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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imed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Christopher Alexander’s pattern language.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is (i) to analyze the pattern language by using the network analysis tool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mplicate network structure of the pattern language, and (ii) to apply the Alexander’s method of

using the pattern language by using the network analysis tool (Gephi) and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the

network analysis tool as a tool for using the pattern language. Firstly, as a result of analysing the pattern

language, (i) the pattern language classified by pattern number is distinguished by the patterns of towns, buildings

and construction, among which the pattern of buildings plays a key function in the networks; (ii) the buildings

functions a medium connecting between the towns and the construction; and (iii) the pattern language is divided

into 6 sub-modules, through which the user can select a pattern. Secondly, the result of using the network

analysis tool as a tool for using the pattern language (i) suggests the new method of using the pattern language

by using the network analysis tool (Gephi); (ii) makes it possible to easily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links between the patterns; and (iii) increases the completeness of the pattern language by making it easy to find

out the sub-patterns in selecting a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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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목

도시, 주택 등 인조환경을 결정하는 인자는 문화 , 사

회 , 경제 인자 등을 포함하여 무수히 많이 있으며,

이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하여 인조환경의 물리 형

태가 형성된다.
1)

크리스토퍼 알 산더는 이러한 인자들의 상호작용을 설

계방법을 통해 체계 으로 밝히기 해 노력해 왔으며,

여러 서를 통해 발 시킨 방법론으로 패턴언어라는 개

념을 발표하게 된다. 패턴언어란 공간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 과 이를 해결하는 패턴이라는 독립체, 그리

고 이 패턴들을 서로 어떻게 계시켜 조합하느냐에 따라

사용자가 필요한 무수한 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설계방법

론이라 할 수 있다.

알 산더는 그의 서 원의 건축(The Timeless Way Of

Building)에서 ‘한 패턴의 개별구조가 살아 있으려면 그것을

보조해 다른 패턴들이 있어야 한다.’ ‘패턴 하나만 단독으로

살아 있을 때가 아니라,1)여러 패턴이 단계별로 서로 의존하여

체 시스템이 안정 으로 살아 있을 때, 마침내 무명의 그

특성은 나타난다.’2)라고 패턴언어의 계조합 구조의 요성

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자 김동찬은 그의 논문에서

이 조합의 과정이 단한 노력과 시간을 소모시키는 것이며,

조합의 과정이 분명하지 못하며, 조작자에 따라 조합의 결과

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3) 한 새링가로스

(Nikos A. Salingaros)는 패턴언어가 복잡한 로세스를 제어

1) 임승빈, 환경심리와 인간행태-친인간 환경설계연구, 기문당, 2007.

pp.155-156

2) Christopher Alexander, THE TIMELESS WAY OF BUILDING,

원의 건축, 한진 역, , 안그라픽스, 2013, pp.155-159

3) 김동찬, 패턴언어에 의한 공간구성방법에 한 연구, 연구논문집

제25권 제1호, 1982.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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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한 강력한 도구이지만, 불충분한 이해로 건축설계 분

야에 리 사용되지 못했다고 설명한다.4)

이에 본 연구는 설계방법의 하나로 패턴언어 활용가능성

확 를 해, 첫째 패턴언어의 복잡한 계조합 구조를 이해

하고자, 연결망 분석도구(Network Analysis Tool)를 이용해

패턴언어를 연결망 배치도로 제작하고 분석하여 패턴언어의

계조합 구조를 과학 으로 규명해 본다. 둘째, 분석을 바탕

으로 알 산더가 제시한 패턴언어 사용방법을 연결망 분석도

구를 이용해 용함으로서, 연결망 분석도구를 패턴언어 사용

도구로서 가능성을 시험한다. 이를 통해 향후 패턴언어를 활

용하는 사용자가 그 계구조를 이해하고, 패턴언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 틀을 제시한다.

1.2. 연구의 방법 범

본 연구는 크리스토퍼 알 산더의 서 원의 건축

(The Timeless Way of Building)과 패턴 랭귀지(A

Pattern Language)의 내용을 상으로 한다. 이에 한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의 진행을 해 먼 알 산더 패턴언어의 구성과

사용방법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패턴언어 사용상 문제

를 제시하고 해결방법을 제안한다.

다음 연결망 분석의 개요를 살펴보고 패턴언어를 분석

할 도구와 방법을 선정한다. 한 연구내용의 이해를 돕

기 해 분석도구의 편집기능을 정리한다.

이후 패턴언어 분석을 해 패턴언어의 체 연결망을

구축하고 선정된 분석방법을 용해 패턴언어의 체

계구조 형태와 특성을 분석한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연결망 분석도구의 편집기능

을 이용해 알 산더가 그의 서에서 패턴언어 사용방법

을 설명하기 해 제시한 사례들로 패턴언어 연결망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연결망 분석도구를 패턴언어 사용

도구로서 시험하고 그 사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후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며 본 논문이 가지는 의의

와 추후과제를 논한다.

2. 패턴언어와 사용상 문제제시

2.1. 패턴언어의 구성

알 산더는 그의 서 원의 건축(The Timeless Way

of Building)에서 패턴언어 사용에 한 이론과 지침을 규

정하 고, 패턴 랭귀지(A Pattern Language)에서는 도시·

근린·주택·정원·실내 등 도시와 건축, 시공에 한 패턴들

에 해 상세히 설명하 다. 총 253개의 패턴5)들은 도시부

4) Nikos A. Salingaros, The Structure of Pattern Languages, Architectural

Research Quarterly volume 4, 2000, p.150

5) 패턴언어구성, 도시(1번-94번), 건축(95-204번), 시공(205번-253번)

분에서 94개, 건축부분에서 110개, 구조부분에서 49개로

나 어 구성되어있다. ‘보다 큰 패턴’인 도시에서 ‘보다 작

은 패턴’인 시공 순으로 나열되었다.

