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YROS Robotics Boot Camp 사전 준비 안내
1. ubuntu 16.04 LTS install
A. 새로 설치
Ubuntu 등의 OS를 가상머신이 아닌 시스템에 직접 설치 시 파티션 구성 중 중요한 파일이 삭제
되거나 Windows로 부팅이 불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자료는 백업 후 진행하는 것을 권
장합니다.
Ubuntu 16.04(http://mirror.kakao.com/ubuntu-releases/16.04.5/) ISO파일을 다운로드 후 설치
desktop – 그래픽 환경이 제공됨
server – 그래픽 환경이 제공되지 않음
amd64 – 64bit 프로세서, i386 – 32bit 프로세서
(부팅 USB를 제작할 때에는 rufus(https://rufus.akeo.i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

B.

Ubuntu 언어는 영어를 권장합니다. 각종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 구글링에 용이합니다.

Windows 10 하위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계정명에 한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Graphic Interface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a. ‘Windows 기능 켜기/끄기’에서 Linux용 Windows 하위 시스템 활성화

b. Microsoft Store에서 Ubuntu 16.04 설치 (Ubuntu를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설치 후 Ubuntu 16.04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Ubuntu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초기 설치 시 사용자 이름을 입력 받습니다.
(사용자 이름은 영어 대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c. VcXsrv 설치 (그래픽 환경을 위해)
VcXsrv(https://sourceforge.net/projects/vcxsrv/)를 다운로드한 후 설치
XLaunch를 실행하고, 3번째 창에서 Native opengl을 체크 해제

Ubuntu 16.04를 실행한 뒤, bash창에서 아래의 명령어 실행

echo "export DISPLAY=:0" >> ~/.bashrc
source ~/.bashrc

2. apt 저장소 mirror 변경
sudo apt update
sudo vi /etc/apt/sources.list
vi 창에서 기존의 archive 주소를 확인한 뒤 그 주소를 mirror.kakao.com으로 바꿔줍니다.
http://archive.ubuntu.com 으로 되어 있을 경우

:%s/archive.ubuntu.com/mirror.kakao.com/g
http://kr.archive.ubuntu.com 으로 되어 있을 경우

:%s/kr.archive.ubuntu.com/mirror.kakao.com/g
⚫

:는 vi 명령어 시작을 나타내고, %s는 주어진 문자열을 / 뒤에 있는 문자열로 치환하는
기능입니다)

변경 후에 저장하고 나옵니다.

:wq
⚫

w: write, q: quit

그 후, update, upgrade를 통해 apt저장소를 업데이트/업그레이드합니다.

sudo apt update
sudo apt upgrade

3. ROS Install
ROS는 Ubuntu 16.04에 맞는 Kinetic 버전으로 설치합니다.
설치 매뉴얼: http://wiki.ros.org/kinetic/Installation/Ubuntu

설치 후, Workspace 를 생성합니다.
mkdir -p ~/catkin_ws/src
cd ~/catkin_ws
catkin_make

4. qtcreator-ros (IDE), 선택 설치
Wiki 안내에 따라 설치:
https://ros-industrial.github.io/ros_qtc_plugin/_source/How-to-Install-Users.html
(Windows 하위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wget
https://aeswiki.datasys.swri.edu/qtcreator_ros/downloads/installers/xenial/qtc
reator-ros-xenial-latest-online-installer.run
chmod +x qtcreator-ros-xenial-latest-online-installer.run
./qtcreator-ros-xenial-latest-online-installer.run

설치 후, ROS를 위한 Qt Creator 설정 수행:
https://ros-industrial.github.io/ros_qtc_plugin/_source/Setup-Qt-Creator-for-ROS.html
workspace 열기
qtcreator-ros 명령어로 qt 실행

New Project를 누른 뒤, Other Project – ROS Workspace 선택

Workspace Path를 직전에 만든 catkin_ws를 선택하고 Next 클릭

Finish버튼을 눌러 설정 완료

catkin_ws가 정상적으로 열리면 Edit 탭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5. V-REP 설치
V-REP 다운로드 홈페이지(http://www.coppeliarobotics.com/downloads.html)에서 Ubuntu 64-bit
버전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wget http://coppeliarobotics.com/files/V-REP_PRO_EDU_V3_5_0_Linux.tar.gz
다운로드 후,

tar xf V-REP_PRO_EDU_V3_5_0_Linux.tar.gz
명령어를 통해 압축을 풉니다.
압축 푼 폴더 안에 들어가서

./vrep.sh
로 V-REP을 실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