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 SPOT

S H I N E

The <Shine> flagship fashion store in Causeway Bay, Hong Kong showcases how an
architectural reinterpretation of contemporary textile patterns & accessories can be seamlessly
integrated into fashion retail, creating a fascinating yet highly functional contemporary store.
Located in the Fashion Walk, the <Shine> optimises its relation to the street through an open
facade, visually doubling the space through a fully mirrored back wall. In the main room,
pieces from various designers are presented against a monochromatic background into a
flexible open shelving system. The cashier area in the back of the store conceals the fitting
rooms and storage entrance behind a continuously folded black steel wall that resembles
long folded dressing partitions and forms the most intimate and private area within the overall
shop. The most distinct feature of the store is its ceiling. Over 900 shimmering white cords are
woven into undulating overlapping planes that create ‘Moire patterns’ against the dark ceiling
backdrop. The ceiling plays on the shopper’s perception as walking underneath it suggest the
illusion of movement.

건축적으로 해석하여 패션 매장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한 기능적인 현대식 의류 매장이다.
<샤인>은 개방적인 파사드를 통해 거리와 잘 연계되며, 전면 유리로 이루어진 뒷벽을 통해 공간이
시각적으로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진다. 주공간에는 여러 디자이너의 작품이 단색조의 배경
속에서 유연하고 개방적인 선반 구조를 이루며 진열된다. 매장 뒤쪽의 계산대 영역에는 접을 수
있는 연속적인 검은색 강철 벽이 있으며, 이 벽면 뒤로 탈의실과 창고가 배치되어 전체 매장에서
가장 내밀하고 사적인 공간을 이룬다. 매장에서 가장 돋보이는 요소는 천장으로, 900개 이상의
반짝이는 끈은 서로 엮이고 파동치며 겹쳐진 면을 이루고 어두운 천장을 배경으로 일종의
‘모아레 무늬’
를 드리운다. 이렇게 디자인된 천장은 쇼핑객이 그 아래를 걸어갈 때 환영 어린
움직임을 만들어내며 사람들의 시각을 사로잡는다.

www.l-e-a-d.pro, www.nelson-chow.com

Design : The Laboratory for Explorative Architecture & Design Ltd. (LEAD), NC Design & Architecture Ltd. (NCDA)
Location : Shop B, G/F 5-7 Cleveland Street, Causeway Bay, Hong Kong Built area : 80m2 Completion : 2011
Finishing materials : Floor / Concrete, Walls / Mirrors, Light grey painted gypsum & plywood, Ceiling / Black paint,
White elastical cords Photographer : Dennis Lo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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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코즈웨이베이에 있는 플래그쉽 패션 매장 <샤인>은 현대 섬유 패턴과 액세서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