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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day living. Simply by way of removing and

Meanwhile, the kitchen, study, walk-in close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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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ucturing the walls within the space, the result-

master bathroom are host to rich pastels and dark

Design Lim + Lu

ing interior is strategically designed to appear more

jeweled tones, tastefully combined with patterned

Designer Elaine Lu, Vincent Lim

expansive. By replacing the walls that compartmentaliz-

ceramic tiles to juxtapose the core living space with

Photographer Nirut Benjabanpot

ed the apartment with glass and steel sliding doors,

the extensions. The thresholds created by the subtle

natural light is able to pass through from room to

distinctions of color, texture and material maintain

room, flooding the newly reconfigured dwelling.

a fluidity to allow the space to blend effortlessly to-

Lim + Lu, the young New York-born multidisciplinary

The aesthetic is clean, fresh, and sophisticated. Though

gether as one.

design practice, announced the completion of their

evocative of a loft’s spatial continuity, Lim + Lu aimed

Transitioning from their earlier furniture pieces, Lim +

apartment in Hong Kong that doubles as the pair’s

to avoid any association with the now ubiquitous New

Lu has carefully constructed their apartment-show-

showroom. The 111㎡ revamped apartment neigh-

York industrial style. Moving away from the ubiquity

room to adhere to today’s sought-after flexible way

boring the Happy Valley Racecourse reflects the pair’s

of industrial-‘chic’, the pair deliberately chose hues

of living. The pair have used this particular aesthetic

versatile and colorful design aesthetic.

that would inject fresh life into the space. The walls of

framework to complement their newly-launched name-

Lim + Lu’s apartment transformation alludes to a fle-

the living room and bedroom are painted white with

sake furniture pieces which feature prominently through-

xible living environment that reflects the versatility of

black accents, signaling spaces of rest and relaxation.

out the space.

Happy Valley
Residence,
Hong Kong
Lim + Lu
Lim + Lu is an inter-disciplinary architectural design practice founded
in New York City and currently based in Hong Kong. Lim + Lu provides
architecture, interior, graphic, furniture and product design services
for clients internationally. Lim + Lu’s designs, inspired by simple vignettes
from everyday life, push the trend of individualization by presenting
flexibility, practicality, and a breath of fresh air in every pi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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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태생의 젊은 듀오인 림 + 루는 다양한 디자인 활동에 참여한 바 있으며, 이들 듀오는 홍콩의 아파트를 완성했다고 밝혔
다. 아파트 규모는 쇼룸의 2배 크기에 해당한다. 해피 밸리 레이스코스 인근 111㎡ 규모의 아파트 개조는 듀오의 다재다능하
고, 화려한 디자인 미학을 반영했다.
림 + 루의 아파트 개조작업은 현대적인 삶이 가진 융통성을 반영하는 유연한 주거환경에 대해 언급한다. 공간 내 벽을 제거하
고, 재구축한 결과 실내 공간은 이전보다 전략적으로 확장됐다. 아파트를 구분하는 벽면을 유리와 스틸 슬라이딩 도어로 교체
하는 방법으로 자연광이 실내에서 실내로 이동할 수 있으며, 새롭게 재배치된 주거 공간이 됐다.
이곳은 깔끔하면서도 신선하고, 정교한 점을 미적인 면으로 꼽을 수 있다. 로프트의 공간적 연속성을 유발하는 한편 림 + 루는
오늘날 뉴욕에서 흔한 산업 스타일과의 연계를 피하려 노력했다. 산업적 ‘세련됨’의 편재성에서 벗어나, 듀오는 공간에 신선한
삶을 불어넣을 색조를 계획적으로 선택했다. 거실과 침실의 벽면은 흰색으로 꾸미고, 검은색으로 강조했다. 공간은 휴식을 취하
는 공간이 된다. 한편, 주방과 공부방, 큰 벽장과 마스터 욕실은 풍부한 파스텔과 짙은 보석 톤을 채택했으며, 패턴 세라믹 타
일을 세련된 방식으로 처리해 거실 공간을 배치했다. 미묘한 색상과 질감, 소재를 활용한 문지방은 유동성을 유지해 어려움 없
이 공간을 하나로 통합한다.
림 + 루 듀오는 초기 가구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아파트-쇼룸을 주의해 구축하고, 오늘날 인기 있는 유연한 삶의 방식을 고수
했다. 듀오는 자신들의 이름으로 새롭게 출시한 가구를 보완하기 위해 이렇게 특수한 미적 구조를 사용했다. 가구는 주로 공
간을 통해 두드러지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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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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