おしえて！日本の小学校（カンボジア語）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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映像

シーン説明

セリフ・効果音

■タイトル

おしえて！日本の小学校

02
00：07

「おしえて！日本の小学校」

アレク「今から、日本の小学校について紹介して
いくよ。自分の国とは違う習慣がたくさんある
よ。ボクのクラスの友だちが作ってくれたカー
ドを使って、一つずつ見ていこう」
先生「それでは、まず小学校の一年間の主な行事
を紹介しましょう」

TRANSLATION
«សូ មប្រាប់ខ្ញុំអុំពីសាលាបឋមសិក្សាជ
ប៉ុន!»

អាឡិច៖ «ពពលពនេះ
ខ្ញុំនឹងណែនុំអុំពីសាលាបឋមសិក្សា
ពៅប្របពេសជប៉ុន។
មានេុំពនៀមេមាាប់ជាពប្រចន
ើ ណែលខ៉ុស
ពីប្របពេសរបស់ខ្ញុំ។
ខ្ញុំនឹងពប្របើកាតណែលមិតតភក្សត ិក្សនញងថ្នាក្ស់
របស់ខ្ញុំានព្វ ើឱ្យខ្ញុំ
ព េះពមើលវាមត ងមួ យៗ»
ប្ររូ៖ «អ៉ុីចឹង
ជាែុំបូងខ្ញុំសូមណែនុំអុំពប្រី ពឹតតិការែ៍
សុំខាន់ៗប្របចុំឆ្ាុំពៅសាលាបឋមសិ
ក្សាជាម៉ុនសិន»

03
00：29

カード名
「日本の学校」

「日本の学校」

«សាលាជប៉ុន»

先生「日本の小学校は６年間です。６歳から１２
歳まで通います。その後の中学校３年間までが
義務教育です。

ប្ររូ៖
«សាលាបឋមសិក្សាពៅក្សនញងប្របពេសជ
ប៉ុនមានរយៈពពលសិក្សាចុំនួន 6 ឆ្ាុំ។
ចូ លពរៀនពីអាយ៉ុ 6 ឆ្ាុំែល់ 12 ឆ្ាុំ។
រហូ តែល់ថ្នាក្ស់អន៉ុ វ ិេាល័យ 3 ឆ្ាុំ
បនាប់ពីពនេះរឺជាការអប់រំជាកាតពវ
ក្សិច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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カード名
「学校の 1 年」

「学校の 1 年」

«កាលវ ិភារ 1 ឆ្ាពុំ ៅសាលា»

先生「日本の学校は毎年４月に始まって、３月
に終わります。
多くの学校は、１年間を２つまたは３つの学期
に分けています」

ប្ររូ៖
«សាលាពៅជប៉ុនចប់ព្ត ើមពៅណខពម
សា និងបញ្ច ប់ពៅណខមីន
ជាពរៀងរាល់ឆ្ាុំ។
សាលាពរៀនភារពប្រចើនណបងណចក្សឆ្ាុំសិ
ក្សាជា 2 ឬ 3 ឆមា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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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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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4

カード名
「1 学期」

カード名
「2 学期」

アレク「各学期の主な学校行事を紹介するよ。学
校行事の名前や内容、時期は、住んでいる地域
や学校によって違うものもあるよ」

អាឡិច៖
«ខ្ញុំនឹងណែនុំអាក្សអុំពីប្រពឹតតកា
ិ រែ៍សា
លាពរៀនសុំខាន់ៗក្សនញងឆមាសនីមួយៗ។
ព្មេះ ឬខា ឹមសារ
និងពពលពវលាននប្រពឹតតិការែ៍សាលា
ខា េះ
ខ៉ុសគ្នាពៅ មតុំបន់ណែលអា ក្សរស់
ពៅ និងសាលាពរៀន»

「１学期」

«ឆមាសេី 1»

