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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머리
말

옮
긴
이

ROS가 처음 등장한 지도 벌써 10년이 되어 갑니다. ROS는 그동안 로봇을 연구하는 전 세계

의 수많은 개발자에게 로봇을 동작시키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서 큰 도움이 되어 왔으며, 

4차 산업혁명이 주목받는 이 시대에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ROS

를 처음 접하거나 복잡한 C++ 문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책은 별로 없었습

니다.

그런 와중에 발견한 이 책이 그런 아쉬움과 갈증을 해소해 줄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

니다. 그것은 두 저자가 ROS를 직접 개발한 분들이어서 ROS에 정통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

롯된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다음과 같은 특징 때문입니다. 이 책은 비교적 배우기 쉽고 문법이 

간결한 파이썬 코드를 사용하므로 ROS의 기본 개념과 도구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

다. 책에서는 다양한 로봇 사례도 소개하고 있는데, 대부분 실제 로봇이 아닌 컴퓨터 시뮬레

이션만으로도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로봇을 구동시키는 기쁨에 비할 바는 아니겠

지만, 이 책을 마칠 때쯤에는 로봇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은 충동에 휩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번역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중 하나는 전문 용어를 통일하는 문제였습니다. 고유 명

사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외래어 표기법을 적용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전문 용어인 경우에는 

원어를 표기하거나 TTA 표준 사전과 관련 공학 전공 분야에서 통용되는 역어를 참고하였습

니다. 아울러 이 책의 코드를 직접 실행하면서 원서의 오류 부분을 일부 수정하였고, 관련 주

제에 대한 링크를 찾을 수 있도록 주석을 별도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소 어색한 표현이나 코드

가 실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그런 부분을 발견하시면 책

날개에 소개된 Q&A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흔쾌히 이 책의 번역을 맡겨 주신 제이펍 장성두 실장님, 꼼꼼하게 편집하고 교정해 

주신 이슬 님과 배규호 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옮긴이 김성우, 이종민

옮긴이 머리말xii



지은이 소개 xiii

지은이 소개소개
지
은
이

모건 퀴글리(Morgan Quigley)

모건 퀴글리는 로봇 운영체제(ROS, Robot Operating System)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오픈 소스 로

봇공학 재단(OSRF, Open Source Robotics Foundation)의 공동 창립자다. 그는 2006, 2007년에 

STAIR(Stanford AI Robot) 프로젝트의 일부분으로 ROS의 조상 중 하나를 만들었던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 OSRF로 왔다. 로봇공학 소프트웨어의 미

래가 협력 개발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짐에 따라 이러한 노력은 그가 수많은 다른 공학자들과 

함께 ROS 프로젝트를 창립하게 만들었다. 그의 관심 연구는 로봇 소프트웨어 시스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임베디드 시스템 설계, 기계공학 및 센서 설계 등이다.

브라이언 저키(Brian Gerkey)

브라이언 저키는 OSRF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다. OSRF에 합류하기 전에 브라이언은 윌로

우 거라지(Willow Garage)의 오픈 소스 개발 부서장이었다. 브라이언은 이전에 SRI에 있는 인공

지능 센터에서 컴퓨터 과학자였고, 그 이전에는 스탠포드 대학의 인공지능 연구실에서 박사후 

연구원이었다. 브라이언은 2003년에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USC)에서 컴퓨터 과학으로 박사, 

2000년에 USC에서 컴퓨터 과학으로 석사, 1998년에 툴란 대학에서 수학 복수전공 및 로봇자

동화 부전공과 함께 컴퓨터 공학사 학위를 받았다. 2008년 이후에 브라이언은 ROS 프로젝트

에서 일했고, 로봇공학 연구 및 교육 (그리고 곧 산업) 분야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로봇 소프트

웨어 플랫폼 중 하나를 개발하고 배포하였다. 그는 오픈 소스 플레이어 프로젝트(Player Project)

의 설립 및 책임 개발자이며, 널리 쓰이는 로봇 시뮬레이션과 개발 도구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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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스마트(Bill Smart)

빌 스마트는 오리건 주립 대학 부교수이며, 로봇공학 교육 과정을 공동 지도한다. 그의 관심 

연구는 이동 로봇공학, 기계 학습, 인간-로봇 상호 작용 및 로봇공학과 법률 관계 등의 분야

다. 빌은 20년 이상 로봇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으며, 15년 이상 로봇 소프트웨어 구조

에 대해 활발하게 연구 개발하고 있다. 오리건 주립 대학에서 그는 로봇공학 교육 과정을 공

동 지도하고,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서 로봇공학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을 가르치고 있

다. 그는 시작부터 ROS 사용자였으며, 시스템을 위한 몇몇 초기 계획 워크숍에도 참여하였다. 

2010~2011년에 그는 윌로우 거라지에서 PR2 로봇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캘리포니아

의 기후를 즐기며 15개월의 연구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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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영(국방과학연구소)

로봇공학은 여러 분야의 최신 기술이 집약된 공학 분야로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학문입니다. 

따라서 한 개인이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ROS는 전 세계 로봇공학

가들이 로봇 개발을 위해 만든 다양한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협력 기반의 프레임워

크로 누구나 로봇을 만들 수 있게 돕는 도구입니다. 이 책은 ROS를 이해할 수 있게 최신 로

봇공학 분야별로 최신 알고리즘의 개념을 설명하고, 따라 하며 구현해 볼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병규(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 책은 ROS를 기획하고 직접 개발에 참여한 개발자들이 모여서 쓴 책입니다. 방대한 양의 위

키 페이지를 대신하여 실제 개발자들이 해야 할 작업의 흐름을 제시하고, 다양한 로봇으로 그 

예를 보여 줍니다. 비록 개발 언어가 파이썬으로 제한된 점은 아쉽지만, 전체적인 작업 흐름을 

익힘으로써 다른 로봇을 개발할 때도 매우 도움이 되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현(SI 개발자)

참 흥미로웠습니다. 메시지의 발행, 구독 방식이 너무도 간단하다는 것과 그 방식으로 시뮬레

이션의 로봇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재밌었습니다. 개인적으론 너무도 잘 만들어

진 ROS를 이용하여 여타의 다른 서비스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예제를 

진행할 때 조금 부족한 설명이 아쉬웠지만, 여러분이 보실 때는 좀 더 친절한 책으로 다가가

길 희망해 봅니다.

  이재민(충북대학교)

ROS를 처음 사용하는 초급자에게는 실제 로봇 없이도 ROS의 많은 기능을 알려줄 좋은 소개

서가 될 것이고, 중급자에게는 ROS 시스템 이해의 심화와 EmPy를 응용한 시뮬레이션 환경

설정 등 실용적인 테크닉을 알려줄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로봇 운영체제인 ROS는 로봇이 일하도록 하는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다. ROS는 로봇을 제작

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인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기능을 한다. 이런 보편적인 플

랫폼은 사람들이 코드와 아이디어를 더욱 쉽게 공유하게 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로봇

을 움직이기 전에 소프트웨어 구조를 작성하느라 몇 년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데 있다.

ROS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이 책을 쓰는 시점에) ROS의 공식 배포판에는 거의 600명이 작성

하고 관리하는 2,000개 이상의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있다.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80여 

개의 로봇이 지원되고, 적어도 ROS를 언급하는 1,850편의 학술 논문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밑바닥부터 모든 것을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특히 ROS를 지원하는 수많은 로봇 중 

하나로 작업한다면 쓸데없는 것이나 장치 구동기보다 로봇공학을 생각하는 데 더 많은 시간

을 할애할 수 있다.

ROS는 다음과 같이 수많은 부분으로 구성된다.

1.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읽고, 모터나 다른 액추에이터로 추상화되고 잘 정의된 형식으로 

명령을 보내도록 해주는 장치 구동기(drivers)들의 집합. 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로봇 

시스템들을 포함하여 다양하면서도 인기 있는 하드웨어가 지원된다.

2. 전역 지도를 구축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센서 데이터를 표현 및 해석하고, 운동을 

계획하고, 물체를 조작하고, 다른 수많은 일을 하도록 해주는 수많은 기초적인 로봇공

학 알고리즘들의 모음. ROS는 로봇공학 연구 커뮤니티에서 매우 유명해졌으며, 이제는 

수많은 첨단 알고리즘들을 ROS에서 사용할 수 있다.

3. 데이터를 이동시키고, 복잡한 로봇 시스템의 다양한 요소를 연결하고, 자신만의 알고리

즘을 추가하도록 해주는 모든 계산적인 기반 구조. ROS는 애초부터 분산적이며, 작업 

부하를 끊임없이 여러 컴퓨터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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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봇의 상태와 알고리즘을 시각화하고, 잘못된 행동을 디버깅하며 센서 데이터를 기록

하기 쉽도록 해주는 많은 도구 모음. 로봇 소프트웨어를 디버깅하는 것은 어렵기로 악명

이 높지만, 이런 풍부한 도구들은 ROS를 그 자체로 강력하게 해주는 것 중 하나다.

5. 마지막으로, ROS 생태계는 프레임워크의 수많은 요소를 문서로 만든 위키(Wiki), 도움

을 위해 묻고 배운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질의/응답 사이트, 활발한 사용자 및 개발자 커

뮤니티 같은 확대된 자원을 포함한다.

왜 ROS를 배워야 할까? 간단히 대답하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ROS는 직접 작

성해야 할 로봇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모든 부분을 제공한다. 관심 없는 부분은 신경쓰지 않

고 관심 있는 시스템에만 집중하도록 해준다.

왜 이 책을 읽어야 할까? ROS 위키에는 이미 프레임워크의 여러 요소에 관한 자세한 튜토리

얼을 포함하여 수많은 내용이 있다. 활발한 사용자 커뮤니티는 http://answers.ros.org에서 여

러분의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자원들로부터 ROS를 배우면 어떨까? 우리가 

이 책에서 하려는 것은 좀 더 정리된 방식으로 물건들을 펼쳐 놓고, 우리는 또한 코드를 구성

하는 방법, 로봇이 예기치 않은 무언가를 할 때 코드를 디버깅하는 방법, ROS 커뮤니티의 일

원이 되는 방법에 관한 비결과 힌트도 제공하려고 한다.

분산된 계산, 멀티스레딩, 이벤트 구동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의 핵심에 있는 다른 개념들과 

같이 ROS에는 상당한 수준의 복잡성이 존재한다. 여러분이 훈련된 프로그래머가 아니라면, 

특히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다면 ROS를 배우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책은 여러분

에게 ROS의 기본을 소개하고, 실제 및 모의 로봇의 응용을 위해 ROS 사용법에 관한 실용적

인 예제를 제공함으로써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누가 이 책을 읽어야 하는가?
여러분의 로봇이 실세계에서 일하도록 하고 싶지만, 바퀴를 개조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면 이 책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ROS는 로봇을 동작시켜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계

산적인 하부 구조와 로봇이 흥미로운 일을 빨리하도록 하는 충분한 로봇공학 알고리즘들을 

포함한다.