각각의 모든 패턴은 편의성과 명료성을 해 동일한 구

성형식으로 쓰 으며 요약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구성형식 설 명

1. 명 칭 패턴번호, 명칭

2. 사진, 이미지 패턴의 이해를 돕는 사진 는 이미지

3. 소개 계 패턴을 소개하고, ‘보다 큰’ 패턴과의 계연결 제시

4. 머리말 패턴의 문제 을 간단히 설명

5. 본 문 패턴의 배경, 유효성, 용방법 설명

6. 해결책 패턴의 문제 해결에 필요사항 제시

7. 다이어그램 해결책을 도식으로 표

8. 계 패턴을 ‘보다 작은’ 패턴과 계 연결 제시

<표 1> 패턴 구성형식

이러한 패턴 구성형식에는 두 가지의 요한 목 이 있

는데, 첫째 각 패턴이 다른 패턴과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

내기 함이다. 때문에, 253개 패턴들의 집합이 무수한 조

합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완 체임과 동시에 하나의 랭귀

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패턴의 심이 되

는 핵심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각 패턴의 문제와 해결책

을 자신이 단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함이다.6)

2.2. 패턴언어 사용방법

알 산더는 그의 서 패턴 랭귀지(A Pattern Lan-

guage)에서 패턴언어 사용자가 패턴들을 선택하고 자신만

의 패턴들을 더해가며, 자신의 로젝트에 용할 패턴언

어를 조합하여 완성해가는 과정을 설명한다.7)

그 순서와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사용순서 설 명

1. 패턴 리스트 로젝트에 사용할 패턴들을 선택하기 한
체 패턴리스트 사본 비

2. 검토 선택 패턴 리스트를 검토하여 로젝트의 체범 를
가장 잘 설명하는 패턴선택

3. 계 참고

표시

제안된 ‘보다 큰’ 패턴들 참고 후 표시(필요하지 않다면 제외)

제안된 ‘보다 작은’ 패턴들 참고 후 표시(거의 부분 요)

4. 진 행 다음으로 ‘큰’ 패턴에서 다시 계를 참고하고 표시
(의심되는 패턴은 혼란을 이기 해 불포함)

5. 반 복 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패턴을 표시할 때까지
이와 같은 방법을 반복

6. 패턴 추가 자신만의 패턴을 추가하여 구성단 를 조정

7. 패턴 교체 필요에 따라 패턴 교체 가능

8. 완 성 로젝트에 사용

<표 2> 패턴언어 사용방법

패턴언어는 계열체 수직축과 통합체 수평축의 네트워

크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패턴은 상 개념의 ‘보다 큰’

패턴으로부터 하 개념의 ‘보다 작은’ 패턴으로 연결된다. 하

나의 패턴은 상 에 있는 ‘보다 큰’ 패턴의 완성을 돕고, 한

자신도 하 에 있는 ‘보다 작은’ 패턴의 도움으로 완성된다.

패턴언어는 각기 다른 패턴의 지원에 의해서만 존재한다.8)

6) Christopher Alexander, A PATTERN LANGUAGE, 패턴 랭귀지,

이용근, 양시 , 이수빈 역, , 인사이트, 2013, p.11

7) Ibid., pp.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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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xample

Network Analysis

2.3. 사용상 문제제시 해결방안

하나의 패턴과 다른 패턴들이 연결되어 완성되는 패턴

언어는 패턴의 수가 253개이며, 알 산더가 제시한 연결

계의 수는 2355개9)로 그 수가 지 않다.

알 산더는 그의 서들을 통해 패턴들의 조합과 형태

형성의 원리를 강조한다.

‘하나의 물리 공간에 많은 패턴들이 겹쳐지도록 패턴

들을 배치하면, 건물의 도가 높아지고 작은 공간에서도

많은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건물은 더욱 심

오해 질 것이다.’10)

‘순서에 따라 새로 들어오는 패턴은 이 의 패턴들이 짜

놓은 체 설계를 바꿔가는데, 각 패턴이 체를 흔들어

모양을 바로 잡으면서 그것을 재편성하는 식이다.’

‘아름다운 문장의 자연스러움은 훈련과 질서가 뒷받침된

언어의 규칙 덕분이다. 패턴언어도 마찬가지다. 패턴은 훈

련을 통해 익힌다.’11)

이러한 패턴언어를 사용하려면 패턴언어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용자가 사용순서에 따라 검토하고 선택하여 조합

하기를 패턴언어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여야 함을

의미하며, 계속해서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자들은 아래와 같은 <그림 1> ,<그림 2>의

계표를 제작하여 패턴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제작과정이

어렵고, 결과물인 계표에서 연결 계의 정도를 쉽게

악하기 어렵고, 수정이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Matrix of Pattern

