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 SPOT

The natural design in shape, material and colors support the pedagogical concept of the kindergarten. The
combination of natural materials with a simple, clear design brings calmness and structure into the daily routine
of the kids. The commercial space used to be a former sauna. baukind, together with the client tried to conserve
as many trades of this sauna as possible: the salt walls of the former salt sauna room were saved and even a little
sauna cabin was kept. Here the kids enjoy a weekly sauna session. Throughout the kindergarten multifunctional
areas and elements were created. The installed trees invite to indoor climbing and exercise. Also, Platforms offer
storage room and play niches, tables serve also as a playing shop for kids, a wooden tunnel serves as seating
bench, the hallway wall becomes an instrument, etc.

형태, 소재, 색감에 있어 자연적인 디자인은 유치원의 교육 방침을 뒷받침하고, 단순하고 깔끔한 디자인에
더해진 자연적 소재들은 아이들에게 고요한 환경을 선사한다. 본래 사우나 시설로 이용됐던 이곳에 건축주와
바우카인드는 가능한 한 기존 요소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따라서 사우나의 소금 방이었던 영역의 소금
벽은 그대로 남아있으며, 작은 사우나 통도 보존되어 이곳에서 아이들은 매주 사우나 시간을 가진다. 유치원
구석구석에는 다 기능적인 요소들로 조성됐는데, 설치된 나무는 실내 클라이밍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놀이 시설을
마련해준다. 또한, 마루 형태의 플랫폼은 수납공간과 놀이 공간을 제공하며, 테이블은 아이들을 위한 놀이가게의
대용이 되고, 나무로 된 터널은 벤치 역할을, 복도의 벽은 그 자체로 악기의 역할을 수행한다.

www.baukind.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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