여러분이 경로 계획과 같은 특정한 요소에 관심 있고, 더 큰 로봇 시스템의 맥락에서 연구하

고 싶다면 이 책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의 로봇이 ROS의 하부 구조와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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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을 사용하여 흥미로운 일을 하도록 하는 방법과 여러분 스스로 기존의 알고리즘을 교체

하는 방법을 보여 줄 것이다.

여러분이 ROS의 기본 메커니즘에 관한 소개와 가능한 기능의 개요를 얻고 싶지만, 위키의 엄

청난 정보량에 압도되었다면 이 책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ROS의 기본 메커니즘과 

도구들, 그리고 제작하고 적용할 수 있는 완전한 시스템에 관한 실제 사례들을 소개할 것이다.

누가 이 책을 읽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 책을 읽는 데 누군가를 배제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책은 모든 사람을 위한 올바른 

자원은 아마도 아닐 것이다. 우리는 사용하게 될 로봇에 관해 어느 정도의 암묵적인 가정을 

하였다. 로봇은 리눅스를 구동하고 (적어도 랩톱 컴퓨터와 같은) 상당한 계산 자원을 한다. 로봇

은 마이크로소프트 키넥트와 같은 고급 센서를 가진다. 로봇은 지상 기반으로 동작하며, 세

상을 돌아다닐 수 있다. 로봇이 적어도 이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 기초적인 메커니즘과 도구에 

관한 내용은 그렇더라도, 이 책의 사례들은 여러분과 직접 관련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책은 주로 ROS에 관한 것이지 로봇공학에 관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로봇공학에 

관해 어느 정도는 배울 수 있겠지만, 이 책은 ROS의 수많은 알고리즘에 관해 아주 깊이 들어

가지는 않는다. 로봇공학에 관한 폭넓은 입문서를 찾는다면 이 책은 찾는 책이 아니다.

이 책에서 배우는 것들
이 책은 ROS로 로봇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에 관한 폭넓은 입문서다. 우리는 ROS의 핵심을 구

성하는 기본 메커니즘과 도구들의 중요한 부분들을 소개하고, 로봇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 메커니즘과 도구의 사용법을 보여 줄 것이다. 로봇으로 흥미로운 일들을 하기 위

해 어떻게 ROS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실제 사례를 보여 주고, 자신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이 사례들을 제작하는 방법에 관해 조언해 줄 것이다.

기술적인 내용 외에 위키와 Q&A 포럼과 같은 더욱 큰 ROS 생태계를 항해하는 방법과 여러

분의 코드와 새롭게 찾은 지식을 전 세계의 다른 로봇공학자들과 공유하며 글로벌한 ROS 커

뮤니티의 일원이 되는 방법을 보여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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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사항들
이 책의 내용을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다. 먼저, ROS는 소프트웨어 프

레임워크이므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적절하게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ROS에

서는 다양한 언어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지만, 이 책에서는 파이썬을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이 

파이썬에 관해 모르면 이 책의 수많은 코드가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다행히 파이썬은 배우기 

쉬운 언어다! 파이썬 공식 웹사이트인 http://python.org부터 시작해서 파이썬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훌륭한 서적들과 무료 웹사이트가 있다.

ROS는 우분투 리눅스 환경에서 가장 잘 동작하며, 리눅스에 대한 사전 경험이 ROS 학습을 

더 쉽게 할 것이다. 진행하면서 리눅스의 중요 부분들을 소개하겠지만, 파일 시스템, bash 명

령 셸, 그리고 적어도 한 가지 문서 편집기에 관해 기본적으로 이해한다면 ROS에 제한된 내

용에 더욱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로봇공학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는 ROS를 배우는 데 엄밀히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는 도움이 될 것이다. 좌표 변환과 기구학 사슬과 같이 로봇공학에 쓰이는 기초적인 수학에 

관해 아는 것은 우리가 설명하는 ROS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지만, 여러분은 기본 지식을 더 채우기 위해 관련 로봇공학 책들을 

더 보고 싶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의 표기 규칙
이 책에서는 아래의 인쇄 표기법에 따른 규칙이 쓰였다.

고딕체

새로운 용어, URL, 이메일 주소, 파일 이름, 파일 확장자 등을 가리킨다.

고정폭 서체(constant width)

코드 인용 및 본문 내에서의 프로그래밍 요소들 – 변수나 함수명, 데이터베이스, 자료형, 환

경 변수나 프로그램 문장 및 키워드에 쓰인다.

고정폭 볼드체(constant width bold)

사용자(user)가 직접 타이핑해야 하는 명령어나 문자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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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폭 이탤릭체 (constant width italic)

사용자가 입력해야 하는 값이나 경우에 따라 알맞은 값으로 교체되어야 할 부분을 표시 

한다.

이 아이콘은 비결이나 제안을 표시한다.

이 아이콘은 일반적인 주석을 의미한다.

이 아이콘은 경고나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표지에 대하여
ROS를 사용하는 로봇 프로그래밍의 표지에 있는 동물은 살림알리과일박쥐(학명 Latidens 

salimalii)이다. 유명한 인도 조류학자인 살림 알리(Salim Ali)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처음 발

견되어 짧은코과일박쥐로 오인된 이후로 60년 이상 별로 알려진 바 없는 희귀한 종이다. 인

도 반도의 남쪽 끝 열대 우림에 국한되어 아라비아 해를 따라 있는 서고츠 산맥 부근에 서식

하는 이 박쥐는 세계에서 가장 생물이 다양하기로 인정받은 지역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 중 

하나다.

과일박쥐가 속한 큰박쥐 아목의 박쥐는 곤충을 먹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 박쥐는 꽃의 꿀을 

들이마시거나 특별히 적응된 이빨을 사용하여 과일을 물고 과일 즙만을 마신다. 과일박쥐의 

꽃에 대한 상호 작용은 결과적으로 박쥐 수분으로 알려진 상호 이익 관계를 형성하여, 꽃이 

한 꽃에서 다른 꽃으로 꽃가루를 이동하는 것을 초식 박쥐에 의존한다. 큰박쥐의 과일 섭취

(살림알리과일박쥐의 경우에는 주로 무화과 또는 멀구슬나무의 과일)는 또한 씨를 퍼뜨리는 일을 한다.

명확하지 않은 메커니즘에 의해 과일박쥐의 초식 습성은 메가카이롭테라(Megachiroptera) 아목

의 거의 모든 박쥐가 가지고 있는 반향 정위 사용 능력을 잃어버렸다. 몇몇 연구에 의하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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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 박쥐(비행 활동이 반향 정위를 하는 잠수함 핑(ping)과 같이 동작하는 발성을 박쥐가 생리적

으로 준비하는 것처럼 보인다)가 이룬 경제적인 에너지 사용은 보다 영양분이 많은 음식을 먹

고 일반적으로 보다 큰 과일박쥐에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난 25년간 살림알리과일박쥐는 ‘희귀종’에서 ‘심각한 멸종 위기종’으로, 그리고 다시 좀 더 낙

관적인 ‘멸종 위기종’으로 상태가 변해 왔다. 연구에 의하면 이전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집

단과 다양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박쥐의 보금자리가 있는 토지의 개인 소유주는 해충이나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짓 소문 때문에 박쥐가 사냥당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주요 서식지를 잠식하고 단편화하는 것을 계속하는 한 살림알리과일박쥐의 존속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다.

오라일리 표지에 나오는 많은 동물은 위험에 처해 있으며, 그들 모두는 이 세상에 중요하다.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animals.oreilly.com을 방문하기 바란다.

표지 그림은 카셀(Cassell)의 《자연사(Natural History)》에 나온다.

감사의 글
가장 먼저 오라일리의 편집자들인 마이크 루키데스(Mike Loukides), 멕 블란쳇(Meg Blanchette), 

돈 샤나펠트(Dawn Schanafelt)에게 감사하고 싶다. 그들 모두는 우리가 함께 이 책을 작업할 때 

놀라운 인내심과 특별한 자제력을 보여 주었다. 또한, 이 책의 초고에 관해 우리에게 피드백

해 준 모든 이, 특히 안드레아스 빌마이어(Andreas Bihlmaier), 존 보렌(Jon Bohren), 잭 도츠(Zach 

Dodds), 캣 스콧(Kat Scott)에게 감사하고 싶다. 그들의 코멘트와 제안으로 더 좋은 책이 되었다.

또한, ROS가 로봇상에서 올바른 일을 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해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한

다. 마이크 퍼거슨(Mike Ferguson)은 페치(Fetch) 사례를 도와주었다. 오픈 소스 로보틱스 협회

(OSRF)의 스티브 피터스(Steve Peters), 네이트 쾨닉(Nate Koenig), 존 수(John Hsu)는 곤란한 가제

보(Gazebo) 시뮬레이션 질문에도 대답해 주었다. (둘 다 OSRF인) 윌리엄 우드올(William Woodall)

과 툴리 푸트(Tully Foote)는 수많은 일반적인 ROS 해킹 질문을 처리해 주었다. 이 책이 출판되

기 몇 분 전에 코드 버그를 잡아 준 딜런 존스(Dylan Jones)에게도 감사한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ROS 커뮤니티의 모든 저자, 관리자, 사용자들에게 감사하고 싶다. 그들

이 없었다면 ROS는 지금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며, 우리가 이 서문을 쓰지도 못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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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운영체제(ROS, Robot Operating System)는 로봇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다. 

이것은 각양각색의 로봇 플랫폼에서 복잡하고 강건(robust)한 로봇 행동을 만들어 내는 작업을 

단순화시키는 목적의 도구, 라이브러리, 그리고 규약들을 모은 것이다.

로봇 운영체제가 필요한 이유는 진정으로 신뢰성 있는 범용 로봇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사람에게는 사소하게 보이는 수많은 문제가 로봇 관점에서는 사실상 작업과 

환경에서 거친 변화로 다가올 수 있다.

사무보조 로봇에게 스테이플러를 가져오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간단한 ‘물건 가져오기’ 작업을 

생각해 보자. 먼저, 로봇은 음성 또는 웹 인터페이스, 이메일, 심지어 SMS와 같은 방식을 통

해서 오는 요청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 다음, 로봇은 물건 탐색을 처리하기 위해 특정 계획자

를 시작해야 하고, 아마도 엘리베이터와 문을 포함하여 빌딩 내 여러 방을 이동해야 할 것이

다. 일단 어떤 방에 도착하면 로봇은 비슷한 크기의 물체들로 (손에 쥐는 물건들은 크기가 거의 비

슷하다) 어지럽혀져 있는 책상을 탐색하고 스테이플러를 찾아야 한다. 그러고서 로봇은 단계를 

역추적하여 스테이플러를 원하는 장소에 배달해야 한다. 이런 각각의 하위 문제는 많은 복잡

한 요소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비교적 쉬운 작업이다.