先生「３つの学期に別れている場合、１学期は４
月～７月です。４月には入学式があります。７
月の終わりから夏休みになります。

ប្ររូ៖ «ប្របសិនពបើណបងណចក្សជា 3
ឆមាស ឆមាសេី 1 រឺចប់ពីណខ ពមសា
ែល់ ណខក្សក្សក ដា។
ពៅណខពមសាមានពិ្ីពបើក្សបពវសន
កាល។ ពៅច៉ុងណខក្សក្សក ដា
នឹងចូ លវ ិសសមកាលរែូ វពតត។

「2 学期」

«ឆមាសេី 2»

２学期は地域によって違いますが、多くは８月
末から開始します。１２月末までが２学期で
す。１０月頃には運動会が行われ、多くの学校
では家族も来て、応援したりお弁当を一緒に食
べたりします。

ឆមាសេី 2 រឺណប្របប្របួលពៅ មតុំបន់
ប៉ុណនត ភារពប្រចើនចប់ព្ត ើមពៅច៉ុងណខ
សីហា។ ឆមាសេី 2
បញ្ច ប់ពៅច៉ុងណខ្ន ូ។
ពៅក្សនញងអុំឡ
ុ ងណខត៉ុលា
េិវាក្សីឡាប្រតូវានប្រារពធ ព្វ ើពឡើង
ពហើយសាលាភារពប្រចើនមានប្រក្ស ុមប្ររួ
សារមក្សពលើក្សេឹក្សចិតត
ឬញុអា
ុំ ហារនងៃប្រតង់ជាមួ យគ្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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カード名
「3 学期」

「3 学期」
１２月末から年が明ける１月初めまでは冬休み
です。
３学期は１月から３月です。 ３月末からの春休
みを挟んで、次の学年に進級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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カード名
「行事や活動」

«ឆមាសេី 3»
ចប់ពីច៉ុងណខ្ន ូ ែល់ពែើមណខមក្សរា
ននឆ្ាុំងមី រឺជា វ ិសសមកាលរែូ វរងា។
ឆមាសេី 3 រឺចប់ពីណខមក្សរា
ែល់ណខមីន។
បនាប់ពី វ ិសសមកាលនិទាឃរែូ វណែល
ចប់ព្ត ើមពៅច៉ុងណខមីនរ ួច
សិសសនឹងពឡើងថ្នាក្ស់បនាប់។

アレク「運動会は学校によって、春か秋かどちら
かになることが多いよ」

អាឡិច៖
«េិវាក្សីឡាពប្រចើនណតប្រារពធ ពឡើងពៅនិ
ទាឃរែូ វ
ឬរែូ វសា ឹក្សព ើប្រជ ុេះអាប្រស័យពលើសាលា
ពរៀន»

「行事や活動」

«ប្រពឹតតកា
ិ រែ៍ និងសក្សមម ភាព»

先生「他にも、遠足や学校の外で行う体験活動、
クラブ活動、健康診断、授業参観など、様々な
行事や活動があるんですよ」

ប្ររូ៖ «ពប្រតពីពនេះ
ក្ស៏មានប្រពឹតតិការែ៍និងសក្សមម ភាពព្ស
ងៗ ែូ ចជាែុំពែើរក្សមានត
សក្សមម ភាពពប្រតសាលាពរៀន
សក្សមម ភាពក្សា ឹប ការពិនិតយស៉ុខភាព
និងប្ររួសារពៅពមើលថ្នាក្ស់ពរៀន»

アレク「次は、学校生活の決まりを紹介するよ」

អាឡិច៖«តមក្សពេៀត
ខ្ញុំនឹងណែនុំអុំពី វ ិន័យននជី វ ិតពៅក្សនញ
ងសាលា»

先生「みんなの国とは違うことがたくさんあるか
もしれないけど、ひとつずつ見ていきましょ
う」

ប្ររូ៖«ប្របណហលជាមានពរឿងជាពប្រចើនណែ
លខ៉ុសពីប្របពេសរបស់អាក្ស
ឥឡូវសូ មពិនិតយពមើលមត ងមួ យ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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カード名
「登 校」

「登校」

«ការពៅសាលា»

アレク「小学校には、子供だけで歩いて登校する
よ。地域によっては家の近い子どもたちが集ま
って集団で登校する場合もあるんだ。決められ
た時間までに登校して、遅刻しないようにしよ
う」