Interaction 1

<그림 2> Matrix of Pattern

Interaction 2

이에 본 연구의 과정으로 알 산더가 제안한 기존 ‘패턴

언어 사용방법’을 통해 계표를 제작하 다. 제작과정

발생한 문제 을 정리하면 첫째, 253개의 패턴 리스트를

검토하여 필요한 패턴을 선택하기 어렵다. 둘째, 알 산더

가 제시한 ‘보다 작은’, ‘보다 큰’ 패턴을 한 에 악하기

어렵다. 셋째, 선택이 진행되면서 패턴이 락되거나 계

외의 패턴을 추가하기 어렵다. 넷째, 새로운 사용자의 패

턴을 계 연결하기 어렵다. 다섯째, 수정이 어렵고 작성

8) 임은 , 패턴언어 체계에 기 한 환경디자인 근방법, 한국실내디

자인학회논문집 제28호, 2001, p.63

9) 알 산더가 그의 서 패턴 랭귀지에서 각각의 패턴이 ‘보다 큰’,

‘보다 작은’ 패턴으로 연결을 제시한 계의 총 수이며, 연구자가

이후 데이터시트로 제작하여 연결망분석도구에 사용함

10) 이용근, op. cit. p.36

11) 한진 , op. cit. pp.460-461

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사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 을 알 산더의 패턴언어 사용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한 제시된 문제 의 새

로운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이후 연결망 분석도구를 이용

해 용해 으로서 패턴언어 사용방법의 개선방안을 찾

아본다.

사용순서 문 제 해결방안

1. 패턴 리스트

253개의 패턴은 도시, 건축,
시공 순으로 나열되어 있으나
직렬 도표형식으로 체가
한 에 악되지 않는다.

기존의 도표형식과 함께 체
패턴들의 배치 악이 쉬운
배치도 필요

2. 검토 선택
사용자가 필요한 패턴을 찾기
해서는 모든 패턴의 리스트
를 검토해야 한다.

선택의 용이성을 해
같은 맥락을 갖는 패턴들의
구성방법 필요

3. 계 참고
표시

제안된 ‘보다 큰’, ‘보다 작은’ 패
턴이 복잡하여 구분이 어렵다.

복잡한 계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필요

4. 진 행 계가 복잡해지므로 패턴이
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제시된 계 이외의 패턴을
선택하여 추가하기 어렵다.

선택한 패턴 이외의 패턴 검
토 편리성 필요5. 반 복

6. 패턴 추가 사용자의 새로운 패턴은 추가
할 수 있으나, 다른 패턴과의
계를 설정하기 어렵다.

새로운 패턴을 추가할 시 기
존 패턴과의 계를 빠르게
연결하고 검토할 수 있어야
함

7. 패턴 교체

8. 완 성
작성한 사용자 이외의 사람은
사용하기 어렵다.

완성된 다이어그램을 쉽게 이
해하고, 악할 수 있도록 정
리 표 해야 함

<표 3> 패턴언어 사용 순서에 따른 문제 해결방안

3. 연결망 분석도구 선정 분석방법

3.1. 연결망 분석개요

연결망 분석(Network Analysis)의 목 을 간단히 말하자

면, 연결망 형태의 특징을 도출하고, 계성으로 체계의

특성을 설명하거나 체계를 구성하는 단 의 행 를 설명

하는 것이다.12) 연결망 분석은 사회학에서 그래 이론을

이용하여 계를 이해하려는 시도로 시작되어 1960년

이후 연결망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근에 들어 연결망분석에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고, 수

학의 그래 이론과 통계 물리학에서

나온 일련의 분석방법과 도구들이 도

입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에

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13)

일반 인 연결망 분석의 특징은

악하기 어려운 복잡한 계를 노드

(Node)와 링크(Link)14)로 구분하여

연결된 시각화 그래 로 생성하고 이

를 분석하여 활용한다. 어떤 분석방법과 도구를 사용하

느냐에 따라 연구자가 원하는 계특성을 빠르고 직

으로 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2) 김용학, 사회 연결망 분석, , 박 사, 2003, p.5

13) 박 섭, 조 진, 정재훈, 사회연결망분석을 이용한 건축분야 문가

네트워크 구축 연구, 한건축학회논문집 제26권 제10호, p148

14) 연결망 분석에서 사람, 그룹, 조직, 데이터 등 분석하려는 하나의

객체를 노드라 하며 노드와 노드의 연결고리를 링크라 한다.

패턴언어에서 각각의 패턴은 노드, 패턴의 연결 계는 링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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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설 명

출력 연결정도(Out-Degree)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향하는 링크의 수

진입 연결정도(In–Degree) 다른 노드에서 한 노드로 들어오는 링크의 수

연결정도(Degree) Out, In–Degree 링크 수의 합

<표 4> 평균 연결정도의 분석종류

3.2. 연결망 분석도구 선정

연결망 분석도구는 다양한 유형의 계 비 계성 데

이터에 한 식별, 표 , 분석, 통계, 시각화, 시뮬 이션

등을 수행하기 한 것으로 UCInet, JUNG, Netminer,

NetDraw, GraphViz, Pajek, MAGE, Krackplot, R,

Combinatorica, AGD, LEDA, Visone 등 다양한 로그램

들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15)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코드를 작성할 필요없이, 그래 와 상세 연결망의 특성을

연구할 수 있는 화형 그래 연결망 분석, 시각화 도

구인 Gephi16) 로그램을 사용하 다.

Gephi는 복잡한 연결망, 계층 연결망, 동 연결망,

임시 연결망 등 그래픽 연결망의 거의 모든 유형을 지원

하며, 이아웃 모듈에서 다수의 그래 이아웃 알고리

즘을 사용하여 동일한 그래 의 다른 시각화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 시각화 그래 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편집기능이 있다.17) 이러한 특징은 연결

망 분석도구를 사용해 패턴언어의 계조합 구조를 분석

하고, 설계방법인 패턴언어를 사용하는 새로운 방법론

틀을 시험하는 본 연구의 도구로 합하다 단된다.