복잡한 작업과 환경에서 실세계의 변화에 대처하는 것은 몹시 어려워서 하나의 개인, 실험실 

혹은 기관에서 밑바닥부터 완전한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다. 그 결과로 ROS는 밑바닥부터 협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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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적인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을 장려하도록 만들어졌다. 이를테면, ‘스테이플러 가져오기’ 문

제에서 한 조직은 실내 환경 매핑에 관한 전문가들이 있고, 이들은 복잡하지만 사용하기는 쉬

운 실내 지도 제작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그룹은 지도를 사용하여 실내 환경을 

강건하게 주행하는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그룹은 어지럽혀진 작은 

물체를 인식하는 데 잘 동작하는 특별한 컴퓨터 비전 접근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ROS는 

이런 종류의 대규모 협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수많은 특징을 포함한다.

간략한 발자취
ROS는 개척자와 참여자가 많은 큰 프로젝트다. 로봇공학 연구 커뮤니티의 수많은 사람들

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협력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느꼈다. STAIR(STandford AI Robot)와 

PR(Personal Robots) 프로그램처럼 통합적이고 내재된 AI를 포함해서, 2000년대 중반 스탠퍼드 

대학교의 많은 프로젝트는 이 책에서 소개되는 유연하고 동적인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가지는 

실내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 2007년에 스탠퍼드 대학교 근처의 로봇공학 인큐베이터인 윌로

우 거라지(Willow Garage Inc.)는 이러한 개념을 훨씬 더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을 제공하

고 잘 테스트된 제품을 구현하였다. 그러한 노력은 수많은 연구자가 ROS의 핵심과 기본 소프

트웨어 패키지에 그들의 시간과 전문적인 기술을 쏟아붓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 소프트웨어는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BSD 오픈 소스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오픈 소스로 개발되었고, 

점차 로봇공학 연구 커뮤니티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ROS는 처음부터 여러 기관의 다양한 로봇을 위해 개발되어 왔다. 모든 참여자가 하나의 서버

에 코드를 두는 것이 훨씬 쉬워 보였으므로 처음에는 여러 서버에 코드를 분산하는 것이 어려

워 보였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수년이 지나면서 이것은 ROS 생태계의 큰 강점 중 하나가 

되었다. 모든 그룹은 자신의 서버에 자신의 ROS 코드 저장소로 시작할 수 있고, 소유권과 통

제권을 완전히 유지할 수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허가가 필요 없다. 그들이 자신의 저장소

를 공개하려 한다면 모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처럼 특정한 기술적 피드백과 개선

으로부터 오는 혜택과 그들이 이룬 성취에 대한 명성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ROS 생태계는 이제 전 세계 수만 명의 사용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단한 취미 프로젝트부터 

대규모 산업용 자동화 시스템에 이르는 영역까지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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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철학
모든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는 참여자들에게 표현 방식과 공통된 절차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개발 철학을 부여한다. 넓게 말하면, ROS는 여러 가지 핵심적인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유닉스 철학을 따른다. 이는 유닉스 경험을 가진 개발자들에게는 ROS가 ‘자연스럽게’ 

느껴지겠지만, 윈도우나 맥 OS X의 그래픽 개발 환경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처음에 다

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다음 문단들은 ROS의 몇몇 철학적인 측면을 설명한다.

P2P(Peer-to-Peer)

ROS 시스템은 서로 연결되어 지속해서 메시지를 교환하는 수많은 작은 컴퓨터 프로그램

으로 구성된다. 이들 메시지는 한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직접 전달되며, 중앙 

라우팅 서비스가 없다. 이것이 기초적인 ‘공사’를 더 복잡하게 만들지만, 그 결과는 데이터

의 양이 증가할수록 더 잘 확장되는 시스템이 된다.

도구 기반

유닉스의 견고한 구조가 보여 주듯이 수많은 일반적인 소형 프로그램들로부터 복잡한 소

프트웨어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 많은 다른 로봇공학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와는 다

르게, ROS는 표준적인 통합 개발 및 실행 환경이 없다. 소스 코드 트리를 탐색하고, 시스

템의 상호 연결을 시각화하고, 데이터 스트림을 그래프로 그리고, 문서를 생성하고, 데이

터를 로깅하는 등의 일들이 모두 별도의 프로그램들로 수행된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특

정한 작업 영역에 더욱 적합한 구현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우면서도 개선된 도구

의 창안을 촉진한다. ROS의 최근 버전은 이런 수많은 도구가 효율성을 위해 단일 프로세

스들로 구성되거나 운영자 또는 디버깅을 위해 응집된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원칙은 같다. 개별적인 도구 자체는 비교적 작고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다중언어성

많은 소프트웨어 작업이 파이썬이나 루비와 같은 ‘높은 생산성’의 스크립트 언어로 완성

하기가 더 쉽다. 하지만 성능 요구 사항이 C++와 같이 더 빠른 언어를 사용해야만 할 때

가 있다. 또한, 다양한 이유로 일부 프로그래머들은 리스프(Lisp)나 매트랩(MATLAB)과 같

은 언어를 선호한다. 특정한 작업에 가장 적합한 언어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끊임없이 이메

일 논쟁이 일어났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으며, 틀림없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이

런 모든 의견에는 장점이 있으며, 언어들은 다른 환경에서 다른 쓰임새를 가지고, 각 프

로그래머의 고유한 배경은 언어를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ROS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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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언어적인 접근 방식을 선택하였다. ROS 소프트웨어 모듈은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client 

library)가 요구하는 어떤 언어로든 작성될 수 있다. 책을 쓰는 시점에는 C++, 파이썬, 리스

프, 자바, 자바스크립트, 매트랩, 루비, 하스켈, R, 줄리아 등을 위한 클라이언트 라이브러

리가 존재한다. ROS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는 메시지가 네트워크로 전송되기 전에 어떻게 

‘나열(flatten)’되거나 ‘직렬화(serialized)’되는지 설명하는 관례에 따라 서로 통신한다. 코드 예

제의 공간을 절약하고 사용하기 쉽도록 이 책에서는 대부분 파이썬 클라이언트 라이브러

리를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 설명한 작업은 다른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로도 구

현할 수 있다.

가벼움

ROS의 관례는 참여자들이 독립적인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다른 ROS 모듈로 메시지를 주

고받을 수 있게 이들 라이브러리를 감싸도록 한다. 이런 추가적인 계층의 목적은 다른 애

플리케이션이 ROS 바깥에서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하게 하는 것이고, 보통의 지속적인 통

합(CI, Continuous Integration) 도구를 사용하여 자동화된 테스트를 쉽게 생성하도록 한다.

무료 및 오픈 소스

ROS의 핵심 부분은 상업적이거나 비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대한 BSD 라이선스 

아래에서 배포되었다. ROS는 프로세스 간 통신(IPC, Interprocess Communication)을 사용하

여 모듈 간에 데이터를 전달하며, 이것은 ROS를 사용하여 구축된 시스템은 다양한 구성 

요소의 세밀한 라이선스 정책을 가질 수 있음을 뜻한다. 예를 들면, 상업적인 시스템은 수

많은 오픈 소스 모듈과 통신하는 여러 개의 비오픈 소스 모듈을 가진다. 학술적이거나 취

미로 하는 프로젝트는 종종 완전히 오픈 소스다. 상업적인 제품 개발은 종종 완전하게 방

화벽 뒤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모든 사용 사례는 ROS 라이선스 아래에서 일반적이고 완전

히 합법적이다.

설치
ROS가 다양한 시스템에서 작동하도록 만들어졌지만, 이 책에서는 대중적이고 비교적 사용자 

친화적인 리눅스 배포판인 우분투 리눅스를 사용할 것이다. 우분투는 컴퓨터가 미리 설치된 

운영체제(윈도우 또는 맥 OS X)와 우분투 사이에서 듀얼 부팅하도록 해주는, 사용하기 쉬운 인

스톨러를 제공한다. 말하자면 우분투를 설치하기 전에 컴퓨터를 백업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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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드라이브가 완전히 지워질 수 있다.

리눅스를 윈도우 또는 맥 OS X과 같은 호스트 운영체제와 동시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Virtualbox와 VMWare 같은 가상화 환경이 존재하지만, 이 책에서 사용한 시뮬레이터는 연산

과 그래픽 처리가 많으므로 가상 환경에서는 너무 느리게 동작할 수 있다. 따라서 우분투 웹

사이트의 설명서를 따라서 우분투 리눅스를 기본 상태에서 실행하기를 추천한다.

우분투 리눅스는 http://ubuntu.com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

은 ROS가 우분투 Trusty Tahr로 알려진 우분투 14.04 LTS에서 실행되고, ROS 인디고(indigo) 

배포판을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ROS 설치 단계에서는 조심스럽게 타이핑해야 하는 몇몇 셸(shell) 명령어가 필요하다. 이것들은 

다음 블록으로부터 손으로 복사하거나(첫 번째 명령어는 페이지 끝에 맞추기 위해 여러 줄에 걸쳐 있

음을 주의하자. 이것을 역슬래시 없이 한 줄에 입력해도 된다), ROS 위키로부터 ‘복사/붙여넣기’를 해

도 된다. 그 다음 명령어들은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소스 목록에 ros.org를 추가하고, ROS 패

키지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하고, 환경변수와 ROS 빌드 도구들을 설정한다.

user@hostname$ sudo sh -c \
 'echo "deb http://packages.ros.org/ros/ubuntu trusty main" > \
 /etc/apt/sources.list.d/ros-latest.list'
user@hostname$ wget http://packages.ros.org/ros.key -O - | sudo apt-key add -
user@hostname$ sudo apt-get update
user@hostname$ sudo apt-get install ros-indigo-desktop-full python-rosinstall
user@hostname$ sudo rosdep init
user@hostname$ rosdep update
user@hostname$ echo "source /opt/ros/indigo/setup.bash" >> ~/.bashrc
user@hostname$ source ~/.bashrc

이것들은 괴상한 셸 명령어들처럼 보인다! 몇 가지는 사실 조금 이상하지만 나머지는 우분투 

시스템에서 ROS와 다른 대규모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사용할 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다. 특히, apt-get 명령은 우분투 리눅스 배포판에서 보통 사용하는 명령어이며, 이 책에서 소

프트웨어 패키지를 추가로 설치할 때 자주 사용할 것이다. 이 명령어는 명령행(command line)에

서 요청하는 특정 소프트웨어 패키지(들)뿐만 아니라 모든 의존 패키지를 같이 설치한다. 우분

투 패키지 파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그래픽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싶다면 synaptic을 설

치하면 된다. 물론, 명령행에서 다음과 같이 실행하면 될 것이다.