អាឡិច៖ «ពៅសាលាបឋមសិក្សា
សិសសពែើរពៅសាលាពដាយខល ួនឯង។
ពៅតុំបន់ខាេះ
ក្ស៉ុមារណែលពៅ្ា េះជិតគ្នាជួ បជ៉ុុំគ្នា
ពហើយពែើរពៅសាលាពរៀនជាប្រក្ស ុម។
សូ មពៅសាលាពរៀនឱ្យទាន់ពពលពវលា
ណែលានក្សុំែត់
ពហើយពាយាមក្ស៉ុុំឱ្យយឺត»

アレク「日本の小学校に通うために、家族がラン
ドセルと上履きを用意してくれたんだ」

អាឡិច៖
«ប្ររួសារខ្ញុំានពរៀបចុំកាបូ បសាាយ
និងណសែក្សពជើងសប្រមាប់ពាក្ស់ក្សនញងអគ្ន
រឱ្យខ្ញុំ
ពែើមែីពៅពរៀនពៅសាលាបឋមជប៉ុ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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カード名
「朝のあいさつ」

カード名
「学校を休むとき」

「朝のあいさつ」

«សាវរមន៍ពពលប្រពឹក្ស»

先生「朝の挨拶はなんて言うか分かる？」
アレク「おはよう」
友達「おはよう」
アレク「先生や目上の人にはおはようございま
す。朝はこうやって挨拶するよ」

ប្ររូ៖«ពតើអាក្សែឹងថ្នសាវរមន៍ពពលប្រពឹ
ក្សពរនិយាយែូ ចពមត ចពេ?»
អាឡិច៖«អូ ហាយូ »
មិតតភក្សត ិ៖«អូ ហាយូ »
អាឡិច៖«ចុំពពាេះប្ររូ
ឬមន៉ុសសចស់ជាងរឺ
អូ ហាយូ ហកញនហសមាស។
ពពលប្រពឹក្សពយើងសណមត ងសាវរមន៍គ្នា
ណបបពនេះ»

「学校を休むとき」

«ពៅពពល

アレク「病気になった時や、重要な用事があって
学校を休む時は、家の人から学校に連絡しても
らうようにしようね」

អាឡិច៖«ពៅពពលណែលអា ក្ស ឺ
ឬពៅពពលអា ក្សអវតត មានពីសាលាពដា
យសារមានការសុំខាន់
សូ មឱ្យអា ក្ស្ា េះទាក្ស់េងមក្សសាលា»
អាឡិច៖«ពតើអាក្សែឹងថ្នប្រតូវព្វ ើែូចពមត
ចពៅពពលចូ លក្សនញងអគ្នរសិក្សាពេ?»

アレク「校舎に入るときは、どうするか分かるか
な？」

ប់សប្រមាក្សពីសា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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カード名
「学校に入るとき」

カード名
「教 室」

カード名
「担任の先生」

カード名
「全校集会」

「学校に入るとき」

«ពៅពពលចូ លសាលា»

アレク「こうやって履いてきた靴を学校の昇降口
で 脱いで 、上 履きに はきか える よ。入 口に は
『下駄箱』という靴を入れるロッカーのような
も のがあ るの で、脱 いだ靴 はそ こにし まう ん
だ」

អាឡិច៖ «រឺថ្ន
ពយើងពដាេះណសែក្សពជើងណែលពាក្ស់មក្ស
ពៅប្រចក្សចូ លសាលា
ពហើយបតរពៅពាក្ស់
ូ
ណសែក្សពជើងសប្រមាប់
ពប្របើក្សនញងអគ្នរវ ិញ។
ពៅប្រចក្សចូ លមានេូ ដាក្ស់ណសែក្សពជើង
ពៅថ្ន «ពហក ាក្ស៉ុ»
ែូ ពចា េះណសែក្សពជើងណែលពដាេះប្រតូវដាក្ស់
ពៅេីពនេះ»
«ថ្នាក្ស់ពរៀន»

