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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desk Cloud 기반 개발 플랫폼 FORGE 시작하기
김두현
오토데스크 코리아

학습 목표
•

Autodesk Cloud 기반 개발 플랫폼 FORGE 의 운용 방식을 이해합니다.

•

FORGE Web API Service 의 사용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

개발 환경 구성과 실행 방법을 알고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설명
Autodesk Cloud 기반 개발 플랫폼인 FORGE 의 시작을 어려워하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FORGE
서비스 접근 방법, Web API 의 사용 방법, 개발환경 구성 및 실행 방법을 예제를 통해 알아보고
이후 Skill Up 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봅니다.

발표자

국내 유수의 자동차 협력 업체 및 건설기계 제조사, 항공 업계에서 제품 개발 엔지니어링
시스템의 구축 / 운영 / 개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설계 및 제조 부문에서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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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to START ?
Autodesk FORGE 를 시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개발자를 위해 홈페이지의 Getting
Started 메뉴에서 제공하는 각 단계의 내용을 알아 봅 니다.
- Autodesk FORGE : https://forge.autodesk.com/

Getting Started
Autodesk FORGE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고 App 을 등록하고 Client ID 와 Client Secret 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을 알아 봅니다.

On-Line Viewer Example
On-Line Viewer 예제를 소개하고 사용되는 API 와 예제 프로그램의 흐름을 알아 봅니다.
개발에 필요한 준비 항목인 Visual Studio Code 와 Node.JS 를 다운로드하여 설치 합니다.
예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하고 Visual Studio Code 에서 컴파일 하기 위한 설정과 방법을
알아보고 실행된 Web Server 에 접속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해 봅니다.
-

Visual Studio Code 다운로드 : https://code.visualstudio.com/download

-

Node.JS 다운로드 : https://nodejs.org/en/download/

-

예제 소스코드 다운로드 : https://github.com/Autodesk-Forge/viewer-walkthroughonline.viewer
Revit 파일 다운로드 :
https://developer.static.autodesk.com/forgeunified/releases/samples/rst_basic_sample_
project.rvt

-

Online Viewer Example Code
On-Line Viewer 예제의 주요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고 FORGE API 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아
봅니다.

Where to LEARN ?
Learn FORGE Tutorial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그 내용을 살펴 봅니다.
-

Learn FORGE Tutorial 홈페이지 : https://learnforge.autodesk.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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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to Getting DEEPER ?
각 FORGE API 의 참조문서를 살펴 봅니다.
-

Viewer API Customize Toolbar 참조 문서 :
https://forge.autodesk.com/en/docs/viewer/v7/developers_guide/viewer_basics/toolbarbutton/

Need SAMPLES ?
Github Forge Platform Channel 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FORGE 예제들을 살펴 봅니다.
- Github Forge Platform Channel : https://github.com/Autodesk-Forge

Need HELP ?
Stack Overflow 에서 운영되는 Autodesk-Forge Tag 가 있는 Q&A 를 살펴 봅니다.
- Stack Overflow Autodesk-Forge Tagged Q&A :
https://stackoverflow.com/questions/tagged/autodesk-forge

Need IDEA ?
FORGE Showroom 홈페이지에서 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소스코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FORGE Showroom : https://forge-showroom.autodesk.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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