CHAPTER 1 서론8

user@hostname$ sudo apt-get install synaptic

설치 순서의 마지막 두 줄은 ROS 환경설정 스크립트인 setup.bash를 이 시스템의 현재 및 추

후 실행될 셸에 추가한다. 이것은 뒤에서 설명하는 많은 명령행 도구처럼 ROS가 제공하는 명

령어와 셸 스크립트를 이 시스템에서 셸 인터프리터가 접근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두 줄이 없으면 사용자는 각각의 명령 셸을 열 때마다 source 명령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opt/ros/indigo/setup.bash를 실행해야 한다. ROS의 setup.bash 파일을 사용자의 ~/.bashrc에 

추가함으로써 이 단계가 추후 실행될 모든 명령 셸에 자동으로 적용됨을 보장한다.

이 책에서는 ‘POSIX 프로세스’, ‘POSIX 환경변수’ 등과 같은 다양한 운영체제 특징을 ‘POSIX’

로 표현할 것이다. 이것은 ROS의 많은 부분이 리눅스 또는 맥 OS X과 같은 POSIX 호환 시스

템 간에 이식성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음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그런 까닭에 이 책에서는 우

분투 리눅스에 특별히 초점을 맞출 것이다. 왜냐하면 우분투는 데스크톱에서 인기 있는 리눅

스 배포판이고, ROS 빌드 저장소는 우분투에 설치하기 쉬운 바이너리 패키지들을 만들기 때

문이다.

요약
이 장에서는 ROS를 이끄는 철학적인 사상과 대략적인 개요를 설명하였다. ROS는 로봇공학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다. 소프트웨어는 메시지를 서로 빠르게 전달하는 수

많은 작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런 패러다임은 특정 로봇과 그것을 만든 환경에서 벗어

나 다른 곳에서 로봇공학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되었다. 사실상 이런 느

슨하게 연결된 구조는 다양한 종류의 로봇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파이프라인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모듈을 만들 수 있게 하여 세계 곳곳의 로봇공학 커뮤니티에서 코드를 공유하

고 재사용하기 쉽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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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로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잠시 프레임워크에 내재하는 핵심 개념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ROS 시스템은 서로 간에 계속 통신하는 수많은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번 장에

서는 이러한 구조를 알아보고 이와 상호 작용하는 명령행 도구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ROS

가 사용하는 명명 기법과 이름공간(namespace),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코드 재사용을 

도모하는 데 사용되는지에 관해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ROS 그래프
ROS 설계의 동기가 된 초기의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물건 가져오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몇 대의 카메라와 레이저 스캐너, 로봇 팔(manipulator arm), 바퀴 몸체를 가진 비교적 크고 복

잡한 로봇을 상상해 보자. ‘물건 가져오기’ 문제에서 로봇이 해야 할 일은 가정 또는 사무실 

환경에서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찾고, 원하는 위치로 배달하는 것이다. 수많은 로봇 작업처럼 

이 임무는 로봇공학 소프트웨어 응용들에 대한 관찰로 이어졌고, ROS의 몇몇 설계 목표가 

되었다.

• 응용 작업은 주행, 컴퓨터 비전, 물체 잡기 등의 수많은 독립적인 서브시스템들로 분해

할 수 있다.

• 이들 서브시스템은 방범 순찰, 청소, 택배 배달과 같은 다른 작업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2
준비 사항

C H A P T 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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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하드웨어와 기하 추상 계층을 사용하여 대다수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대다수 로

봇에서 실행할 수 있다.

이런 목표들은 ROS 시스템의 기본 표현인 그래프로 그릴 수 있다. ROS 시스템은 동시에 실행

되면서 서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많은 다른 프로그램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프로그램과 메시

지를 나타내려면 수학적인 그래프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프로그램은 그래프의 노드(node)

이며 서로 통신하는 프로그램은 연결선(edge)으로 연결된다. 그림 2-1의 ROS 그래프 예시는 

ROS를 사용하는 ‘물건 가져오기’ 응용의 초기 구현 중 하나를 보여 준다. 그래프에서 세부적

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 ROS 시스템의 일반적인 개념이 단지 서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노드들

의 묶음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어떠한 ROS 시스템도 크든 작든 상관없이 이런 식으

로 나타낼 수 있다. 사실, 이런 표현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아주 유용하므로 각 프로그램이 더

욱 큰 시스템의 일부분임을 개발자가 알 수 있도록 ROS 프로그램을 노드로 간주한다.

laser_lms200 (3)
local_planner (3)

joynav (3)

navgui (1)

localize (3)

segway (3)

movecom_mux (3)

dead reckon (3)

ptz_searcher (1)

bumblebee (2)

katana37 (2)

find_grasp_point (1)

pathdrive (3)

voronoi (1)
fetch_item_director (1)

sphinx_transcribe (1)

tts_festival (3)

piz_camera (2)

obj_classifier (1)

audio_mic (1)

map (1)

그림 2-1 물건 가져오기 로봇의 ROS 그래프 — 그래프의 노드는 각 프로그램을 나타낸다. 연결선은 센서 데

이터, 액추에이터(actuator) 명령, 계획자(planner) 상태, 중간 표현 등을 전송하는 메시지 스트림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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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하면 ROS 그래프 노드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수신하는 소프트웨어 모듈을 나타내고, 

ROS 그래프 연결선은 두 노드 사이의 메시지 흐름을 나타낸다. 더 복잡할 수도 있지만, 일반

적으로 노드는 POSIX 프로세스이고, 연결선은 TCP 연결이다. 이것은 추가적인 고장 허용성

을 제공한다. 소프트웨어 충돌은 보통 자신의 프로세스만 종료시킨다. 그래프의 나머지는 그

대로 유지되며, 메시지를 전달하고 정상적으로 동작할 것이다. 노드로 들어오는 메시지를 로

깅하고, 디버거 안에서 간단하게 다시 재생시킴으로써 충돌이 발생하는 환경을 대개 재현할 

수 있다.

하지만 아마도 느슨하게 결합한 그래프 기반 구조의 가장 큰 이점은 실험에서 요구되는 소프

트웨어 ‘글루(glue)’가 없거나 거의 없이 복잡한 시스템을 빨리 제작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다. ‘물건 가져오기’ 시스템의 객체 인식 노드와 같은 단일 노드들은 영상을 받아들이고 (토픽 

등의) 이름 붙여진 객체를 출력하는 완전히 다른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시작하여 쉽게 교체될 

수 있다. 단일 노드가 교체될 뿐만 아니라 그래프(서브그래프)의 전체 덩어리가 쪼개지고 다른 

서브그래프로 실행 시간에 대체될 수 있다. 실제 로봇 하드웨어 구동기는 시뮬레이터로 대체

되고, 주행 서브시스템도 교체되고, 알고리즘은 조정되고 다시 컴파일되는 것 등이 가능하다. 

ROS는 모든 필요한 네트워크 백엔드를 실행 도중에 만들므로 전체 시스템은 상호 작용적이

고 실험적인 개발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지금까지 노드가 어떻게든 서로 찾을 수 있다고 가정했지만, 그러한 과정이 어떻게 동작하는

지는 살펴보지 않았다. 분주한 네트워크에서 오가는 트래픽들 중에 노드들은 어떻게 서로 찾

아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roscore라는 프로그램에 있다.

roscore
roscore는 노드들에게 연결 정보를 제공하여 서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다. 모든 노드는 시작할 때 roscore로 연결해서 발행(publish)하거나 구독(subscribe)하길 원하

는 메시지 스트림(stream)의 세부 사항을 등록한다. roscore는 새로운 노드가 나타날 때 같은 

메시지 토픽을 발행하고 구독하는 노드와 함께 P2P 연결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한다. roscore 없이는 노드가 다른 노드를 찾을 수 없으며, 모든 ROS 시스템에서 실행 중인 

roscore가 필요하다.

하지만 ROS의 핵심은 노드 간 메시지가 P2P로 전송된다는 점이다. roscore는 오직 노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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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노드가 있는 곳을 알려 주기 위해서만 사용된다. 이것은 다소 미묘하여 웹 브라우저가 

웹 서버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역할이 분명한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에 

익숙한 웹 기반의 배경을 가진 프로그래머에게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ROS 구조는 전통적

인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과 완전 분산 시스템 사이의 절충인데, 이는 P2P 메시지 스트림에 

대한 이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집중적인 roscore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ROS 노드는 시작할 때 ROS_MASTER_URI라는 환경변수를 찾기 시작한다. 이 변수는 http://

hostname:11311과 같은 형식의 문자열을 가질 것이다. 이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 가

능한 hostname이라는 호스트상에서 11311 포트로 접근할 수 있는 roscore 실행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11311 포트는 2007년 쯤 ROS 초창기에 다른 유명 애플리케이션들이 사용하지 않는 회문 

소수(palindrome prime)여서 roscore의 기본 포트로 선택되었다. 특별한 중요성은 없으므

로 대신 다른 사용자 공간 포트 번호(1025-65535)를 사용해도 된다. 단일 네트워크상에서 

여러 개의 ROS 시스템이 공존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포트들을 roscore 시작 명령과 

ROS_MASTER_URI 환경변수에 지정할 수도 있다.

네트워크 상에서 roscore의 위치를 알면 노드는 시작 시에 roscore에 등록한 후 다른 노드

와 데이터 스트림을 찾기 위해 이름을 사용하여 질의한다. 각 ROS 노드는 roscore에게 제공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와 구독하고 싶은 것들에 관해 알려 준다. 그러면 roscore는 관련된 

메시지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주소를 제공한다. 그래프 형식으로 바라보면 그래프의 모든 노드

는 주기적으로 상대 노드를 찾기 위해 roscore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호출한다. 이것은 그림 

2-2에서 점선으로 나타나며, 이 최소한의 2-노드 시스템에서 talker와 listener 노드는 P2P 

메시지를 직접 교환하는 동안 roscore에게 주기적으로 연결한다.

roscore

talker listener

그림 2-2 roscore는 시스템의 다른 노드에게 짧은 시간 동안 연결된다

또한, roscore는 매개변수 서버(parameter server)를 제공하는데, 이는 ROS 노드가 환경을 설정

하는 데 많이 사용한다. 매개변수 서버는 노드가 로봇의 세부 사항, 알고리즘에 대한 매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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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등과 같은 임의의 자료 구조를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게 한다. ROS 내의 모두가 그렇듯이 

매개변수 서버와 연동하는 rosparam이라는 간단한 명령행 도구가 있으며, 앞으로 이 책을 통

해 사용할 것이다.

