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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 환경

우리 수업은 두개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내 PC이고, 또 하나는 OMO R1mini (이하 로봇)입니다. 둘 다 모두 ubuntu 18.04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먼저 내 PC에는 가상환경은 수업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꼭. 멀티부팅을 이용해서 ubuntu18.04가 설치되
어야 합니다.
OMO R1mini에는 jetson nano 보드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 보드에 OS와 ROS를 설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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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PC의 개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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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개발환경

3.1 개발환경을 맞추는 이유
다들 선호하는 다양한 툴들이 있을 겁니다.
요즘 나타나는 다양한 툴들의 강력하고 유용한 기능은 정말 멋집니다
그러나 수업때 그런 다양한 툴들을 모두 대상으로 할 수 없고
또 툴에 대한 질문에 대응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수업에서는 수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개발환경을 맞춥니다.
그러나 따로 선호하는 환경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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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ublime Text

4.1 프로그램 IDE로 Sublime Text를 사용하겠습니다.
https://www.sublimetext.com/
쉽고 가볍고 사용하기 간편합니다.

4.2 설치

https://www.sublimetext.com/docs/3/linux_repositories.html
위 사이트에서 위에 표시된 부분을 터미널로 복사해서 실행합니다.

https://www.sublimetext.com/
https://www.sublimetext.com/docs/3/linux_repositori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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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설치 확인

터미널에서 subl 실행

4.4 Package Controller 설치
https://packagecontrol.io/installation

https://packagecontrol.io/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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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면 분할 가능한 터미널

5.1 tilix

sudo apt install tilix

5.2 최초 터미널에서 tilix라고 실행하면 나타나는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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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환경설정에서 run command as a login shell 체크

5.4 favorite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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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원하는 테마 적용

5.6 우분투 설정에서 CTRL+ALT+D키 단축키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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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tilix에서

CTRL+ALT+D는 아래쪽에, CTRL+ALT+R은 오른쪽에 화면 분할로 터미널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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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 PC에 ROS melodic 설치
아래 과정은 https://www.youtube.com/watch?v=FI3mEt2zCtA 에 동영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I3mEt2z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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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OS1 melodic 실행

7.1 ROS1 melo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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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먼저 melodic을 설치하기 전에

ROS2를 설치하고 설정했던 bashrc 부분을 주석처리하고 터미널을 끄고 다시 실행한다

7.3 Melodic 설치
http://wiki.ros.org/melodic/Installation/Ubuntu
위 경로에서 다음 가이드에 따라 하나씩 실행한다

7.4 melodic 설치를 위한 pkg 리스트 추가 및 key 추가

http://wiki.ros.org/melodic/Installation/Ubun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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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melodic desktop full version 설치

7.6 bashrc 설정

이렇게 설정해 두고, ROS1을 사용할때는 ROS1 부분을 주석해제, ROS2일때는 그 부분을 주석해제하는 방식으
로 사용한다
언젠가는 ROS2만 사용하게 되겠지만, 지금은 불편해도 이렇게 진행하자

7.7 일단

이렇게 ROS1 설정을 활성화해서 터미널을 다시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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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

7.8 다시 설치 가이드 페이지에서

rosdep 까지 설치하고 초기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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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catkin tools 설치

sudo apt-get install python-catkin-tools
ROS1에서는 빌드툴로 catkin tools를 사용하도록 한다

7.10 ROS1용 워크스페이스는 catkin_ws로 한다

7.11 catkin init (주의) catkin_ws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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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catkin build

7.13 빌드를 수행하고 나면 워크스페이스에 devel 폴더가 생성됨

7.14 devel 폴더에는 setup.bash 파일이 있음

7.15 bashrc의 ROS1 부분에 이 파일 경로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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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 OMO R1mini에 설치

8.1 Jetpack 설치
여러분이 받은 OMO R1mini에는 jetson nano라는 임베디드 PC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Jetson nano는 NVIDIA에서 CUDA 가능한 GPU가 장착되어 있는 보드입니다.
이 보드를 이용하면 다양한 추론 엔진이 빠른 속도를 가지고 실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Ubuntu 18.04와 CUDA 설정등을 해야하는데

이 과정을 모두 한번에 수행해 주는 것이 Jetpack입니다.

8.2 Jetpack 4.4.1 다운로드 경로

https://developer.nvidia.com/EMBEDDED/Jetpack

8.3 Download the SD Card Image

다운로드 후 이미지를 SD카드에 굽기.

https://developer.nvidia.com/EMBEDDED/Jet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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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이미지 굽기

8.5 로봇의 IP 확인하기

최초 한 번은 Jetson nano에 모니터 키보드를 연결하고 자신의 IP를 확인해야 합니다.
터미널에서 ifconfig를 입력하고 IP를 확인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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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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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ssh로 접근하기

로봇에 모니터와 키보드를 항상 연결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내 PC에서 ssh로 접근해서 로봇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8.7 OpenCV 설치
로봇에는 딥러닝 엔진을 구동시킬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OpenCV가 필요한데, 우리 수업에서는 OpenCV 3.4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OpenCV 3.4를 Jetson nano에 설치하는 방법

https://pinkwink.kr/1325 에 동영상과 함께 설명되어 있습니다.

8.8 로봇에 ROS 설치
그리고 그 후 로봇에 ROS를 설치합니다.
주의) OpenCV를 설치한 후 ROS를 설치해야 합니다.
https://pinkwink.kr/1322

https://pinkwink.kr/1325
https://pinkwink.kr/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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