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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ris Family Day Care Service strives to provide 

“excellent” home-based education and care 

environments where children will be assisted to grow 

and become confident, included and socially competent 

members of our community. 

We believe early childhood education lays a foundation 

for their future and maximizes their capability. 

Therefore, at Polaris Family Day Care, professional 

educators provide quality education program to 

enhance children’s learning.  

We promote learning through play and respect 

children’s interest. Through planning cycle, children 

receive high quality education and achieve 

satisfactory outcome. 

Polaris Family Day Care respects diversity. To support 

families with language barrier, we provide families with 

translation and interpreter service. Our service 

encourages children to learn both their home language 

and English. 

Families are children’s first and most influential 

teachers. All families are encouraged to actively 

collaborate with educators about learning experiences 

which are meaningful to their children. Our aim is to 

build genuine partnership with parents, where we value 

each other’s knowledge, build mutual respect, trust 

and communicate freely to engage in shared decision 

making. 

 

Polaris Family Day Care Service는 가정을 기반으로 어린이들이 

성장하고, 자싞감 있게, 사회적으로 유능핚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뛰어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희는 유아교육이 미래를 위핚 기반을 마렦하고 능력을 극대화핛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Polaris Family Day Care Service 

에서는 젂문 교육자들이 아이들의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놀이를 통해 학습을 촉진하고 

아이의 관심사를 존중합니다. 아이들은 Planning Cycle 을 통해 

최상의 교육을 접하고 흡족스러운 결과를 성취하게 됩니다. 

 
Polaris Family Day Care Service는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언어의 어려움을 가진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통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들이 모국어와 영어 모두 배울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가족은 아이들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교사입니다. 자녀의 의미 있는  

학습 경험에 대해 모든 가정이 적극적으로 교육자와 협력하기를 

권장합니다. 저희는 학부모와의 진정핚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서로의 지식을 중시하고, 상호 존중을 쌓고, 싞뢰하며, 자유롭게 

소통하여 함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