곧이어 roscore를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예를 살펴볼 것이다. 지금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roscore는 노드가 다른 노드들을 탐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이다. 노드를 실행하기 

전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사실은 ROS가 어떻게 패키지를 구성하는지와 캣킨(catkin)이라는 

ROS 빌드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캣킨, 작업 공간 및 ROS 패키지
캣킨은 ROS가 실행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스크립트 및 다른 코드가 사용할 인터페이스를 생

성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 집합인 ROS 빌드 시스템이다. ROS 코드를 작성할 때 C++를 사용

한다면 캣킨에 관해 많이 알아야만 한다. 이 책의 예제에서는 파이썬을 사용할 것이므로 자세

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약간은 상호 작용을 하므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이야기

할 것이다. 더 알고 싶으면 캣킨 위키 페이지1를 찾아보기 바란다. ROS가 자신만의 빌드 시스

템을 왜 가지는지 알고 싶다면, 캣킨 개념을 소개한 위키 페이지2에 좋은 글이 있다.

캣킨

캣킨은 CMake 매크로들과 일반적인 CMake 작업 흐름(workflow)에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전용 파이썬 스크립트로 구성된다. CMake는 널리 사용되는 오픈 소스 빌드 시스템이다. 

캣킨의 미세한 부분까지 터득하려면 CMake에 관해 조금 알아 두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일상적

으로 캣킨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CMakeLists.txt와 package.xml 두 파일에 관해서만 알면 된다. 

작업이 올바르게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두 파일에 일부 특정 정보를 추가할 필요가 있

다. 그런 후에 로봇용 코드를 작성할 때 필요한 디렉터리와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캣킨 도구를 호출한다. 이런 도구들은 이 책을 통해 필요할 때 소개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

들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작업 공간(workspace)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1 옮긴이  http://wiki.ros.org/catkin?distro=indigo

2 옮긴이  http://wiki.ros.org/catkin/conceptual_overview?distro=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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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공간

ROS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코드를 놓아둘 작업 공간을 설정해야 한다. 작업 공간은 단지 관

련된 ROS 코드들이 있는 디렉터리의 집합이다. 여러 개의 ROS 작업 공간을 가질 수 있지만, 

오직 한 번에 하나의 작업 공간에서만 작업할 수 있다. 이를 쉽게 정리하자면 현재 작업 공간

에 있는 코드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6페이지의 ‘설치’에서 설명한 것처럼 시스템 범위의 ROS 설정(/opt/ros/indigo/setup.bash)을 

.bashrc 파일에 실행되도록 추가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만약 아직 하지 않았으면 즉시 추

가하거나 직접 source 명령으로 파일을 실행한다.

user@hostname$ source /opt/ros/indigo/setup.bash

이제 캣킨 작업 공간을 만들고 초기화한다.

user@hostname$ mkdir -p ~/catkin_ws/src
user@hostname$ cd ~/catkin_ws/src
user@hostname$ catkin_init_workspace

이 명령은 catkin_ws라는 작업 공간 디렉터리와 그 안에 코드를 위한 src 디렉터리도 함께 생

성한다. catkin_init_workspace 명령은 명령을 호출한 src 디렉터리 안에 CMakeLists.txt 파

일을 생성한다.3 다음은 몇몇 다른 작업 공간 파일을 생성할 것이다.

user@hostname$ cd ~/catkin_ws
user@hostname$ catkin_make

catkin_make를 실행하면 빌드하면서 많은 출력물을 만들어 낼 것이다. 모두 끝나면 두 개의 

새로운 디렉터리 build와 devel을 생성할 것이다. build는 C++를 사용하면 라이브러리와 실행 

프로그램과 같은 캣킨 작업 결과 중 일부를 저장하는 곳이다. 파이썬을 사용할 때는 많이 필

요 없으므로 build를 대부분 무시한다. devel은 수많은 파일과 디렉터리를 가지는데, 가장 중

요한 것은 환경설정 파일이다. 이것을 실행하면 시스템이 현재 작업 공간과 그 안에 포함된 코

드를 사용하도록 설정한다. 기본 명령행 셸(bash)을 사용하고, 작업 공간의 최상위 디렉터리 

3 사실 시스템 범위의 CMakeLists.txt 파일에 대한 심벌릭 링크(symbolic link)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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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kin_ws)에 있으면 다음처럼 실행하면 된다.4

user@hostname$ source devel/setup.bash

방금 첫 번째 ROS 작업 공간을 만들었음을 축하한다. 이 책의 모든 코드와 그것을 기반으로 

추가적으로 작성한 코드를 이 작업 공간 안 ROS 패키지로 구성된 src 디렉터리에 두어야 한다.

새로운 셸(또는 리눅스 터미널)을 열면 작업하고 싶은 작업 공간에 대한 setup.bash 파일을 

source 명령으로 실행해야 한다. 이것을 수행하지 않으면 셸은 개발자의 코드를 어디에

서 찾을지 알지 못하게 된다. 이 작업은 잊기 쉬우므로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것을 해결하

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의 작업 공간만 가진다면 .bashrc 파일에 source ~/catkin_ws/

devel/setup.bash 명령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셸을 열 때 자동으로 

작업 공간을 설정할 것이다.

ROS 패키지

ROS 소프트웨어는 코드, 데이터와 문서가 조합되어 있는 패키지로 구성된다.5 ROS 생태계에

는 공개 저장소에 저장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천 가지 패키지가 있으며, 더 많은 수천 

가지 패키지는 비공개 상태로 존재한다.

패키지들은 작업 공간 내부의 src 디렉터리에 둔다. 각 패키지 디렉터리는 CMakeLists.txt 파일

과 패키지 내용과 캣킨이 어떻게 연동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package.xml 파일을 포함해

야 한다. 새로운 패키지를 생성하는 작업은 간단하다.6

4 옮긴이  /opt/ros/indigo/setup.bash와 함께 ~/catkin_ws/devel/setup.bash 두 개의 환경설정 파일을 먼저 실행해야만 ROS가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5 불행하게도 우분투 소프트웨어 또한 패키지들로 구성된다. (apt-get으로 설치하는) ROS 우분투 패키지들은 개념적으로는 ROS 
패키지와 다르다. 이 책에서 ‘ROS 패키지’나 그냥 ‘패키지’는 ROS 패키지를 뜻한다. 우분투 패키지를 언급할 때는 ‘우분투 패키지’라고 

할 것이다.

6 옮긴이  3장 이후에 나오는 코드 실행을 위해서는 아래 명령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3장의 예제 실행을 위하여 패키지 이름인 my_
awesome_code를 basics로 하여 아래와 같이 패키지와 파일을 생성하고 실행하면 된다.

user@hostname$ cd ~/catkin_ws/src
user@hostname$ catkin_create_pkg basics rospy
user@hostname$ cd ~/catkin_ws/src/basics
user@hostname$ mkdir scripts && cd scripts
user@hostname$ vi topic_publiser.py
user@hostname$ vi topic_subsriber.py
user@hostname$ cd ~/catkin_ws && catkin_make
user@hostname$ rosrun basics topic_publisher.py
user@hostname$ rosrun basics topic_subscriber.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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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hostname$ cd ~/catkin_ws/src
user@hostname$ catkin_create_pkg my_awesome_code rospy

이 명령은 현재 디렉터리를 (패키지가 있는) src로 이동하고 catkin_create_pkg를 호출하여 (이미 

존재하는) rospy 패키지에 의존하는 my_awesome_code라는 새로운 패키지를 만든다. 새로운 

패키지가 다른 기존 패키지에 의존하면 명령행에서 그것들을 나열할 수 있다. 이 책 뒷부분에

서 패키지 의존성을 논의할 것이므로 아직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말기 바란다.

catkin_create_pkg 명령은 새로운 패키지(my_awesome_code)와 같은 이름의 디렉터리와 그 

안에 CmakeLists.txt 파일, package.xml 파일, src 디렉터리를 함께 생성한다. package.xml 파

일은 예제 2-1에 보이는 것처럼 새로운 패키지에 관한 메타데이터들을 포함한다.

예제 2-1  빈 패키지 파일 예제

<?xml version="1.0"?>
<package>
  <name>my_awesome_code</name>                                                                                                      ➊
  <version>0.0.0</version>                                                                                                              ➋
  <description>이것은 my_awesome_code 패키지입니다</description>                                            ➌

  <!-- maintainer(관리자) 태그가 필요하며, 여러 명이 가능하며, 태그당 한 명씩이다 -->
  <!-- 예시: -->
  <!-- <maintainer email="jane.doe@example.com">Jane Doe</maintainer> -->
  <maintainer email="user@todo.todo">user</maintainer>                                                      ➍

  <!-- license(라이선스) 태그가 필요하며, 여러 개가 가능하며, 태그당 하나씩이다 -->
  <!-- 보통 많이 사용하는 라이선스 문자열: -->
  <!-- BSD, MIT, Boost Software License, GPLv2, GPLv3, LGPLv2.1, LGPLv3 -->
  <license>TODO</license>                                                                                                                ➎

  <!-- Url 태그는 옵션이지만, 여러 개가 가능하며, 태그당 하나씩이다 -->
  <!-- 속성 형식으로 사용 가능한 옵션: website, bugtracker, 또는 repository -->
  <!-- Example: -->
  <!-- <url type="website">http://wiki.ros.org/my_awesome_code</url> -->                  ➏

  <!-- author(저자) 태그는 옵션이며, 여러 명이 가능하며, 태그당 한 명씩이다 -->
  <!-- 저자는 관리자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
  <!-- 예시: -->
  <!-- <author email="jane.doe@example.com">Jane Doe</author> -->                                ➐

  <!-- *_depend 태그는 의존 관계를 지정하는 데 사용한다 -->
  <!-- 의존 관계는 캣킨 패키지 또는 시스템 의존관계일 수 있다 -->
  <!-- 예시: -->
  <!-- 컴파일 시간에 필요한 패키지에 대해서는 build_depend를 사용한다: -->
  <!-- <build_depend>message_generation</build_dep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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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드 툴 패키지에 대해서는 buildtool_depend를 사용한다: -->
  <!-- <buildtool_depend>catkin</buildtool_depend> -->
  <!-- 실행 시간에 필요한 패키지에 대해서는 run_depend를 사용한다: -->
  <!-- <run_depend>message_runtime</run_depend> -->
  <!-- 테스트할 때만 필요한 패키지는 test_depend를 사용한다: -->
  <!-- <test_depend>gtest</test_depend> -->
  <buildtool_depend>catkin</buildtool_depend>                                                                        ➑
  <build_depend>rospy</build_depend>
  <run_depend>rospy</run_depend>

  <!-- export 태그는 다른, 지정되지 않은 태그를 포함한다 -->
  <export>                                                                                                                                              ➒
    <!-- 다른 도구는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여기에 둔다 -->

  </export>
</package>

➊  패키지 이름. 이것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➋  버전 번호.