「教室」
アレク「ここが教室だよ。クラスごとに決まった
教室があって、担任の先生がいるよ」

អាឡិច៖«េីពនេះរឺជាថ្នាក្ស់ពរៀន។
ថ្នាក្ស់នីមួយៗមានបនា ប់ពរៀន
និងប្ររូប្របចុំថ្នាក្ស់ពរៀងៗខល ួន»

「担任の先生」

«ប្ររូប្របចុំថ្នាក្ស់»

アレク「担任の先生が、ほとんどの教科を教えて
くれるよ。でも、音楽や図工などは、専門の先
生が教えてくれる学校もあるんだ。中学校にな
ると、教科ごとに教える先生が変わるんだよ」

អាឡិច៖«ប្ររូប្របចុំថ្នាក្ស់
បពប្រងៀនពសា ើរណតប្ររប់ម៉ុខ វ ិជាា។ ប៉ុណនត
ពៅសាលាខា េះមានប្ររជ
ូ ុំនញណែលប
ពប្រងៀនម៉ុខ វ ិជាាែូ ចជាតន្តនតី ឬរុំនូរ។
ចូ លែល់អន៉ុ វ ិេាល័យ
ប្ររូបពប្រងៀនផ្លាស់បតរពៅ
ូ
មម៉ុខ វ ិជាា
នីមួយៗ»

「全校集会」

«ការប្របជ៉ុុំសាលាទា ុំងមូ ល»

アレク「日によって全校集会があって校長先生の
お話や、連絡事項を聞くんだよ」

អាឡិច៖«ពៅនងៃ ខាេះមានការប្របជ៉ុុំសា
លាទា ុំងមូ លណែលពយើងសាតប់ការនិយា
យរបស់នយក្សសាលា
ឬពសចក្សត ីប្របកាសព្សងៗ»

20
06：00

21
06：21

22
06：43

23
07：04

カード名
「月曜日の持ち物」

カード名
「毎日の持ち物」

カード名
「学校での服装」

カード名
「制 服」

「月曜日の持ち物」

«អវ ីណែលប្រតូវយក្សពៅពៅនងៃចនា »

アレク「月曜日に持ってくる持ち物を確認する
よ。週末に持ち帰った上履きや体操服、当番の
場合は給食当番の白衣を洗って持ってくるん
だ」

អាឡិច៖«ពយើងពិនិតយពមើលនូ វអវ ីណែល
ប្រតូវយក្សពៅពៅនងៃ ចនា ។
ណសែក្សពជើងពាក្ស់ក្សនញងអគ្នរ
និងពខាអាវក្សីឡាណែលានយក្សមក្ស
្ា េះកាលពីច៉ុងសាតហ៍
ប្រពមទា ុំងអាវស
ប្របសិនពបើប្រតូវពវនអាហារនងៃប្រតង់
ប្រតូវពាក្សពហើយយក្សមក្សជាមួ យ។

「毎日の持ち物」

«អវ ីណែលប្រតូវយក្សពៅរាល់នងៃ»

アレク「毎日の持ち物を確認しよう！これはふで
箱、これは連絡帳、これは給食用のナプキン。
あとは教科書などを持ってくるんだよ。
」

អាឡិច៖
«ព េះពិនិតយពមើលនូ វអវ ីណែលប្រតូវយក្ស
ពៅរាល់នងៃ ! ពនេះជាប្របអប់ប ៊ិច
ពនេះជាពសៀវពៅេុំនក្ស់េុំនង
ពហើយពនេះជាក្សូ នក្សណនសងសប្រមាប់អា
ហារនងៃ ប្រតង់។ បនាប់មក្ស
យក្សពសៀវពៅព៉ុមាជាពែើម។»

「学校での服装」

«សពមា ៀក្សបុំពាក្ស់ពៅសាលា»