3.3. 연결망 분석방법

Gephi는 연결망 그래 에서 통계 특성을 통해 체

연결망의 특징뿐만 아니라 연결망 안의 노드들의 개별

인 특성과 링크의 특성을 알아볼 수 있다.18) 그 주요 내용

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평균 연결정도(average degree)

한 노드가 계를 맺고 있는 다른 노드의 개수로 정의

되며, 링크의 개수에 따라 노드의 요도와 계가 있으

며, 연결망의 형태와도 계된다.

(2) 연결망 지름(network diameter)

연결망 지름은 연결망 내의 모든 짝을 이루는 노드들

의 계산된 최단 경로의 최장 길이를 말한다. 연결망 안

의 가장 먼 노드들 사이의 최단거리이다. 연결망 지름은

다음 <표 5>와 같은 분석방법을 가진다.

15) 박 섭, op. cit. p.149

16) https://gephi.org 자바기반의 공개 로그램으로써 도우, 리 스

Mac OS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이트에서 간단한 사용법과 응

용방법도 제공하고 있다.

17) Devangana Khokhar, Geghi Cookbook, 1st ed, Packt Publishing,

2015, UK, p.20

18) Ibid., pp.115-152 재정리

종 류 설 명

매개 앙성
(Betweenness Centrality)

한 노드가 연결망 내의 다른 들 사이에 치하는
정도를 측정, 심조직을 악하는 지표

근 앙성
(Closeness Centrality)

한 노드가 다른 노드에 쉽게 하는 정도를 측정
연결망 체의 총체 계 악의 지표

편 심(Eccentricity) 한 노드에서 연결망의 가장 먼 노드에 도달하는 링크
의 수를 측정. 최 편심률이 연결망의 지름

<표 5> 연결망 지름의 분석종류

(3) 모듈방식(modularity)

연결망의 모듈방식은 이들 모듈 간에 존재하는 링크의

총수에 주어진 모듈에 속하는 링크의 비율로 정의된다.

모듈방식은 체 연결망의 강도를 측정하고, 연결망을

하 집단인 커뮤니티, 모듈, 클러스터로 분해한다.

한 연결망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연결망 내의 하 체계

를 이해함으로서 연결망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모듈

방식은 같은 하 집단 내에서는 강력히 계하지만 서로

다른 하 집단에서는 약한 계를 갖는 노드들을 찾는

계연결 분석방법이다.

3.4. Gephi 편집기능

Gephi는 연결망 시각화 그래 를 만들기 해 다양한

편집기능이 있다. 본 연구 5.2에서 편집기능을 통해 연결

망 도구를 사용해 연구를 진행하는 바 본 에서는 Gephi

의 편집기능 이해를 돕기 해 아래와 같이 사용하는 기

능을 <표 6>으로 정리한다.

기 능 툴 설 명

노드선택

직 선택툴
(Direct Selection)

하나의 노드를 선택하면 노드와 연결된 노드, 링
크가 강조되며, 다른 노드들은 흐리게 표
연결망에서 한 노드의 계 악 용이

사각선택툴
(Rectangle

Selection)

하나 는 다수의 노드를 선택하면 그 노드와 연
결된 노드, 링크가 강조되며, 다른 노드들은 흐리
게 표 . 다수의 노드 계 악 용이

끌기툴(Drag) 노드의 치를 이동, 조 할 수 있다.

노드
색, 크기의
변화

색칠하기툴
(Painter)

하나의 노드에 선택한 색을 입힌다. 특정 노드를
구별하여 표시하는데 용이

크기조 툴(Sizer) 선택한 노드의 크기를 조 하는 툴로 특정 노드
를 구별하여 표시하는데 용이

러쉬툴(Brush) 한 노드와 연결된 노드들에 선택한 색을 입힌다.
복잡한 구조에서 한 노드의 계구조표시 용이

계연결

노드 연필툴
(Node Pencil)

연결망 그래 에 새로운 노드를 추가

엣지 연필툴
(Edge Pencil)

연결망 그래 에 새로운 링크를 추가

경로검색
최단경로
(Shortest Path)

선택한 두 노드사이에 최단경로 검색
노드 사이에 추가되는 노드 등 계 악 용이

<표 6> Gephi 편집기능

4. 연결망 구축 분석

4.1. 연결망 구축

패턴언어의 연결망을 구축하고 시각화 그래 로 표 하

기 해 노드 목록과 링크 목록을 별도로 엑셀시트로 작

성하 다. 노드목록은 ID, Label, Color순으로 입력하 으

며, 패턴언어의 ‘도시, 건축, 시공’ 부분을 추후 구별하기

해 해당노드에 Red(도시), Blue(건축), Green(시공)의 색

을 추가로 입력하 다. 링크목록은 Source, Targe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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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패턴언어 연결망

배치도

Weight, Average Degree 순으로 입력하 으며, Type은

방향성을 갖는 Directed로 선택하고 Weight와 Average

Degree는 기본값을 입력하 다.

작성된 엑셀시트 목록들은

Gephi의 Data Laboratory의

노드와 링크 입력항목에 순

서 로 입력하여 연결망을

구축하 다. 이후 Gephi의

포스 아틀라스2 (Force

Atlas 2)19) 방식의 연결망

배치도를 제작했다.