➌  이 패키지 안에 무엇이 있으며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관한 짧은 설명.

➍  패키지를 관리하고 버그를 고치는 데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➎  코드를 배포할 때 적용하는 라이선스는 무엇인지?

➏  패키지에 관한 ROS 위키 페이지를 가리키는 URL.

➐  패키지를 쓴 사람은 누구인지? 저자당 한 개의 태그.

➑  패키지는 어떤 의존성이 있는지? 나중에 다룰 것이다.

➒  이것은 캣킨이 아닌 다른 도구가 사용하는 정보를 위한 부분이다.

CMakeLists.txt 파일은 나중에 다시 살펴볼 것이므로 여기서는 무시할 것이다. 원한다면 살펴

볼 수는 있지만, CMake에 익숙하지 않으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단 패키지를 만들었으므로 파이썬 노드를 src 디렉터리에 넣을 수 있다. 다른 파일들 역시 

패키지 디렉터리 안의 디렉터리7에 둔다. 예를 들면, 곧 논의하겠지만 시작(launch) 파일은 보통 

launch라는 디렉터리에 둔다.

7 옮긴이  파이썬 파일은 주로 scripts 디렉터리에 두며, 토픽 정의 파일, 서비스 정의 파일, 액션 정의 파일은 각각 msg, srv, action 디렉터리를 

생성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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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패키지 디렉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됐으므로 패키지로부터 노드를 실행하는 데 사

용하는 도구에 관해 말할 것이다.

rosrun
ROS는 크고 분산된 커뮤니티를 가지므로 소프트웨어도 커뮤니티 멤버들이 독립적으로 개발

한 패키지들로 구성된다. ROS 패키지의 개념은 이어지는 장들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지

만, 하나의 패키지는 함께 빌드되고 배포된 자원들의 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 패키지는 단

지 파일 시스템에서의 위치이고, ROS 노드는 일반적으로 실행 프로그램이므로 관심 있는 모

든 ROS 노드를 시작하기 위해서 파일 시스템상에서 cd 명령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디렉터리

를 변경할 수 있다.

이를테면, talker 프로그램은 rospy_tutorials라는 패키지 속에 있고, 실행 프로그램은  

/opt/ros/indigo/share/rospy_tutorials 안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노드가 거대한 디렉터리 계

층 구조 안에 깊이 묻혀 있으므로 이런 긴 경로를 추적하는 일은 큰 파일 시스템에서 피곤할 

수 있다. 이런 작업을 자동화하도록 ROS는 요청된 프로그램에 대한 패키지를 검색하고, 명령

행에 있는 매개변수를 전달하는 rosrun이라는 명령행 유틸리티를 제공한다. 형식은 다음과 

같다.

user@hostname$ rosrun PACKAGE EXECUTABLE [ARGS]

rospy_tutorials 패키지 내의 talker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파일 시스템 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먼저 터미널 에뮬레이터 창에서 roscore 인스턴스를 실행하여야 한다.

user@hostname$ roscore

그런 다음, 다른 터미널 창에서 실행한다.

user@hostname$ rosrun rospy_tutorials talker

이렇게 하면 그림 2-3의 ROS 그래프를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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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오직 하나의 노드만 있는 ROS 그래프

talker를 실행한 터미널에서는 콘솔 화면에 출력되는 일련의 타임스탬프(timestamp)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user@hostname$ rosrun rospy_tutorials talker

[INFO] [WallTime: 1439847784.336147] hello world 1439847784.34
[INFO] [WallTime: 1439847784.436334] hello world 1439847784.44
[INFO] [WallTime: 1439847784.536316] hello world 1439847784.54
[INFO] [WallTime: 1439847784.636319] hello world 1439847784.64

talker 프로그램은 콘솔에 ‘Hello, world!’를 출력하는 고전적인 첫 번째 프로그램의 ROS 버

전이다.8 ROS의 경우에는 단일 문장 대신에 메시지 스트림을 처리하므로 talker는 초당 10회

의 ‘hello world’ 메시지 스트림을 보내고, 유닉스 타임스탬프를 덧붙여서 메시지가 시간에 따

라 바뀐다는 것을 알기 쉽게 한다. talker는 ROS를 통해 청취하고 있는 모든 노드로 메시지

를 보낼 뿐만 아니라 콘솔로도 이들 메시지를 출력한다.

이것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하다. 유닉스에서 모든 프로그램은 ‘표준 출

력’, 즉 stdout이라는 스트림을 가진다. 대화형 터미널이 ‘Hello, world!’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부모 터미널 프로그램은 stdout 스트림을 받아서 터미널 에뮬레이터 창에 텍스트를 그린다. 

ROS에서는 이런 개념이 확장되어 프로그램들은 임의의 수의 스트림을 가질 수 있으며, 스트

림은 네트워크 어딘가에 있는 기계에서 동작하는 임의의 수의 다른 프로그램에 연결될 수 있

다. 이때 프로그램은 언제라도 시작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

따라서 ROS에서 최소의 ‘Hello, world!’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개의 노드가 필요하며, 

한 노드는 다른 노드로 문자열 메시지 스트림을 전송하게 된다. 이미 보았듯이 talker는 텍

스트 메시지 ‘hello world’를 주기적으로 보낼 것이다. 동시에 listener 노드를 실행하여, 새로

운 메시지를 기다리고 도착했을 때 콘솔로 출력할 것이다. 이들 두 프로그램이 같은 roscore

8 옮긴이  이는 Kernighan과 Ritchie의 C언어 교재에 나오는 첫 번째 프로그램이 ‘Hello, world!’를 출력한 데서 유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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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신을 (토픽을 사용하여) 광고할 때마다 등 ROS는 그림 2-4처럼 연결할 것이다. 그림 2-4와 

앞으로의 모든 ROS 그래프 그림에서는 그래프에서 roscore를 뺄 것이라는 데 주의하자. 왜

냐하면 그래프 자체의 존재가 그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즉, roscore 없이 ROS 그래프는 존재할 

수 없다).

그림 2-4 ROS에서의 ‘Hello, world!’: talker는 listener로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 그래프를 컴퓨터에서 생성하려면 세 개의 터미널 창이 필요하다. 첫째 창과 둘째 창은 이전

처럼 roscore와 talker를 실행하고, 셋째 창은 listener를 실행한다.

user@hostname$ rosrun rospy_tutorials listener

[INFO] [WallTime: 1439848277.141546] /listener_14364_1439848276913 \
  I heard hello world 1439848277.14
[INFO] [WallTime: 1439848277.241519] /listener_14364_1439848276913 \
  I heard hello world 1439848277.24
[INFO] [WallTime: 1439848277.341668] /listener_14364_1439848276913 \
  I heard hello world 1439848277.34
[INFO] [WallTime: 1439848277.441579] /listener_14364_1439848276913 \
  I heard hello world 1439848277.44

talker 노드는 이제 listener 노드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실행

을 한 후에 시스템에 질의하는 여러 개의 ROS 명령행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선적으로 명령행 도구 rostopic을 사

용할 수 있으며, 이는 실행되는 ROS 시스템을 안에서 관찰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다. 

rostopic은 다음 장들에서 소개할 많은 세부 명령어를 가지지만, 가장 간단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세부 명령은 (rostopic list를 사용하여) 현재 메시지 토픽 목록을 콘솔에 출력하는 

것이다. 다른 세 터미널(즉, roscore, talker와 listener가 실행 중인 터미널)을 열고 실행시킨 채

로, 네 번째 터미널을 열고 ROS Qt 기반 그래프 시각화 도구인 rqt_graph를 실행한다.

user@hostname$ rqt_graph

이것은 그림 2-4에 보이는 것들과 비슷한 그림을 만들어 내는 화면을 가져올 것이다. 이 그

림은 자동 갱신되지는 않지만, (Ctrl-C를 눌러) 프로그램을 끝내거나 (rosrun을 통해) 실행하여 



rosrun 21

ROS 그래프로부터 노드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때 rqt_graph 창 상단 오른쪽 구석의 갱신 버

튼을 클릭할 수 있다. 그러면 그래프는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다시 그려질 것이다.

이제 ROS 그래프를 올리고 실행하였으므로 이런 메시지 전달 시스템의 몇몇 이점을 보여 줄 

수 있다. 이들 ‘hello world’ 메시지의 로그 파일을 만들기 원한다고 생각해 보자. 전형적인 

ROS 개발은 익명(anonymous) 발행/구독 시스템 패턴을 따른다. 노드는 일반적으로 내부 메시

지가 오고가는 상대 노드의 실체나 기능에 관한 세부 사항을 받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정보를 획득하거나 사용하는 특별한 경우(이를테면 디버깅 도구)가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소프트웨어 모듈이 다양한 종류의 상대 노드와 동작할 수 있도록 전형적인 ROS 개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림 2-5처럼 모든 수신 메시지를 디스크에 쓰고, talker에 연결하는 일반적인 

logger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그림 2-5 로깅 노드를 포함하는 “Hello, world”

아마도 ‘Hello, world!’ 프로그램을 두 대의 다른 컴퓨터에서 실행하고, 하나의 다른 노드에

서 두 노드의 메시지를 모두 수신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 소스 코드를 전혀 수정하지 않고 

talker를 두 번 실행하여 talker1과 talker2 노드를 각각 호출하면 ROS는 그림 2-6처럼 그

것들을 연결할 것이다.

