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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en Moon
Design Kristof Crolla of Laboratory for Explorative Architecture
& Design Ltd.(LEAD) & Adam Fingrut
Design Team Sebastien Delagrange, Dannes Kok, Kenneth
Cheung and Yi Sa Chan (LEAD), Nicholas Benner, Chris Lee
(Anthropods Associates Ltd.), Paulina Lau (APT Engineering
Consultant Ltd.)
Construction Free Form Construction Co. Ltd. (Main Contractor),
Fonkwang Development Ltd. & Guangzhou Shipyard Company
Ltd. (Steel), Wing Yick Scaffolders (Bamboo), Wings Design
Production Ltd. (Fabric), LED Artist (LED)
Light & Sound Design LED Artist
Location Victoria Park, Football Pitch 1, Hong Kong S.A.R.
Area 1,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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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ion 2012
Photographer Kevin Ng, Grandy Lui, Pano Kalogeropoulos

The Golden Moon is a temporary architectural structure that
explores how Hong Kong's unique building traditions and craftsmanship can be combined with contemporary design techniques
in the creation of a highly expressive and captivating public event
space. It is the 2012 Gold Award winning entry for the Lantern
Wonderland design competition organised for the Mid-Autumn
Festival and was on display for 6 days in Hong Kong's Victoria
Park.
The lantern is placed in a reflection pool and is made large enough
for up to 150 people to enter and be fully immersed in the sound
and light experience.
Traditional materials for making lanterns, such as translucent fabric, metal wire and bamboo, have been translated to a large scale.
A light-weight steel geodesic dome forms the pavilion's primary
structure and is the basis for a computer-generated grid wrapped
around it. This grid is materialised through a secondary structure
from bamboo. This grid was then clad with stretch fabric flames,
all lit up by animated LED 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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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louration of the pavilion amplifies this effect of submergence
in a light wonderland. On top of the black painted steel structure,
which forms a neutral base, eight different, saturated colours of
stretch fabric are used for the flames. The colours gradually range
from ivory and yellow to intense orange, red and deep bordeaux.
The brightest colours are used at the tilted base whereas the darkest
colours are used at the pole where they, together with the more
scrambled geometry, make the pattern disintegrate into the black
night sky.
The Golden Moon was opened to the public in the evening and displayed a sound and light spectacle visible both from inside and outside the pavilion. The light show consisted of a main, fully pre-choreographed show that plays for 3 minutes every 15 minutes and was
alternated with a 12 min intermezzo. For the 3 minute show large
scale patterns had been designed specifically to be comprehensive
from a distance from where the dome can be seen as an isolated
object. Inside the dome these patterns became more abstract and
submerged people into an alternative world of sound, light and
colour. The 12 minute intermezzo was developed using non-linear,
non-repeating colour patterns from "agents" or "boids" that generate
flocking patterns similar to those found in nature in schools of fish
or flocks of birds. This was done to give the pavilion the impression
of being alive and create variety of the user experience throughout
Elevation B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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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en Moon vs. Hong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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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vening.
Text: LEAD

Interior Perspective B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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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ial View By Night
© Pano Kalogeropoulos

76

Light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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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전통 건축과 장인 정신을 현대의 설계 기술과 결합한 본 임시 건축 구조물은 풍부

전시관의 색상은 환하게 불을 밝힌 동화 속 세상에 들어온 듯한 효과를 준다. 흑색 도료

한 표현력과 매력을 지닌 공공 행사 공간이다. 이 작품은 홍콩 관광청이 한여름 축제를

로 마감하여 중립적인 느낌을 주는 철제 구조 위에 8가지 색상의 탄성 직물을 사용하여

위 해 주 최 한 2012 랜 턴 원 더 랜 드 현 상 설 계(2012 Lentern Wonderland Design

불꽃을 만들었다. 색상은 상아색에서 노란색, 강렬한 오렌지색, 빨간색, 짙은 와인색으로

Competition)에서 금상을 수상했으며, 6일간 홍콩 빅토리아 파크(Victoria Park)에 전시

점차 변해간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기저부에는 가장 밝은 색상을, 꼭대기에는 가장 어두

되었다.

운 색상을 적용한 이 구조물은 복잡한 기하학 무늬와 함께 밤하늘 속으로 타오른다.

반사 연못 위에 설치된 등불은 150명까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며, 흘러나오

골든 문(Golden Moon)의 첫 개장이 이루어진 야간에는, 전시관의 내부 및 외부에서 볼

는 음악과 조명으로 방문객을 분위기에 젖어들게 한다.

수 있는 음향과 조명 쇼가 연출되었다. 미리 프로그램화된 조명 쇼는 15분마다 한 번에 3
분동안, 12분 길이의 간주곡과 교대로 진행된다. 3분 길이의 쇼에는 거대한 무늬를 특별

반투명 직물, 금속 전선, 대나무 등 등불의 제작에 사용된 전통 재료는 규모를 확대하여

히 제작하여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게 하였다. 먼 거리에서는 마치 고립된 물체처럼 보이

재해석하였다. 경량 강철로 제작한 측지 반구는 전시관의 주요 구조로서, 컴퓨터로 제작

는 반구 안에서 이러한 무늬들이 더욱 추상적인 형태로 변하며, 음향과 조명, 색상의 결

한 격자를 기초로 구조물 주변에 대나무로 덧입혀 격자를 완성하였다. 그런 다음 탄성이

합으로 탄생한 또 하나의 세계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12분 길이의 간주곡 시간

강한 직물로 마감하여 불꽃 모양을 만들고, 발광 다이오드 조명을 설치해 생기를 더했다.

에는 물고기 떼나 새의 무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비선형 패턴을 사용하고 색이 중복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이와 같은 접근을 통해 전시관에 활기를 부여하고, 야간에
는 공간 경험에 다채로움을 선사한다.
글: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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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ance By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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