4.2. 연결망 분석

본 에서는 앞서 상술한 연결망 분석방법을 통해 알

산더의 253개 패턴언어를 분석해 으로서, 패턴언어의 체

계구조 형태를 이해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 다.

구축된 연결망 배치도에 3장에서 정리한 분석방법을 용

하게 되면 각각의 분석방법에 따라 노드의 지름과 색이 변하

게 된다. 각 분석방법에서 노드의 지름이 크고, 색이 진하게

나타날수록 다른 노드와 계가 많은 요한 노드이다. 이 노

드들이 어떻게 분포 배치되었느냐에 따라 특성이 결정된다.

(1) 평균 연결정도(average degree) 분석

연결망 내에서 다른 노드에 향을 많이 주는 순 인

출력 연결정도(Out-Degree) 분석은 패턴언어 19020), 30,

26, 100, 57... 순으로 나타났다.

연결망 내에서 다른 노드에 향을 많이 받는 순 인

입력 연결정도(In–Degree) 분석은 패턴언어 95, 191,

163, 41, 180, 159, 100...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

결망 내에서 다른 노드와 향을 주고받으며 연결 계의

요도를 보여주는 순 인 연결정도(Degree) 분석에서는

190, 95, 191, 100, 163, 119, 129...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 건축, 시공으로 구분하여 순 를 정리해 보면,

출력 연결정도, 입력 연결정도, 연결정도 분석 모두 건축

부분에 상 순 들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링크의 개수에 따라 노드의 요도를 알 수

있는 평균 연결정도 분석에서 건축부분에 상 패턴이

많이 배치된 것은 패턴언어가 도시구성이나 시공방법의

패턴에 비해 건물군이나 개개의 건물의 형태와 공간구성

을 부여하는 건축부분 패턴에 체 연결 계의 심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연결정도(Degree) 분석을 통한 배치도에서 왼쪽

19) Gephi는 연결망 그래 제작을 한 다양한 연산배치방법을 제공

한다. 표 으로 Force Atlas, Force Atlas 2, Fruchterman

Reingold, Yifan Hu, Yifan Hu Proportional 등이 있다.

20) 패턴 190. 다양한 천장고는 알 산더가 ‘보다 큰’ 패턴으로의 계

를 정확하게 패턴으로 제시하지 않고 약 100개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가 이 패턴 용이 필요한 ‘보다 큰’ 패턴을 100개

선정하여 용하 다.

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도시(Red), 건축(Blue), 시공

(Green)의 패턴들이 구분되어 분포됨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기존 패턴번호로 구분되던 패턴언어가 연결망 내에

서도 체 패턴들이 뒤섞이지 않고 서로 구분되는 연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력 연결정도(Out-Degree) 입력 연결정도(In–Degree)

순 순

패턴
번호 명 칭 링크 수

패턴
번호 명 칭 링크 수

190
30
26
100
57
13
249

다양한 천장고
활동의 결
인생의 주기
보행로

도시의 어린이
하 문화의 경계

장식
…

103
24
21
19
19
18
18

95
191
163
41
180
159
100

복합건물
실내공간의 형태

옥외실
직장 커뮤니티

창가
각실의 두면 채

보행로
…

33
32
26
26
25
24
23

연결정도(Degree)

색 구분(Color division) 순

패턴
번호

명 칭 링크 수

190
95
191
100
163
119
129

다양한 천장고
복합건물

실내공간의 형태
보행로
옥외실
아 이드
심부의
공용공간
…

118
44
42
42
41
40
40

도 시(1번-94번)

건 축(95번-204번)

시 공(205번-253번)

<표 7> 평균 연결정도 분석

(2) 연결망 지름(network diameter) 분석

연결망 내에서 한 노드의 매개자 역할 정도를 측정하

는 순 인 매개 앙성(Betweenness Centrality) 분석은

패턴언어 190, 119, 219, 191, 37...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 건축, 시공으로 구분하여 순 를 정리해 보면 건

축 부분에 상 순 들의 비율이 조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연결망 내에서 한 노드의 연결망 체에서 총체

계 악 지표인 근 앙성(Closeness Centrality)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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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결망 내에서 반 으로 골고루 분포되나, 건축부

분에 비해 도시와 시공부분의 상 비율이 조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매개 앙성
(Betweenness Centrality)

근 앙성
(Closeness Centrality)

순 순

패턴번호 명 칭

건축부분에 비해
도시와 시공부분의
상 비율이 조 높음

19
119
219
191
37

다양한 천장고
아 이드

바닥, 천장 볼트
실내공간의 형태
주택 클러스터

…

<표 8> 연결망 지름 분석

이를 통해 매개 앙성 분석이 높은 건축부분이 도시

와 시공부분 사이에서 계의 매개체로 역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한 노드가 다른 노드에 쉽게 하는

정도의 측정인 근 앙성 분석이 도시와 시공부분에서

높은 것은 패턴언어가 도시부분에서 시공부분까지 빠르

게 연결 가능한 계구조임을 보여 다.

(3) 모듈방식(modularity) 분석

패턴언어의 연결망을 모듈방식으로 분석해 본 결과 크

게 6개의 하 모듈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하

모듈은 253개의 패턴들이 비슷한 성격을 갖는 패턴들

로 나뉘어 그룹 지어져 있는데, A모듈은 실내공간구성

(공간구성, 작업-집회공간, 공간 계, 채 등), B모듈은

근린주구와 커뮤니티구성(도시구성, 커뮤니티 공간, 공공

성 등), C모듈은 휴식공간과 실내, 실외의 연결(휴식공

간, 정원, 정, 지면과의 연결 등), D모듈은 도로, 교통,

경계, 공공공간구분(보행로, 도로, 주차장, 근린경계, 공유

지 등), E모듈은 건물구조(지붕, 기둥, 벽, 천장, 계단, 창

과 문 등), F모듈은 주택의 성격(주택 클러스터, 연립주

택, 계단식 주택, 별채 등)으로 구분되었다.