그림 2-6 두 ‘Hello, world!’ 프로그램을 만들고 같은 수신자로 연결

아마도 두 스트림 모두 출력하는 동시에 로그를 기록하고 싶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다시 소스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이렇게 구현할 수 있으며, ROS는 그림 2-7처럼 기꺼이 스트

림을 연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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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두 개의 수신자를 가진 두 개의 ‘Hello, world!’ 프로그램

물론, 일반적인 로봇은 ‘Hello, world!’ 예제보다는 더 복잡하다. 예를 들어, 이 장의 처음에 설

명한 ‘물건 가져오기’ 문제는 이전의 그림 2-1에서 보인 것과 동일한 그래프를 사용하여 ROS 

개발 초기에 스탠퍼드 대학의 STAIR 로봇에서 구현되었다. 편의상 그림 2-8에 다시 그 그래프

를 그렸다. 이 시스템은 네 대의 컴퓨터에서 구동되는 22개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데, 이제는 

비교적 단순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간주된다.

audio_mic (1)

sphinx_transcribe (1)

tts_festival (3)

ptz_camera (2)

obj_classifier (1)

katana37 (2)

find_grasp_point (1)

bumblebee (2)

ptz_searcher (1)

dead reckon (3)

movecom_mux (3)

local_planner (3)

laser_lms200 (3)

joynav (3)

segway (3)

pathdrive (3)

navgui (1)

localize (3)

map (1)

voronoi (1)
fetch_item_director (1)

그림 2-8 물건 가져오기 로봇의 ROS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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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에서 STAIR 주행 시스템은 대부분 그래프의 상반부이고, 비전 및 물건을 잡는 시스

템은 오른쪽 아래에 있다. 흥미롭게도 이 그래프는 대부분의 노드가 매우 적은 수의 다른 노

드와 연결되어 밀도가 낮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런 특징은 ROS 그래프에서 자주 보이는 점이

며, 소프트웨어 구조에서 점검 사항으로 생각할 수 있다. 대부분의 노드가 중앙 노드로 혹은 

중앙 노드로부터 데이터를 스트리밍하면서 ROS 그래프가 별 모양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데이

터의 흐름을 재평가하고 더 작은 조각으로 기능을 나누는 것이 훨씬 낫다. 목표는 관리할 수 

있는 작은 기능 단위를 생성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능 단위는 이상적으로 다른 로봇의 다른 

응용에 재사용될 수 있다.

rosrun은 디버깅 세션 동안 단일 ROS 노드를 실행하는 데는 훌륭하지만, 대부분의 로

봇 시스템은 동시에 실행되는 수십 또는 수백 개의 노드로 구성된다. 이들 각각의 노드

에 대해 rosrun을 호출하는 것이 실용적이지 않으므로 ROS는 여러 노드를 실행하기 위해 

roslaunch라는 도구를 포함하고 있다. 곧이어 roslaunch를 살펴보겠지만, 먼저 ROS에서 객

체들이 어떻게 이름을 가지는가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다.

이름, 이름공간과 재사상
이름은 ROS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노드, 메시지 스트림(주로 ’토픽’이라 불림), 그리고 매개변수

는 모두 유일한 이름을 가져야 한다. 이를테면, 로봇의 카메라 노드는 camera라고 이름 지을 

수 있고, image라는 이름의 메시지 토픽을 출력하고 이미지를 얼마나 빠르게 전송하는지를 

알기 위해 frame_rate라는 이름의 매개변수를 읽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면 된다. 하지만 로봇이 두 개의 카메라를 가질 때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각 카

메라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작성하기를 원하지 않고, 두 카메라의 출력이 image 토픽상에서 

섞이길 원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image 토픽의 모든 구독자가 이미지 스트림을 분리하

는 로직을 가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름공간 충돌은 종종 똑같은 왼쪽/오른쪽 팔, 카메라 또는 바퀴처럼 

공학적인 편의를 위해 똑같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서브시스템을 포함하는 로봇 시스템

에서는 지극히 보편적이다. ROS는 이런 상황을 다루기 위한 두 가지 메커니즘, 즉 이름공간

(namespace)과 재사상(remapping)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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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공간은 컴퓨터 과학에서는 기본적인 개념 중 하나다. 유닉스 경로와 인터넷 URI의 관습

을 따라서, ROS는 이름공간을 구분하기 위해 정방향 슬래시(/)를 사용한다. readme.txt라는 

이름의 두 개의 파일이 /home/user1/readme.txt와 /home/user2/readme.txt와 같이 구분된 경

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ROS는 이름 충돌을 피하고자 별도로 구분된 이름공간

으로 같은 노드들을 시작시킬 수 있다.

이전 예제에서, 두 대의 카메라를 가진 로봇은 left와 right처럼 별도의 이름공간에서 두 개

의 카메라 구동기를 실행하여 left/image와 right/image라는 이미지 스트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것은 토픽 이름 충돌을 피하게 한다. 하지만 image 토픽에서 메시지를 수신하길 여전히 기

대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들 데이터 스트림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한 가지 해답은 

첫 번째와 같은 이름공간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하나 

이상의 이름공간에 도달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제 재사상을 설명하겠다.

ROS에서는 프로그램 내에서 이름을 정의하는 문자열을 실행 시 재사상할 수 있다. 한 가지 

예로, image 토픽으로 보내지는 영상들의 생중계 비디오 창을 그리는 image_view라는, ROS

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적어도 이것은 image_view 프로그램의 소스 코

드 내에서 쓰인 것이다. 재사상을 사용하면 image_view의 소스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대신 

image_view 프로그램이 right/image 토픽 또는 left/image 토픽을 그리도록 할 수 있다.

ROS 설계 패턴은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을 독려하므로 재사상된 이름은 ROS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배포할 때 매우 일반적으로 쓰인다. 이런 동작을 단순화하기 위해 ROS는 명령행에

서 노드를 시작할 때 이름을 재사상하는 표준 문법을 제공한다. 이를테면, 작업 디렉터리에 

image_view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으면, image를 right/image로 사상(mapping)하기 위해 

다음을 (키보드로) 입력하면 된다.

user@hostname$ ./image_view image:=right/image

이 명령행 재사상은 그림 2-9의 그래프를 만들 것이다.

그림 2-9 image 토픽은 명령행 재사상을 사용하여 right/image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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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를 이름공간으로 넣으려면 특별한 __ns 이름공간 재사상 문법으로 가능하다(두 개의 밑줄

을 주의하자). 이를테면, 작업 디렉터리가 camera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으면 다음 셸 명령은 

right 이름공간과 함께 camera를 실행할 것이다.

user@hostname$ ./camera __ns:=right

파일 시스템, 웹 URL 및 무수히 많은 다른 영역처럼 ROS 이름은 고유해야 한다. 같은 노드

가 두 번 실행되면 roscore는 새로 만들어진 노드를 위해 이전 노드가 종료하도록 지시한다.

이 장의 초반부에 두 개의 노드 talker1과 talker2를 가지고 listener라는 노드로 데이터

를 보내는 그래프가 있었다. 명령행에서 노드 이름을 변경하려면 특별한 __name 재사상 문법

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시작할 때 프로그램의 이름을 바꾼다(두 개의 밑줄이 있음을 다시 주

의하자). 다음 두 개의 셸 명령은 그림 2-6에서처럼 talker의 두 인스턴스 talker1과 talker2

를 실행한다.

user@hostname$ ./talker __name:=talker1
user@hostname$ ./talker __name:=talker2

앞의 예제들은 ROS 토픽들이 명령행에서 빠르고 쉽게 재사상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것은 다

양한 아이디어를 실험할 때 시스템을 디버깅하고 최초에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하지만 긴 명

령행 문자열을 여러 번 타이핑하고 난 후에는 이제 이것을 자동화할 시간이다! roslaunch 도

구가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roslaunch
roslaunch는 여러 개의 ROS 노드 시작을 자동화하도록 설계된 명령행 도구다. 표면적으로는 

패키지 이름과 파일 이름을 필요로 해서 rosrun처럼 보인다.

user@hostname$ roslaunch PACKAGE LAUNCH_FILE

하지만 roslaunch는 노드보다는 오히려 시작 파일(launch file)을 사용하여 동작한다. 시작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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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여러 노드에 대한 토픽 재사상과 매개변수를 기술한 XML 파일이다. 관례적으로 이 파

일들은 .launch 확장자를 가진다. 아래 예는 rospy_tutorials 패키지의 talker_listener.lanuch 파

일이다.

<launch>
  <node name="talker" pkg="rospy_tutorials"
        type="talker.py" output="screen" />
  <node name="listener" pkg="rospy_tutorials"
        type="listener.py" output="screen" />
</launch>

각 <node> 태그는 노드의 ROS 그래프 이름(name), 노드가 존재하는 패키지(package), 실행 프

로그램의 파일 이름을 가리키는 노드의 종류(type)를 선언하는 속성들을 포함한다. 이번 예제

에서 output="screen" 속성은 talker와 listener 노드가 콘솔 출력을 log 파일 대신에 현

재 콘솔로 모두 출력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디버깅을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설정이다. 일단 제대로 동작하기 시작하면 콘솔이 덜 복잡해 보이도록 이 속성을 제거하는 것

이 편리하다.

roslaunch는 ssh를 통하여 네트워크상의 다른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충돌로 종

료된 노드를 자동으로 재실행하는 등의 수많은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다. 다양한 작업을 수행

하는 데 필요해짐에 따라서 이런 특징을 책 곳곳에서 설명할 것이다. roslaunch의 가장 유용

한 특징 중 하나는 roslaunch를 실행하는 콘솔에서 Ctrl-C를 치면 모든 노드가 닫힌다는 것

이다. Ctrl-C는 리눅스/유닉스 명령행에서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일반적인 방법이며, 

roslaunch는 이런 관례를 따라 Ctrl-C가 콘솔에서 타이핑되면 실행된 노드들을 닫고 나서 

최종적으로 roslaunch 자신을 종료한다. 예를 들어, 다음 명령은 앞에서 나온 talker_listener.

launch 파일에서 기술된 것처럼 roslaunch가 talker-listener 쌍을 만드는 두 노드를 생성할 것

이다.

user@hostname$ roslaunch rospy_tutorials talker_listener.launch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Ctrl-C 입력이 이들 노드를 종료시킨다는 것이다. 사실상 

ROS를 사용할 때마다 많은 노드를 생성하고 소멸시키기 위하여 roslaunch를 호출하고 

roslaunch 터미널에서 마지막에는 Ctrl-C를 입력할 것이다.



탭 키 27

roslaunch는 호출되었을 때 roscore가 존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roscore를 생성할 것이

다. 하지만 이 roscore는 roslaunch 창에서 Ctrl-C가 눌리면 종료하게 된다. ROS 프로그

램을 시작할 때 열어 둔 터미널이 한 개 이상 있으면 전체 ROS 세션 동안 연 채로 있는 별

도의 터미널에서 roscore를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다음, 모든 다른 콘솔에서 

roslaunch를 실행하고 종료하기 위한 Ctrl-C를 입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전체 시스템을 

연결해 주는 roscore를 잃어버릴 위험이 없어진다.

ROS로 코드 작성하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패키지, 노드 및 시작 파일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할 때 보다 빠르고 쉽게 해주는 ‘탭 완성’ 기능을 설명하려고 한다.

