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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ROS Master

1.1 ROS Master?

노드와 노드사이의 연결과 메시지 통신을 위한 네임 서버와 같은 역활
마스터는 접속하는 슬래이브들과의 접속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HTTP 기반의 프로토콜인 XMLRPC를 이용하
여 슬레이브들과 통신

1.2 ROS Master의 실행 명령 - roscore

ROS master를 실행하는 명령은 roscore이지만, 여러 노드를 파라미터와 함께 실행할 수 있는 roslaunch를 이
용해서도 실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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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Node

2.1 roscore가 실행된 상태에서 새로운 터미널을 실행한다

2.2 rosrun 명령을 이용해서 node를 하나 실행해보자

rosrun <pkg>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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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node : ROS에서 실행가능한 최소한의 단위
위 명령은 turtlesim 패키지의 turtlesim_node라는 노드를 실행하는 명령
패키지나 노드이름을 다 타이핑하지 말고 <TAB> 키의 사용을 생활화 하자

2.3 이제 turtlesim을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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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우리는 지금 turtlesim이라는 로봇을 하나 구동시킨다고 가정하자

2.5 새로운 터미널 하나더 실행

2.6 현재 실행 중인 node의 목록을 조회 - rosnode list

rosout은 언제나 실행되고 있으며, node의 debugging 출력을 모으고 기록
turtlesim은 방금 우리가 실행한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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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7 노드의 정보를 조회 - rosnode info

2.8 turtlesim 노드가 발행하거나 받아들이는 topic

여기서 turtle1은 namespace이다
topic의 의미와 종류는 잠시 후에~~~

2.9 turtlesim 노드의 서비스

역시 service의 의미는 또 잠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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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rvice

3.1 ROS에서 service의 개념

3.2 service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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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service에서 요청하는 데이터형과 응답을 받을 데이터 형이 정의되어 있는 파일로 확장면은 srv이다

3.3 service definition 파일 srv 확인하러 가기

5개의 srv 파일이 보인다

3.4 srv 파일 열람해보기 - rosed 명령 실행

3.5 TeleportAbsolute.srv 파일 내용

srv 파일은 빼기 기호(-) 세 개 ( --- )로 구분해서 윗부분이 요청(request)고 아랫부분이 응답(response)이다
turtlesim의 TeleportAbsolute.srv는 요청만 있고 응답 데이터는 없다. (그렇다고 응답 행동이 없는 것은 아니
다)
아무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x, y, theta 값을 넣으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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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실행중인 서비스의 목록 - rosservice list

3.7 rosservice info 명령으로 service 정보 확인해보기

3.8 서비스 요청하기 - rosservice call (args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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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요청된 서비스를 실행한 화면

3.10 turtlesim 재설정 서비스 - rosservice call /re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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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1 turtlesim 노드의 Spawn 서비스는 뭘까

rosservice info에서 한 번 보고
그냥 사용해보자

3.12 다른 거북이 하나 더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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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그러면 tt라는 namespace가 생겼겠지 ~ rosservice list로 확인해보자

3.14 다시 reset 서비스 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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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Topic

4.1 ROS topic의 개념

4.2 현재 터미널 상황~

roscore와 turtlesim_node가 실행되고 있는 상황

4.3 rostopic list

단순히 topic의 list만 확인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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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rostopic list -v : 조금 상세히 알고 싶다면

4.5 rostopic info

publisher가 있으니 나도 들어보자(subscriber)

4.6 rostopic echo

특정 메세시를 간단히 열람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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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7 이때 다시 topic info를 해보면

내가 echo로 듣고 있는 것도 나타난다

4.8 turtlesim/Pose의 내용도 확인해보자

해당 경로에서 subl 명령으로 열람해보면

turtlesim pkg는 Pose.msg라는 데이터형을 따로 정의하고 있는데
해당 데이터에는 float32로 된, x, y, theta, linear_velocity, angular_velocity라는 5개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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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turtle1이 받는 메세지 중 명령처럼 보이는 것은?

4.10 cmd_vel은 geometry_msgs의 Twist이다.. 이건 뭐?

4.11 특정 메세지의 형식을 알고 싶을 땐, rosmsg show~

이렇게 바로 열람이 가능하다. 지금은 geometry_msgs/Twist를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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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geometry_msgs란?

4.13 geometry_msgs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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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geometry_msgs/Twist의 내용

4.15 Twist 데이터형은 로봇의 직선방향 회전축의 속도에 관한 데이터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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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 그건 그렇게 type과 show를 연달아 써야하나? 불편한데?

4.17 리눅스에서 터미널 명령 인자 전달하기 - pipe command

rostopic type /turtle1/cmd_vel | rosmsg show

4.18 이제 turtlesim에 명령을 주자 - rostopic pub

rostopic pub -1 /turtle1/cmd_vel geometry_msgs/Twist "linear: 

        x: 1.0

        y: 0.0

        z: 0.0

      angular:

        x: 0.0

        y: 0.0

        z: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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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 다 입력하지 않는다.. 적절히 TAB 키를 활용하자

4.20 이번에는 angular velocity 명령도 인가해보자

z 축 중심의 회전 성분에 1 radian/sec이라는 지령, 로봇의 전방(x축)으로 1만큼 속도 지령을 인가해서 움직이
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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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21 토픽을 한 번만 발행하기 : rostopic pub -1

-1 : --once 한 번만 토픽 발행

4.22 토픽을 일정 주기로 반복적으로 발행하기 : rostopic pub -r

-r : --rate hz 단위로 토픽 발행
rostopic pub -r 1 /turtle1/cmd_vel geometry_msgs/Twist -- '[2, 0, 0]' '[0, 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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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 현재 터미널 상황

4.24 이 상태에서 rostopic echo /turtle1/pose

1.8rad은 대략 103.3degree 정도로 한바퀴를 도는데 3.5~3.6초 정도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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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이 상태에서 node와 topic등의 관계를 알고 싶다면 - rqt_graph

4.26 topic의 상황을 그래프로 표현하기 - rqt_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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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그려보고 싶은 topic을 정한다

4.28 축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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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적절한 y 축 range 선정

4.30 적절한 X 축 range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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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로봇의 움직임을 그래프로 관찰하는 연습도 틈틈히 하자

4.32 그냥 rqt를 실행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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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다양한 도구를 확인할 수 있다

4.34 실행하고 있던 topic을 멈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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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rqt에서 message publisher를 선택해보자

4.36 topic과 type을 선택하고 + 버튼

4.37 설정을 입력하고 체크~ 그럼 다시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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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cmd_vel에 다수가 명령을 pub할 수 있다

4.39 터미널을 복잡하게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4.40 이번에는 topic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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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체크하면 topic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4.42 이제 조금씩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한 노력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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