.



7. FAQ

Q Truffle을 windows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시 오류가 발생한다면, 환경을 올바르게 구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참조 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또한, Windows에서명령프롬프트를사용하는경우

truffle 실행파일과충돌할수있습니다.

Windows PowerShell 또는 Git BASH 를사용하는것이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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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rufflesuite.com/tutorials/how-to-install-truffle-and-testrpc-on-windows-for-blockchain-development


8.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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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Solidity

Ethereum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서 Smart Contract를 정의하기 위해 개
발된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정적타입 언어이며, 상속과 라이브러리, 사용
자 정의 타입을 지원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있다.

DAap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오픈소스 기반이며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Ganache

가상의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생성해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Public blockchain이 아니라, 혼자서만 실행해서 테
스트 해볼 수 있는 personal Ethereum blockchain 이다.

Web3js
EVM에서작동하는스마트컨트랙트와 Dapp Client이서로통신할수있도록
하는 Javascript라이브러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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