탭 키
ROS 명령행 도구들은 탭 완성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rosrun을 사용할 때 패키지 이름을 입

력하는 도중에 탭 키를 치면 자동 완성할 것이다. 만약 여러 개의 완성 가능한 후보가 있으면 

다시 탭 키를 쳐서 가능한 완성 목록을 볼 수 있다. 많은 다른 리눅스 명령어처럼, ROS에서 

탭 완성을 사용하면 상당한 양의 키보드 입력을 줄이고, 긴 패키지 또는 메시지 이름을 입력

할 때 철자 오류를 피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을 입력해 본다.

user@hostname$ rosrun rospy_tutorials ta[TAB]

이것은 다음과 같이 자동 완성할 것이다.

user@hostname$ rosrun rospy_tutorials talker

그 이유는 rospy_tutorials 패키지에 ta로 시작하는 다른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다.9 또한, 

(모든 ROS 핵심 도구처럼) rosrun은 패키지 이름을 자동 완성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을 입력

해 본다.

user@hostname$ rosrun rospy_tu[TAB]

9 옮긴이  실제로는 rospy_tutorials 패키지 안에 talker 이외에도 여러 개의 talker로 시작하는 스크립트 파일이 있어 탭 키를 여러 번 입

력하면 이러한 파일 이름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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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다음과 같이 자동 완성될 것이다.

user@hostname$ rosrun rospy_tutorials

그 이유는 현재 rospy_tu로 시작하는 다른 패키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충분히 강조하기는 어렵다. 핵심 ROS 도구나 다른 표준 유닉스 명령행 도구를 

사용할 때 탭 키를 열심히 쳐 보라. 탭 키는 시간을 매우 절약해 준다!

tf: 좌표 변환
9페이지의 ‘ROS 그래프’에서 설명한 ’물건 가져오기’ 작업은 로봇공학과 인공지능의 거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정도로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그것이 ‘물건 가져오기’ 작업을 

ROS 설계를 주도하는 위대한 도전 문제로 만든 이유 중 하나다). 지금 바로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지

만, 극히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좌표 프레임(coordinate frame)의 관리다. 정말로 좌표 프레임은 

로봇공학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자세, 위치 및 방향

보통의 물건 가져오기 로봇은 이동체(mobile base)에 레이저 스캐너가 부착되어 주행하고, 카메

라도 부착되어 가져올 물건을 찾고, 로봇 팔(manipulator arm)로 직접 그 물건을 잡는 서브시스

템들로 되어 있을 것이다. 진짜 좋은 물건 가져오기 로봇은 훨씬 더 많은 기능을 가질 수 도 

있지만, 이것들만으로도 이미 좌표 프레임을 설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이동체상의 레이저부터 시작해 보자. 레이저가 만들어 낸 스캔 범위를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레이저가 부착된 이동체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이동체의 앞에 장착되어 있

는지? 혹은 뒤? 뒤로 보고 있는지? 거꾸로 장착되어 있는지(흔한 경우다)? 더욱 일반적으로 다

음과 같이 물을 수 있다. 이동체에 대해 레이저의 위치와 방향은 무엇인가?

사실, 이보다 좀 더 조심해서 물을 필요가 있다. 이동체의 원점에 대해 레이저 원점의 위치와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로봇 구성 요소들 사이의 물리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좌표의 

참조 프레임 혹은 원점의 각 요소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따라야 되는 널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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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관례가 있더라도 원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동체는 자신의 기하학적인 

중심을 원점으로 가지고, 양의 x축은 전방을 가리키고, 양의 y축은 왼쪽을 가리키고, 양의 z

축은 위를 가리켜야 한다(우리는 오른손 좌표계를 항상 사용하므로 z축 방향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런 

관례를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각 요소의 원점이 어디인지 (보통 문서를 통

해)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이다.

몇몇 용어를 확실하게 하자. 3D 세계에서 위치(position)는 세 개의 수 (x, y, z) 벡터이며, 각 축

을 따라 원점을 기준으로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나타낸다. 비슷하게, 방향(orientation)도 역시 

세 개의 수 (r, p, y)10 벡터이며, 역시 각 축에 대해 원점으로부터 얼마나 회전했는지를 나타낸

다.11 합쳐서 (위치, 방향) 쌍을 자세(pose)라고 한다. 분명하게 하자면, 이런 종류의 자세는 6차

원(3차원은 이동 + 3차원은 회전)에 따라 변하므로 때로는 6D 자세라고 한다. 서로 상대적인 한 

물체의 자세가 주어지면, 보통 행렬 곱셈을 포함하는 과정을 통해 참조 프레임 사이에 데이터

를 변환할 수 있다.

이전 질문을 다시 해보면, 다음 사항을 알 필요가 있다. 베이스의 (원점의) 자세에 대하여 레이

저의 (원점의) 자세는 무엇인가? 물론,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환경에서 물건을 찾기 위

해 베이스에 부착된 카메라를 사용하려고 할 때, 베이스에 대한 카메라의 자세를 알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표를 손으로 보내기 위해 카메라가 발견한 물건의 위치를 사용하려고 할 때는 

손에 대한 카메라의 자세를 더더욱 알 필요가 있다. 팔이 카메라에 대해서 손을 움직일 때 카

메라에서 손까지의 관계가 항상 변할 것이므로 이런 사례는 특히 중요하다. 그런 후에 이동체

가 (지도가 정의한) 세계를 통해 움직이므로 이동체-세계 간 관계도 또한 지속해서 바뀌게 된다.

더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요점이 명확해야 한다. 결국, 로봇의 다른 요소 각각에 대한 자세

를 계산할 수 있기를 원할 것이다. 어떤 관계는 정적(예, 이동체에 고정된 레이저)이지만, 다른 관

계는 동적(예, 물건을 잡기 위해 뻗은 손)일 수 있다. 모든 이들 관계를 획득하고 가능한 한 수학

을 덜 사용해서(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수학을 하게 되면 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센서 데이터와 액추

에이터(actuator) 명령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 이제 tf에 관해 

설명한다.

10 옮긴이  r : 롤(roll) - x축에 대한 회전, p : 피치(pitch) - y축에 대한 회전, y : 요(yaw) - z축에 대한 회전

11 다양한 이유로 사실 네 개의 수로 구성된 쿼터니언(quaternion)을 사용하여 방향을 나타낸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를 무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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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좌표 프레임들을 관리하고 변환하는 방법은 수없이 많다. ROS에서는, 모든 것들을 작게 만들

고 모듈화하려는 철학을 따라 변환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 ROS 토픽을 사용하는 분산된 접

근 방식을 취한다. 어떤 노드라도 변환(들)에 대한 현재 정보를 발행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

고,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해 구독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권한을 가진 노드로부터 

로봇에 관한 완전한 그림을 얻을 수 있다.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로봇의 전체 그림을 수집하게 

된다. 이런 시스템은 tf(transform) 패키지로 구현하며 ROS 소프트웨어에서 아주 널리 사용된다.

주어진 변환에 관한 정보가 가장 쉽게 획득되거나 계산되는 곳이 대개 한 군데라고 생각되

면 이런 접근 방식은 아주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로봇 팔에게 통신하고 관절 인코더 데이터

(joint encoder data)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장치 구동기는 팔의 시작부터 다른 쪽 끝 손까지의 

변환에 관한 정보를 발행하는 최고의 노드일 수 있다.12 비슷하게, 지도에 대한 이동체의 위치 

추정을 수행하는 노드는 이동체-세계 간 변환에 대한 가장 좋은 권한을 가진다.

좌표 프레임은 이름이 필요하다. tf에서는 문자열을 사용한다. 베이스에 부착된 레이저의 프

레임은 "laser" 또는 혼동될 여지가 있으면 "front_laser"라고 부를 수 있다. 좋아하는 이

름을 마음대로 선택해도 되지만, 고유해야만 한다(그리고 그것들이 존재하는 장소에 상관없이 정립

된 명명 관례를 따라야 한다).

변환에 관한 정보를 발행할 때 사용할 메시지 형식이 또한 필요하다. tf에서 tf/tfMessage

를 사용하여 /tf 토픽으로 보낸다. 수동으로 이 메시지를 처리하지는 않으므로 메시지의 세

부 사항을 알 필요는 없다. 각각의 tf/tfMessage 메시지가 변환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변환 목록은 관련된 (부모와 자식으로 언급된) 프레임들의 이름, 상

대적인 위치와 방향, 그리고 변환이 측정되거나 계산된 시간을 지정한다.

센서 데이터와 좌표 프레임에 관해 논할 때 시간은 아주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1초 전의 레

이저 스캔과 5초 전의 스캔을 결합하고 싶으면, 레이저의 시간에 따른 위치를 추적하고 1초 

전 자세와 5초 전 자세 사이 스캔 데이터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변환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하는 모든 노드가 발행, 구독, 기억, 또는 계산하는 것을 처음부

터 다시 만들 필요는 없다. 따라서 tf는 모든 노드에서 이러한 공통 작업을 수행하도록 사용

12 실제로 팔 장치 구동기는 348페이지의 ‘변환 검증’에서 설명한 것처럼 관절 인코더 데이터를 발행하고 robot_state_
publisher가 완전한 6D 변환을 계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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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집합을 제공한다. 이를테면, 노드에서 tf 청취자(listener, 혹은 구독자)를 

생성하면 노드는 내부적으로 /tf 토픽을 구독하고 시스템의 다른 노드가 발행하는 모든 tf/

tfMessage 데이터를 위한 버퍼를 유지할 것이다. 그런 다음 tf에 관한 질의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이동체에 대한 레이저의 위치는 어디인가? 또는 2초 전 지도에 대한 손의 위치는 

어디였는가? 또는 깊이 카메라로부터 얻은 점군(point cloud)이 레이저 프레임에서 어떻게 보이

는가? 각각의 경우에, tf 라이브러리는 모든 행렬 연산을 처리하여 변환을 함께 연결하고, 필

요한 만큼 버퍼를 뒤로 되돌리게 된다.

대개 강력한 시스템에서 그런 것처럼 tf는 비교적 복잡하고 일이 잘못될 수 있는 경우가 많

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와주는 수많은 tf 전용의 분석 및 

디버깅 도구들이 있어서 콘솔에서 단일 변환을 출력하는 것부터 전체 변환 계층 구조를 그래

프 형태로 그려 주기도 한다.

tf 시스템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아주 많이 있지만,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해야 할 작업

에는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 정도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데 충분하다. 직접 변환

을 발행하고 처리할 필요성이 생기면 tf 문서13를 참고하라.

요약
이번 장에서는 ROS 그래프 구조를 살펴보고 ROS 그래프와 상호 작용하는 데 사용할 수 있

는 캣킨, rosrun, roslaunch와 같은 도구를 소개하였다. 또한, ROS 이름공간 사용법을 소

개하고, 이름공간 충돌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재사상하는지를 보였다. 더 나아가 좌표 변환의 

중요성과 어떻게 그것들이 tf 시스템을 통해 ROS에서 처리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이제 ROS 시스템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였으므로 노드들이 서로 보낼 수 있는 메시지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들 메시지를 구성하고, 전송·수신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

고, 노드가 수행하는 계산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ROS의 기본 통신 방식인 토

픽을 소개한다.

13 옮긴이  http://wiki.ros.org/tf?distro=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