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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2

O f f i c EG r o U P o N
Design : de Winder Architekten

Design : Klaus de Winder, Kristin Schmidt, Uta Schrameyer, Lisa Theobald / de Winder Architekten  Client : 

Groupon GmbH  Location : Groupon GmbH, Oberwallstraße 6, 10117 Berlin, Germany  Built area : 8,500m2  

Photograper : Mark Seelen  Editorial designer : Shin Minki  Editor : Lee Kyoungeun

de Winder Architekten : Company founded by architects Klaus and Claudia de Winder, the 18-person firm 

provides complete architectural and interior design services. Their expertise ranges from expansion of older 

buildings, large new media work environments in registered historical buildings or new construction, law offices 

and special uses to world-class private residential and business expansions. Through intensive dialog with the 

client, a process evolves that results in custom solutions for every project.

The new Oberwaldstrasse headquarters of this 

international online coupon supplier replaces the 

four previous Berlin locations. With 800 employees, 

Groupon now manages all business in Germany and 

portions of its worldwide activities from offices in the 

historic heart of Berlin. The building, in the immediate 

vicinity of Hausvogteiplatz, was built in 1889 (Architect: 

Alfred Bohm) and originally contained a fashion 

house.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it served as 

studios for the ProSieben-Sat1 media firm. In the 

redesign for Groupon, stringent demands for different 

work environments required strategic handling of 

existing spatial relationships. With the exception of 

a few individual offices, the spaces are designed as 

open-plan offices. The design follows the concept of 

creating calm and clarity in the spaces, despite high 

employee density. Different color schemes identify the 

function of a work area. The colored conference boxes 

serve as clearly recognizable orientation points in the 

building. On every floor special spaces such as copier 

facilities, kitchens and stand-ups gleam as recurring 

points of color.   Text offer : de Winder Architek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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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베르발드스트라세 거리에 있는 국제 온라인 쿠폰 업체의 신규 본사는 4개의 베를린 지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800명의 직원과 그루폰은 유서 깊은 베를린의 중심지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독일은 물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우스보그타이플라츠 바로 

맞은 편 건물은 1889년에 (건축가 알프레드 봄) 세워졌으며, 초창기에는 의류 매장으로 문을 

열었으나 20세기 후반에는 미디어 회사 프로시벤-사트1의 스튜디오로 사용됐다. 그루폰은 다양한 

업무 환경이 요구되는 회사 상황에 따라 건물의 기존 공간을 전략적으로 재구성하길 원했고, 일부 

독립적인 업무공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간은 개방형으로 구성됐다. 디자인 개념은 많은 직원이 

사용하면서도 조용하고 영역이 명확하게 분리된 공간 구축으로, 이는 다양한 색채 계획을 통해 

각 업무공간의 정체성이 명확히 구분됐다. 색채가 돋보이는 회의 상자는 주목성이 뛰어나 건물의 

길 안내를 담당하며, 모든 층에 마련된 복사실, 주방, 발표실 등의 특별 공간은 강렬한 색채로 

칠해졌다.   글 제공 : 드 윈더 아키텍튼

드 윈더 아키텍튼 : 건축가 클라우스와 클라우디아 드 윈더에 의해 설립된 회사는 18명의 

디자이너와 함께 건축 및 인테리어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노후 건물의 증개축부터 

건축문화유산등재 혹은 신축 건물을 위한 첨단 미디어 업무 환경과 법률 회사 사무실, 일반 주거 및 

상업용 공간을 위한 세계적인 수준의 특별한 공간 구축을 전문으로 한다. 또한, 이들은 의뢰인과의 

심도 높은 대화를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작업마다 독창적인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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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NTRANCE

2 LOUNGE

3 WORK SPACE

4 MEETING ROOM

5 CONFERENC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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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h FLOOR PLAN

2Nd FLOO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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