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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en Moon
골든 문
LEAD | Kristof Crolla + Adam Fingrut
리드 | 크리스토프 크롤라 + 애덤 핀룻

The Golden Moon is a temporary architectural structure that explores how Hong Kong’s unique

골든 문은 고도로 표현적이고 눈길을 사로잡는 공공행사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building traditions and craftsmanship can be combined with contemporary design techniques in

홍콩의 독특한 건축 전통과 장인정신이 현대적인 설계기법과 어떻게 결합할 수

the creation of a highly expressive and captivating public event space. It was built for the 2012

있는지를 탐구하는 가설 건축구조물이다. 이 구조물은‘ 2012 중추절 연등축제

Mid-Autumn Festival Lantern Wonderland and was on display for 6 days in Hong Kong’s Victoria

원더랜드’를 위해 시공되어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6일간 전시되었다. 골든 문은

Park. The Golden Moon revisits the concept of a Chinese lantern and makes a direct link to the

중국식 연등의 개념을 재해석하여 중추절 축제에 얽힌 달의 여신 항아에 관한

Mid-Autumn Festival legend of Moon Goddess Cháng’é who can only meet her husband Houyi

설화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데, 설화에 따르면 항아는 그녀의 남편인 후예를

on the night of the Mid-Autumn Festival, when the moon is at its fullest and most beautiful. To

가장 아름다운 보름달이 뜨는 중추절 축제의 밤에만 만날 수 있다. 그들 사이에

symbolise the passionate love burning between them, the 6-storey-high, spherical moon lantern

타오르는 열정적인 사랑을 상징화하기 위해 달을 형상화한 6층 높이의 구형 랜턴에

is clad with abstracted flames in fiery colours and patterns.

작열하는 색상과 패턴으로 추상화된 불꽃들을 장식하였다.

The Golden Moon was built in only 11 days and shows how, through a combination of state-of-

11일만에 완공된 이 프로젝트는 최신 디지털 설계기법과 전통적인 수공예적

the-art digital design technology and traditional hand craftsmanship, complex geometry can be

장인정신의 결합을 통해, 복잡한 기하학이 매우 간단한 수단을 활용하여 얼마나

built at high speed and low cost with the simplest of means. It rethinks the premise of digital

빠른 속도와 저비용으로 시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디지털 디자인의

design by anchoring the paradigm in a strong materiality. With nearly 500,000 visitors during its

패러다임을 강력한 물성에 안착시킴으로써 디지털 디자인의 전제를 재고한다.

6-day lifespan, the pavilion used its dynamic space, structure, colour, texture and light to trigger a

6일간의 전시기간 동안 약 50만 명이 방문한 이 파빌리온은 그 역동적인 공간과

sensuous response from its visitors.

구조, 색상, 재질, 빛을 활용하여 방문객들로부터 감각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었다.

Location Victoria Park, Hong Kong Type Installation Opening date 2012. 9. 27 ~ 10. 2 Project team Kristof Crolla, Sebastien Delagrange, Dannes Kok, Kenneth Cheung and Yi Sa Chan of LEA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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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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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Ltd. (Steel), Wing Yick Scaffolders (Bamboo), Wings Design Production Ltd. (Fabric), LED Artist (LED & Sound) Sponsor Lee Kum Kee Photographer Kevin Ng, Grandy Lui, Pano Kalogeropoulos Editor
Saeromi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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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mboo + geodesic dome

elevation

LEAD : The Laboratory for Explorative Architecture & Design (LEAD) is a young

LEAD: :탐구적
리드
??????건축 및 설계를 위한 연구소의 약자인 리드(LEAD)는 홍콩과 앤트

Hong Kong & Antwerp based architectural design and research practice. LEAD

워프에 기반으로 하는 건축설계 및 연구사무소다. 리드는 현대적인 설계기법과

explores how architectural innovation can stem from the strategic integration

고도의 맥락적이고 프로젝트 자체적인 요인들의 전략적인 통합 및 조합을 통해

and combination of contemporary design technology and highly contextual and

건축적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한다. 리드는 광범위한 규모를 다루며,

project-specific parameters. Within its first two years of operation LEAD won the

초기 설계에서부터 시공 및 프로젝트 실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설립 후 첫

Hong Kong Global Design 2011 Excellence Award for their Shine Fashion Store,
received the 2012 Design For Asia Bronze Award for the Dragon Skin Pavilion.

fabric fl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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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리드는‘샤인 패션스토어’
로‘2011 홍콩글로벌디자인’우수상을 받았고,
‘드래곤스킨 파빌리온’
으로‘2012 아시아 디자인 어워드’동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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