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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 People’s Architecture Office

Headquartered in Beijing, Xiaozhu’s latest office

a single room. These sliced samples of domesticity

space is located in the city’s hi-tech center. Xiaozhu

include kitchen, living room, and bedroom and

is a peer-to-peer housing rental website. It is China’s

double as ad hoc meeting areas. <House Parts

rival to Airbnb and part of new ‘shared economy’. The

Office> features Tricycle House - workspaces on

unpredictability of its rapid growth requires a highly

wheels - that is a unique living space found in

flexible work environment and this needs conditions

China. Such spaces reflect Xiaozhu’s rental service

to encourage the exchange of ideas. The design

providing users with a wide spectrum of settings.

features spaces and furniture that easily combine

Tables with long span cantilever supported by only

and separate. Such designs are essential in fostering

four legs create undisrupted space underneath to

innovation in China’s emerging service economy.

provide flexible seating. Not only does this allow for

The office interior consists of a collage of various

space to expand, but passersby can sit down and

domestic spaces. The design inserts the casual

squeeze in for spontaneous conversation. Swivel

comfort of home life into the workplace. <House

Red Umbrella is suspended over the desk to provide

Parts Office> is conceived as a house that has been

light and electricity. A long conference table can be

divided and its parts dispersed throughout banal

separated into three smaller tables, allowing the

office interior. Shared interior finishes between split

conference room itself to be divided into smaller

spaces make apparent that adjacent portions refer to

rooms when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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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2

Design : He Zhe, James Shen, Zang Feng / People’s Architecture Office Design team : Jiang Hao, Zhang
Zhen, Amy Song, Ren Depei, Chen Yihuai Client : xiaozhu.com Location : Beijing, China Built area :
350m² Completion : July 2016 Photos offer : People’s Architecture Office Editorial designer : Shin
Minki Editor : Kim Sowon
People’s Architecture Office : Beijing-based People’s Architecture Office (PAO) was founded by He Zhe,
James Shen and Zang Feng in 2010, and consist of an international team of architects, engineers and urbanists.
With the belief that design is for the masses, PAO aims to be conceptually accessible and culturally pragmatic.
Their design approaches come from the framework of the real scale, global economics and flows, mass
production, mass markets and social networks. Their projects include the headquarters for 21Cake in Beijing,
the River Heights Pavilion, and the Tricycle House.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는 소저의 새 지점이 최근 도심 첨단기술센터에 자리 잡았다. 소저는

수 있다. 이 덕분에 넓은 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

에어비앤비에 맞서는 중국기업으로, 새로운‘공유 경제’
를 이끄는 곳이다. 예상외의 빠른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또한, 디자이너는 조명이나 전기 설비를 해결하기 위해 빨간색

성장세로 더 유연한 업무 환경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이디어 교환을 위한 소통이 자연스럽게

회전 우산을 책상 위에 매달았다. 기다란 회의용 책상은 세 개의 작은 책상으로 분리되어 필요에

이루어질 조건이 갖춰져야 했다. 그렇게 탄생한 사무실은 조합과 분리가 쉬운 공간과 가구가

따라 회의실을 작은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글 제공 : 피플스 아키텍처 오피스

특징이다. 이러한 디자인은 현재 중국에서 떠오르는 서비스 경제를 이끌 혁신적 분위기와
어울린다. 사무실은 가정집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공간이 콜라주 기법으로 구성되어 편안한 집

피플스 아키텍처 오피스 : 베이징에서 주로 활동하는 피플스 아키텍처 오피스 (PAO)는 허 저,

같은 분위기가 업무공간에 스며들었다. <하우스 파트 오피스>는 여러 공간으로 나뉘어 곳곳에

제임스 셴, 그리고 장 펑이 2010년에 설립한 회사로, 건축가, 엔지니어, 도시 계획가가 모여있는

흩어진 하나의 집이다. 분리된 공간 사이의 공공영역은 주변의 개인실과 뚜렷하게 구분되며,

국제적인 팀이다. 디자인은 매스를 위한 장식이라 생각하는 PAO는 문제에 개념적으로 다가가고,

주거공간을 잘라놓은 조각은 부엌, 거실, 침실, 즉석 회의실로 사용된다. <하우스 파트 오피스>의

문화를 실질적으로 반영한다. 그들은 세계 경제, 흐름, 대량 생산, 대량 시장 그리고 사회적

특징인 삼륜 오토바이 집은 바퀴 위에 마련된 업무공간이다. 이런 형태는 중국에서 볼 수 있는

관계망이라는 현실적인 테두리에서 디자인을 고민한다. 그들이 작업한 프로젝트로는 21케이크의

독특한 주거 방식이면서 여러 종류의 집을 빌려주는 소저의 임대 사업을 반영한 공간이기도

베이징 본사, 리버 하이츠 파빌리온, 그리고 세발자전거 하우스가 있다.

하다. 긴 캔틸레버로 된 책상은 네 개의 다리로만 서 있기 때문에 아래 공간을 자유롭게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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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PEN OFFICE
2 MEETING ROOM
3 CONFERENCE ROOM
4 LOUNGE
5 RECEPTION
6 BAR
7 MOBILE MEETING ROOM

5

5
2

6

2

6

2

2

7

7
7

7
7

2

2
3

1

1

3

4

0

FLOOR PLAN_option A

1

5

FLOOR PLAN_option B

bob

4

031

3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