이를 통해 도시, 건축, 시공으로 구분되며 순차 으로

나열되는 패턴언어가 내부 으로 다시 6개의 하 모듈로

나 어지며, 하 모듈은 서로 계성이 높은 패턴이며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복잡한 패턴언

어를 모듈의 성격별로 악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패턴

을 쉽게 선택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듈방식(modularity)

모듈 성 격 비 율
표 패 턴

패턴번호 명 칭

A 실내공간구성 25.3%

112
129
143
190
191

출입구의 이
심부의 공용공간
침실 클러스터
다양한 천장고
실내공간의 형태

…

B
근린주구와
커뮤니티 구성 18.18%

2
8
36
45
121

도시의 분포
하 문화들의 모자이크
공공성의 정도

목걸이 형태의 커뮤니티 활동
보행로의 형태

…

C 휴식공간과 실내,
실외의 연결

16.21%

108
111
114
168
243

연결된 건물들
반쯤 가려진 정원
오 스페이스의 계
지면과의 연결
앉을 수 있는 벽

…

D 도로, 교통, 경계
공공공간구분

15.42%

13
15
34
52
67

하 문화의 경계
근린의 경계
환승지

보행로와 도로의 네트워크
공유지
…

E 건물구조 15.42%

210
219
228
231
209

바닥과 천장의 배치
바닥, 천장 볼트
계단볼트

자연스런 문과 창
지붕배치
…

F 주택의 성격 9.49%

37
48
76
77
141

주택 클러스터
사이의 주택

소가족을 한 주택
부부를 한 주택
자신의 방
…

<표 9> 평균 연결정도 분석

5. 활용가능성 제시

이번 장에서는 패턴언어 사용도구로서 연결망 도구

(Gephi)의 가능성을 시험하기 해, 알 산더가 그의 서

패턴 랭귀지와 원의 건축에서 제시한 4개의 사례21)를

연결망 배치도로 제작하 다. 제작순서는 알 산더가 제시

한 패턴언어 사용순서를 따랐으며, 2장에서 제안된 문제

해결방안의 요구사항과 그 해결방법으로 연결망 도구 사

용방법을 이번 장에서 제안한다.

21) 알 산더는 그의 서 패턴 랭귀지에서 집앞 포치, 원의 건축에서

정원, 단독건물, 건물군에 패턴언어를 용하는 로 패턴언어 사용방

법을 설명한다. 각각 사용된 패턴의 수는 집앞 포치(10개), 정원(14개),

단독건물(38개), 건물군(기존 패턴 35개, 새롭게 추가된 패턴 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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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연결망 도구 사용방법

연결망 분석도구인 Gephi로 연결망을 구축하기 해서

는 4.1에서 언 한 것과 같이 노드 목록과 링크 목록의 엑

셀시트가 필요하다. 여기서 노드의 목록은 알 산더의 직

렬식 패턴언어 목록과 같고 링크의 목록은 알 산더가 제

시한 연결 계와 같다. 구축된 체 연결망 배치도는 4장

에서 분석한 것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모듈방식 분석에서 나 어진 6개의 하 모듈은 비

슷한 성격의 패턴모음이므로, 사용자가 체패턴 리스트를

검토하지 않아도 성격에 따라 빠르게 필요한 패턴을 검색

하여 선택할 수 있다.

한 3.4에서 정리한 Gephi의 편집기능을 이용하면, 사

용자가 빠르게 계연결을 검토하고, 필요한 패턴들을 선

택하여 본인만의 패턴언어를 만들 수 있으며, 기존패턴언

어에 새로운 패턴을 추가하여 새로운 패턴언어를 만들 수

있다. 이 게 만들어진 패턴언어는 컴퓨터 로그램의 특

성상 수정이 용이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특성을 갖는다.

연결망 배치도 제작을 한 연결망 도구(Gephi)의 사용

순서와 방법을 요약 정리하면 아래의 <표 10>과 같다.

사용순서 기존문제 해결방안 도구 사용방법

1. 패턴 리스트

기존의 도표형식과 함께
체 패턴들의 배치

악이 쉬운 배치도 필요

직렬식
패턴도표
(Gephi의 Data
L a b o r a t o r y 의
Nodes-기존 패턴
리스트와 같음)

체 연결망
배치도

2. 검토

선택

선택의 용이성을 해
같은 맥락을 갖는 패턴

들의 구성방법 필요

도표 내에서
검토 후 선택
체 연결망 배치
도에 표시됨

체 연결망
하 모듈을 검색하
여 원하는 패턴선
택 후 표시

3. 계 참고

표시

복잡한 계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 필요
선택 패턴 참고하여 상 는 하 패
턴을 선택 후 표시

4. 진 행
선택한 패턴 이외의

패턴 검토 편리성 필요

연 된 패턴을 계속 참고하여 표시

연 되지 않은 패턴 선택시
Gephi의 최단경로 검색으로 추가되는
패턴을 찾아보고 참고하여 패턴으로 추
가할 것인지 결정 후 표시5. 반 복

6. 패턴 추가 새로운 패턴을 추가할
시 기존 패턴과의 계
를 빠르게 연결하고 검

토할 수 있어야 함

본인만의 새로운 패턴추가시
Gephi의 노드 연필툴(Node Pencil)로 새
로운 패턴을 추가하고, 엣지 연필툴
(Edge Pencil)로 연 되는 노드들과 링
크 연결-Gephi의 Data Laboratory의
Nodes에 리스트 추가되므로 직렬식 패
턴도표도 같이 수정됨