アレク「学校に通う時の服装は、動きやすい服装
であれば特に決まりはないんだけど、アクセサ
リーやマニキュアなどは学校には付けてこない
ようにするよ」

អាឡិច៖«សពមា ៀក្សបុំពាក្ស់ណែលពាក្ស់
ពៅសាលាពរៀន
មិនមានវ ិន័យអវ ីពេែរាបណា
វាងាយប្រសួលព្វ ើចលន
ប៉ុណនត ក្ស៉ុុំពាក្ស់ពប្ររឿងអលងាករ
ឬពប្ររឿងព្វ ើប្រក្សចក្សជាពែើមមក្សសាលា
ពរៀន»

「制服」

«ឯក្សសណា
ា ន»

先生「学校によっては小学校から制服がある場合
もありますが、ほとんどは私服で登校します。
中学校からは制服になります」

ប្ររូ៖
«សាលាខា េះមានឯក្សសណា
ា ន ុំងពីថ្នា
ក្ស់បឋមសិក្សា
ប៉ុណនត ភារពប្រចើនសិសសពៅសាលាពរៀន
ពដាយពសា ៀក្សពាក្ស់្មម ។
ចប់ពីថ្នាក្ស់អន៉ុ វ ិេាល័យពៅប្រតូវពសា ៀ
ក្សពាក្ស់ឯក្សសណា
ា ន»

24
07：24

25
07：40

カード名
「時間割」

カード名
「持ち物に名前を書く」

「時間割」

«កាលវ ិភារ»

先生「翌日の支度を、時間割を確認してしっかり
としましょうね」

ប្ររូ៖«ពយើងពរៀបចុំសប្រមាប់នងៃបនាប់ឱ្យ
ានចាស់
ពដាយពិនិតយពមើលកាលវ ិភារ»

「持ち物に名前を書く」

«សរពសរព្មេះពៅពលើសមាារៈរបស់ពយើ
ង»

アレク「持ち物には全部、自分の名前を書くんだ
よ」

26
07：54

27
08：14

28
08：30

29
08：48

カード名
「いろいろな教科」

カード名
「宿 題」

カード名
「授業時間」

カード名
「いろいろな教室」

អាឡិច៖«ពយើងប្រតូវសរពសរព្មេះពៅ
ពលើប្ររប់សមាារៈណែលពយើងមាន»

「いろいろな教科」

«ម៉ុខ វ ិជាាព្សងៗ»

アレク「学習する教科の名前を覚えよう。国語、
算数、理科、社会、体育、音楽、図工などだ
よ」

អាឡិច៖«ចូ រចងចុំព្មេះម៉ុខ វ ិជាាណែ
លប្រតូវពរៀន។ ភាសា រែិត វ ិេា
វ ិេាសាន្តសត សងម ម ក្សីឡា តន្តនតី រុំនូរ
។ល។»
«ក្សិចចការ្ា េះ»

「宿題」
先生「家でも勉強の復習ができるように、プリン
トやドリルなどの宿題が出ます」

ប្ររូ៖«មានក្សិចចការ្ា េះែូ ចជាប្រក្សដាស
ប្រពីន
និងលុំហាត់ពែើមែីឱ្យអា ក្សអាចពរៀនសារ
ពឡើង វ ិញពៅ្ា េះ»

「授業時間」

«ពមាងសិក្សា»

先生「授業時間は１時限あたり４５分です。
中学校になると５０分になります」

ប្ររូ៖«ពមាងសិក្សាក្សនញង 1 ពមាងមាន45
នេី។
ចូ លែល់អន៉ុ វ ិេាល័យមាន 50 នេី»

「いろいろな教室」

«ថ្នាក្ស់ពរៀនព្សងៗ»

先生「小学校には、自分の教室以外にも特別教室
があります。学年が上がって来ると、教室を移
動して授業をすることが多くなります」

ប្ររូ៖«ពៅសាលាបឋមសិក្សា
ពប្រតពីថ្នាក្ស់ពរៀនរបស់ខល ួនក្ស៏មានថ្នាក្ស់
ពរៀនពិពសសណែរ។
ពៅពពលពឡើងែល់ថ្នាក្ស់កាន់ណតខា ស់
អា ក្សនឹងផ្លាស់បដ ូរថ្នាក្ស់ពរៀនកាន់ណតពប្រចើ
ន»

