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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mpetition WINNER

Luxembourg Pavilion at DUBAI EXPO2020 Dubai, United Arab Emirates
Metaform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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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s Metaform architects Location Dubai, United Arab Emirates Use Pavilion
(Exhibition, Culture, Event, Restaurant) Gross Floor Area 2,100m2 Gross Volume 13,900m3
Bldg. Scale 3F Client GIE LUXEMBOURG @EXPO2020DUBAI Photo Metaform, Vyonyx
설계 메타폼 아키텍츠 위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용도 파빌리온 (전시, 문화, 행사, 레스토랑) 연면
적 2,100m2 용적 13,900m3 규모 지상 3층 발주처 2020 두바이 엑스포 룩셈부르크 사진 메타
폼, 비오닉스

17

18

2020 두바이 엑스포 룩셈부르크관
두바이 엑스포 2020에서 열리는 룩셈부르크 전시관의 테마는“기회 (Opportunity)”
이

The theme designated for the Luxembourg’s pavilion at Dubai EXPO2020 is “Opportunity”. It

다. 현재와 미래의 룩셈부르크 역사를 반영한다. 전시관은 작고 야심 차며, 흥미롭고

reflects the history of Luxembourg, its present and future. The proposed pavilion is like the

안정적이며 무엇보다 관대하고 개방적이다.

country: small and ambitious, intriguing and reassuring, and above all generous and open.

공식적인 제의는 하나의 표면 위에서 리본을 비틀고 접어 만들어 시작도 끝도 없기 때

The formal proposition is inspired by a Mobius strip, where twisting and folding of a ribbon

문에 무한함을 상징하는 뫼비우스의 띠와 순환 경제를 의미하는‘요람에서 요람으로’

results in one single surface, with no beginning and no end, symbolizing an infinity, and in the

라는 특정한 맥락에서 영감을 받았다. 파빌리온은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제작 및 구

particular context of ‘cradle to cradle’, the circular economy. The pavilion is modeled and

성하였으며, 리본의 넓이를 부분적으로 최적화하는데 필요한 가리개과 보호물을 만들

organized around this principle, while partial optimization of the width of a ribbon creates a

었다.

needed shade and protection.

인도와 건물 사이에 단형 후퇴 방식을 사용해 전체를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거리와 공간

A setback is created between the main walking street and the building itself, thus creating

을 만들었다. 이러한 체험은 대기 행렬에서부터 시작한다. 가이드로써 일종의 레드 카

certain distance and space, allowing for the clear perception of the whole. The experience

펫인 경사로는 방문객들이 건물의 내부와 외부 사이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starts at the waiting line. A ramp, as a sort of a red carpet, as a guide invites the visitor to

다. 내부와 외부 사이의 한계는 흐릿하다. 리본의 단면은 한 번에 한 층, 하나의 벽, 하

discover, leading the way between the inside and the outside skin of the building. The limit

나의 천장이기 때문에 다층으로 구성된 배경도법 캔버스와 같다. 이미지와 사람들의 지

between interior and exterior is blurred. The single face of the ribbon is at one time a floor, a

속적인 흐름은 시작점부터 2층 바닥까지 퍼져있다. 배경 도법과 건축 양식은 상호 보완

wall, a ceiling, hence the multilayered scenography canvas. Altogether, a continuous flux of

적이어서 방문객들이 전시실로 모일 수 있도록 한다. 교훈적이며, 상호적이고, 직관적

images and people is being distributed from the starting point to the top second floor.

인 방식으로 제작된 여러 영상과 애니메이션을 통해 각 국과 그 주민들을 설명한다.

Scenography and architecture are complementary, allowing the visitor to merge with the
exhibition. In didactic, interactive and intuitive way, different projections and animations

아래에서 위로의 여행은 연속적이지만 끊임없이 변화한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파빌리

show the country and its inhabitants.

온 안에서 움직이는 동안 경험의 힌트를 주는 것이다. 동시에 시각적인 연결은 서로
다른 레벨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분위기와 태도, 호기심을 제고하는 단계 사이에서 만

The journey from the bottom to the top is continuous but constantly changing. The aim was

들어진다.

to give a hint of this experience while moving inside the pavilion too. At the same time, visual
connections are created on different levels and between different stages, ambiances and
attitudes of people, enhancing curiosity. Written by Metaform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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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Floor Plan

1. Multipurpose Room
2. Exhibition Course

Ground Floor Plan
7. Technical Room
1. Restaurant
2. Kitchen
8. Suite VIP
3. Laundry Facilities 9. Administration
10. Souvenirs Shop
4. Fridge
5. Archives
11. Fast Food
12. Toilet
6. Waste

Section B-B

Section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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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ermanent Exhibition Hall
2. Exhibition Course
3. Bl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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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Floor Plan

Fa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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