7. 패턴 교체

8. 완 성

완성된 연결망 배치도
를 쉽게 이해하고,
악할 수 있도록 정리
표 해야 함

사용 패턴이 결정되면, 기존의 링크
엑셀시트에서 선택된 패턴의 링크만
남기고 정리하여 새로운 연결망 배치
도 작성 후 검
로젝트의 패턴언어 배치도 완성

<표 10> 연결망 도구 사용방법

5.2. 연결망 도구 사용

(1) 연결망 배치도 제작과정

이번 에서는 5.1에서 정리한 연결망 도구 사용방법

을 집앞 포치에 용하여 연결망 배치도를 제작해 으

로서 제작과정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순서 1-1 순서 1-2

직렬식 패턴도표 검색 후 선택 하 모듈 연결망 배치도 검색 후 선택

순서 2-1 순서 2-2

직렬식 패턴도표에서 선택하면
배치도에서 해당 패턴 선택됨
(하나의 패턴에서 시작)

복잡한 계 악의 혼동을 이기
해

체 배치도의 채도를 제거하고
선택된 패턴에 색을 추가하여 표시

순서 3 순서 4

선택한 패턴을 기 으로 먼 ‘보다
큰’ 패턴을 참고하여 추가여부 결정
이후 ‘보다 작은’ 패턴을 참고

(선택한 패턴과 연결 계있는 패턴만
표시됨)

다음 패턴을 표시하고,
패턴의 계를 고려하며 ‘보다 작은’

패턴방향으로 진행

순서 5 순서 6

‘보다 작은’ 패턴에서 연 되지 않으나
추가하고 싶은 패턴표시

‘최단경로’ 검색하여 추가되는 패턴
찾아보고 추가여부 결정

순서 7 순서 8

사용할 패턴 모두 표시
선택된 패턴의 계(링크) 정리 후
불필요한 노드를 정리하여
새로운 연결망 배치도 작성

<표 11> 집앞 포치를 한 연결망 배치도 제작과정

(2) 연결망 배치도 제작결과

의 제작과정을 통해 알 산더가 제시한 집앞 포치,

정원, 단독건물, 건물군 연결망 배치도를 제작하 다.

연결망 배치도에서 색깔이 있는 노드는 알 산더가 제

시한 패턴이며, 무채색의 노드는 패턴 선택과정 찾아

낸 계가 있는 하 패턴이다. <표 12>에서 사용패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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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굵은 씨의 패턴은 알 산더가 패턴언어를 제

작하며 선택한 첫 패턴들이다.

이 과정을 통해 패턴언어는 ‘보다 큰’ 패턴에서 시작해

서 ‘보다 작은’ 패턴 방향으로 계 연결되어 감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연결망 도구(Gephi)를 사용함으로 알

산더가 언 하지 않은 ‘선택한 패턴’의 완성을 돕는 ‘보

다 작은’ 련 하 패턴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한 ‘건물군’ 연결망 배치도 제작 기존 253개의 패

턴 이외에 알 산더가 제시한 새로운 로젝트에 필요한

패턴을 추가하여 기존 선택된 패턴들에 계 연결시켜

배치도를 제작할 수 있었다.

집앞 포치 연결망 배치도
련

하 패턴

121, 126, 142,
168, 169, 173,
174, 193, 205,
213, 214, 216,
217, 219, 220,
238, 243, 244,
247, 252

사용패턴

140. 거리에 면하는 개인
테라스
161. 양지바른 장소
163. 옥외실

167. 6피트의 발코니
120. 보행로와 목 지
190. 다양한 천장고
212. 모서리의 기둥

242. 앞 벤치
245. 올려진 화단
251. 다양한 의자

정원 연결망 배치도 련
하 패턴

116, 126, 127,
130, 134, 135,
140, 145, 159,
162, 164, 166,
171, 173, 174,
177, 178, 180,
191, 193, 201,
205, 209, 215,
226, 238,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사용패턴

111. 반쯤 가려진
정원
169. 계단식 경사면
170. 과일나무
172. 야생 정원

112. 출입구의 이
115. 활기 있는 정
118. 옥상정원
160. 건물의 가장자리
161. 양지바른 장소

163. 옥외실
167. 6피트의 발코니
168. 지면과의 연결
175. 온실
176. 정원의 의자

<표 12> 연결망 배치도 제작결과

단독건물 연결망 배치도

련 하 패턴

60, 61, 72, 80, 81, 82, 87, 88, 93, 99, 100, 101, 109, 114, 115, 121, 122, 128, 129,
140, 141, 142, 145, 147, 149, 150, 152, 154, 155, 163, 164, 165, 166, 167, 169, 170,
172, 173, 174, 176, 177, 182, 184, 188, 191, 192, 193, 195, 198, 199, 201, 202, 203,
204, 205, 209, 211, 212, 213, 215, 220, 221, 223, 224, 226, 227, 231, 237, 238,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50

