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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ATION

 영어로는 HYBRIDIZATION 인 이 단어는 이종교배를 뜻한다. 앞선 
HYPERCITY와 흐름 FLOW 에 대한 연구에서 우리는 현대의 도시의 
일반화 GENERIC CITY 과정에 대해 보았고, 이 현상이 물리적 비물리적 
흐름의 방법의 발전에 의해 가속화됨에 집중하였다.

  한 도시는 자신만의 이미지를 갖는다. 여기서의 이미지는 도시가 
갖는 시각적 특성인 건축의 형태나 도시의 전경 뿐만아니라, 그 
도시의 경제적 위치, 기능적 특성, 도시민들의 분위기등의 
비시각적인 특성들을 포함한 그 도시만의 성격을 말한다.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는 그 도시를 관통하거나 그 도시에서 시작 또는 
종료되는 흐름들에 의해 외부로 전해지고, 외부의 다른 도시들의 
이미지 또한 같은 과정에 의해 그 도시로 전해진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통해서 각 도시들은 각자의 기반위에 타 도시의 잇점들을 받아들여 
변해과는 과정을 갖게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HYBRIDATION 으로 
보았다.

 HYBRIDATION은 교환과 소통에 의해 발생되고 발전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하나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자연적이고 심미적임과 동시에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HYBRIDATION은 사회현상과 심미적인 부분을 아우르는 
도시의 긍정적 발전의 건축적 해결방법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을것이다.



PANTIN

PHYSICAL NETWORK

NEEDS OF DIGITAL NETWORK

 Pantin은 파리외곽에 위치한 위성도시 banlieue de paris 로 Ourcq 운하를 끼고 있다. 19세기부터 산업의 활성화로 부흥을 이루었지만 2번의 
전쟁과 산업의 변화로 인해 현재는 도시의 산업적 기능을 많이 상실한 상태이다.

 비교적 잘 형성되어 있는 물리적흐름에 비해 PANTIN은 자신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고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다. 우리는 그 원인을 DIGI-
TAN NETWORK로 대변되는 비물리적 흐름의 부재라고 판단하였다. PANTIN의 현재 이미지를 생성하고 전송함과 동시에 도시민들간의 
새로운 소통의 장소로 기능할수 있는 디지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중교통 구간별 속도비교 대중교통 대비
도보가능 권역



DIGITAL NETWORK ACROSS THE CITY

CONCEPT

- 디지털네트워크로의 접근이 자유로운 물리적 공간 형성
- 거리와 속도에 영향을 받지않는 독립적 흐름 생성
- 도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 도시이미지 형성을 통한 타도시와의 교류활성화 

SERVER CENTER
- SERVER CENTRAL
- SYSTEM CONTROL
- EDUCATION SPACE
- EXHIBITION

CONTENTS in SERVER
- HISTORY OF PANTIN- HISTORY OF PANTIN
- MAGAZINES AND JOURNALS
- BOOK ELECTRONIC
- PRACTICAL INFORMATIONS
- EMPTY SPACE

 

MAIRIE

SOUTIEN SCOLAIR

CYBER CAFÉ

MUSÉE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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