30
09：09

31
09：16

32
09：34

33
09：46

34
09：59

35
10：21

カード名
「音楽室」

カード名
「理科室」

カード名
「図工室」

カード名
「家庭科室」

カード名
「パソコン室」

アレク「それじゃ、この絵の中で、音楽室はどれ
でしょう」

អាឡិច៖«អ៉ុីចឹង ពតើក្សនញងរ ូបទា ុំងពនេះ
មួ យណាជាបនា ប់តន្តនតី»

「音楽室」

«បនា ប់តន្តនតី»

アレク「音楽室はこれ。楽器を使って演奏をした
り、みんなで歌ったりする教室だよ」

អាឡិច៖«បនា ប់តន្តនតីរឺមួយពនេះ។
វាជាថ្នាក្ស់ណែលពយើងពលងពភា ងពដាយ
ពប្របើឧបក្សរែ៍ពភា ង
ឬពប្រចៀងជាមួ យគ្នា»

「理科室」

«បនា ប់ វ ិេាសាន្តសត»

アレク「理科室はこれ。実験をするときなどに使
うよ」

អាឡិច៖«បនា ប់ វ ិេាសាន្តសត
រឺមួយពនេះ។
ពយើងពប្របប្រើ ាស់បនា ប់ពនេះពៅពពលព្វ ើ
ពិពសា្ន៍ជាពែើម»

「図工室」

«បនា ប់រុំនូរ»

アレク「図工室はこれだよ。絵を描いたり工作す
るよ」

អាឡិច៖ «បនា ប់រុំនូររឺមួយពនេះ។
ពយើងរូ ររ ូប ឬព្វ ើសិបែក្សមម »

「家庭科室」

«បនា ប់ពរហក្សិចច»

アレク「最後が家庭科室だよ。高学年になると、
裁縫や調理などをする家庭科の授業がはじまる
んだ。その時は家庭科室を使用するよ」

អាឡិច៖«ច៉ុងពប្រកាយពនេះរឺជាបនា ប់
ពរហក្សិចច។ ពៅថ្នាក្ស់្ុំ
អា ក្សចប់ព្ត ើមពរៀនថ្នាក្ស់ពរហក្សិចច
ែូ ចជាពែរ ឬចមអ ិនមហ ូបជាពែើម។
ពៅពពលពនេះ
ពយើងពប្របើបនា ប់ពរហក្សិចច»

「パソコン室」

«បនា ប់ក្ស៉ុុំពូ យេ័រ»

先生「その他に授業の中でパソコンを使うことも
あります。

ប្ររូ៖ «ពប្រតពីពនេះ
ពយើងក្ស៏មានពប្របើក្ស៉ុុំពូ យេ័រក្សនញងថ្នាក្ស់ណែរ។

36
10：34

37
10：49

38
11：11

カード名
「外国語の授業」

カード名
「体育の授業」

カード名
「プール」

「外国語の授業」

«ថ្នាក្ស់ភាសាបរពេស»

先生「外国語の授業もあって、外国語を話す先生
と一緒に学ぶこともあるんですよ」

ប្ររូ៖«ពយើងមានថ្នាក្ស់ភាសាបរពេស
ពហើយពពលខា េះពយើងពរៀនជាមួ យប្ររូណែ
លនិយាយភាសាបរពេសពេៀត្ង»

「体育の授業」

«ថ្នាក្ស់ក្សីឡា»

先生「体育の授業では、運動場や体育館で運動を
します。ボールを使ったゲームやリレーや幅跳
び、跳び箱やマット運動などの運動を行いま
す」

ប្ររូ៖«ពៅពមាងក្សីឡា
ពយើងហាត់ក្សីឡាពៅេីលានក្សីឡា
ឬសាលក្សីឡា។
ពយើងហាត់ក្សីឡាែូ ចជាពលងពហម មពប្របើ
ាល់ រត់បណា
ា ក្ស់ ពលាតចមាៃយ
ពលាតប្របអប់
លុំហាត់ក្សប្រមាលជាពែើម»