사용패턴

41. 직장 커뮤니티
75. 가족
78. 독신자를 한 주택
95. 복합건물
96. 층수
98. 동선의 역
104. 지 정비
105. 남쪽을 향한

외부공간
106. 포지티 외부공간
107. 채
108. 연결된 건물들
110. 주출입구

112. 출입구의 이
116. 캐스 이드형 지붕
117. 감싸는 지붕
118. 옥상정원
119. 아 이드
127. 친 도의 변화
130. 실
133. 무 로서의 계단
134. 선 조망
135. 명암의 태피스트리
139. 농가의 부엌
144. 욕실
157. 가정 내 작업장

159. 각 실의 두면 채
160. 건물의 가장자리
161. 양지바른 장소
163. 옥외실
168. 지면과의 연결
171. 나무가 있는 장소
179. 알코
180. 창가
181. 불
188. 침 알코
190. 다양한 천장고
197. 두꺼운 벽
200. 개방된 선반

건물군 연결망 배치도

련 하 패턴

104, 110, 112, 124, 126, 128, 140, 142, 145, 147, 158, 161, 162, 164, 165, 166, 168,
171, 172, 173, 174, 176, 179, 180, 181, 183, 185, 192, 193, 197, 198, 199, 200, 201,
202, 205, 209, 210, 211, 212, 218, 219, 220, 221, 223, 224, 226, 227, 231, 237, 238,
241, 242, 243, 244, 245

사용패턴

53 주 문
95 복합건물
96 층수
97 가려진 주차장
98 동선의 역
99 주 건물
100 보행로
102 비슷한 모양의 출입구
105 남쪽을 향한 외부공간
106 포지티 외부공간
107 채
111 반쯤 가려진 정원
114 오 스페이스의 계
115 활기 있는 정
116 캐스 이드형 지붕

117 감싸는 지붕
119 아 이드
120 보행로와 목 지
123 보행자의 도
127 친 도의 변화
129 심부의 공용 공간
130 실
135 명암의 태피스트리
139 농가의 부엌
146 유연한 사무 공간
148 소규모 작업그룹
149 편안한 수 공간
150 기 장소
151 소규모 집회실
152 반 사 인 사무실

159 각 실의 두면 채
160 건물의 가장자리
163 옥외실
190 다양한 천장고
191 실내 공간의 형태

추가패턴

성인 주간치료
청소년 주간치료
아동 주간치료
외래환자
입원환자
행정실
응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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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연결망 분석도구를 사용해 크리스토퍼 알 산더의 패

턴언어 활용 가능성 확 를 해 진행한 본 연구의 결과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턴언어의 복잡한 계구조를 이해하기 해

연결망 분석도구(Ghphi)를 이용해 체 패턴언어를 분석

하 다. 1) 평균 연결망 분석을 통해 기존 패턴번호로 구

분되던 도시, 건축, 시공의 패턴이 연결망 그래 에서도

구별되어 연결됨을 확인했다. 한, 도시, 건축, 시공으로

구분된 패턴언어에서 건축부분이 체 연결 계 구조의

심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연결망 지름 분석을

통해 건축부분이 도시와 시공부분 패턴들 사이에서 계

연결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음과 도시, 건축, 시공의

‘보다 큰’ 패턴과 ‘보다 작은’ 패턴이 서로 빠르게 연결되

는 계구조로 구성되는 것을 밝혔다. 3) 모듈방식 분석

을 통해 패턴언어는 내부 으로 6개의 하 모듈로 나

어지며, 하 모듈을 통해 사용자가 모듈성격에 따라 원

하는 패턴을 선택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둘째, 설계방법인 패턴언어 사용도구로서 연결망 분석

도구의 가능성을 시험하기 해, 선정된 Gephi를 이용해

알 산더가 제시한 4개의 사례를 연결망 배치도로 제작

하 다. 이 과정을 통해 2장에서 제시된 기존 패턴언어

사용방법 문제 을 해결하는 1) 패턴도표와 연결망 배치

도를 사용하여 패턴을 검토하고 2) Gephi의 편집기능을

이용해 빠르고 정확하게 패턴을 선택하여 본인만의 패턴

언어를 만들고 3) 패턴언어의 수정과 재사용이 가능한

Ghphi의 사용방법을 제안하 다.

셋째, Gephi를 이용해 연결망 배치도를 제작한 결과

기존에 악하기 어려웠던 패턴들의 연결 계와 배치특

징을 쉽게 악할 수 있었으며, 사용자가 로젝트 패턴

언어 선정시 선택한 패턴의 련 하 패턴을 쉽게 찾아

낼 수 있으므로 알 산더가 주장하는 패턴언어의 완성도

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넷째, 건물군 연결망 배치도를 제작하며 기존 패턴언

어에 새로운 패턴 7개를 추가하 는데, 연결망 도구를

사용해 쉽게 패턴을 추가하고 계를 연결할 수 있었으

나, 계를 연결하는 명확한 기 이 없으므로, 이후 사용

자가 추가된 패턴들을 재사용할 시 계조합에 문제 이

발생할 것으로 상된다.

이상 본 연구를 통해 패턴언어의 복잡한 계구조를

이해할 수 있었고, 기존 패턴언어 사용방법의 개선방안

으로, 패턴언어 사용도구로서 연결망 분석도구(Gephi)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연구를 통해 연

결망 분석도구를 이용해 패턴언어를 국내 실내건축사례

에 용 분석해보고 그 성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

으며, 기존 253개의 패턴 이외에 새롭게 추가되는 패턴

들의 계조합의 명확한 기 을 제시한다면, 알 산더의

패턴언어를 설계방법의 하나로 국내에 용가능한 분명

한 방법론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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