「プール」

«អាងណហលេឹក្ស»

アレク「夏には体育で水泳の授業があるよ。学校
のプールで泳ぎ方を習うんだ。水泳の授業があ
るときは、水着、タオル、水泳帽を持って行く
んだ」
先生「体調の悪いときにプールに入ると良くない
ので、家の人にその日の体調や体温を記入して
もらったカードを先生に提出して、健康管理も
するんですよ」

អាឡិច៖«ពៅរែូ វពតតអា ក្សនឹងមានថ្នា
ក្ស់ណហលេឹក្សពៅពមាងក្សីឡា។
អា ក្សនឹងពរៀនពីរពបៀបណហលេឹក្សពៅក្សនញ
ងអាងណហលេឹក្សសាលា។
ពៅពពលមានថ្នាក្ស់ណហលេឹក្ស
ខ្ញុំយក្ស ៉ុត
ណហលេឹក្ស ក្សណនសង
និងមួ ក្សណហលេឹក្សពៅ»
ប្ររូ៖«ពបើអាក្សចូ លក្សនញងអាងពៅពពលអា
ក្សមិនប្រសួលខល ួនរឺមិនលអ ពេ
ែូ ពចា េះអា ក្សប្រតូវប្ររប់ប្ររងស៉ុខភាពពដា
យ
្ត ល់
កាតណែលអា ក្ស្ា េះានបុំពពញអុំពីសាា
នភាពរាងកាយ
និងក្សពតតខល ួនពៅនងៃ ពនេះឱ្យពៅប្ររូ»

39
11：46

40
12：10

カード名
「保健室」

カード名
「図書室」

41
12：33

42
12：42

カード名
「給食の時間」

「保健室」

«រា ីនិក្សសាលា»

アレク「けがをしたり体調が悪くなったりした時
には保健室にいくよ。どこかが痛いときは「痛
い」って伝えるんだよ。痛い場所の名前が分か
らなかったら、その場所を指さすといいよ」

អាឡិច៖«ពយើងពៅរា ីនិក្សសាលាពៅ
ពពលមានរបួ ស ឬមិនប្រសួលខល ួន។
ពបើអាក្ស ឺចប់ប្រតង់ក្សណនា ងណាមួ យ
អា ក្សប្រាប់ពរថ្ន «អ៉ុិនត»។
ប្របសិនពបើអាក្សមិនែឹងព្មេះក្សណនា ង
ណែល ពឺ េ
ប្រគ្នន់ណតចងអញលពៅក្សណនា ងពនេះពៅា
នពហើយ។

「図書室」

«បណា
ា ល័យ»

先生「他には、本がたくさん置いてある図書室が
ありますよ」
アレク「図書室では、授業中に調べ物をしたり、
休み時間や放課後に本を借りて読んだり出来る
んだよ」

ប្ររូ៖«ពប្រតពីពនេះ ពយើងមានបណា
ា ល័យ
ណែលមានពសៀវពៅជាពប្រចើន»
អាឡិច៖«ពៅក្សនញងបណា
ា ល័យ
អា ក្សអាចព្វ ើការប្រសាវប្រជាវអុំឡ
ុ ងពពល
ពរៀន
ឬខច ីពសៀវពៅមក្សអានពពលពមាងស
ប្រមាក្ស ឬពពលច៉ុេះពីពរៀន»

アレク「午前中に４時間授業をしたら、そのあと
はお昼ご飯の給食だよ」

អាឡិច៖«ពប្រកាយពីពរៀន 4
ពមាងពៅពពលប្រពឹក្សពហើយ
បនាប់ពីពនេះជាពពលអាហារនងៃ ប្រតង់
»

「給食の時間」

«ពមាងអាហារនងៃ ប្រតង់»

アレク「給食は、みんな順に給食当番になって、
白衣を来て配膳をするんだよ」

អាឡិច៖«សប្រមាប់អាហារនងៃប្រតង់
ទា ុំងអស់គ្នាមានពវន្ម ត់្មង់អាហារ
ពដាយប្រតូវពាក្ស់អាវស
ពែើមែីបពប្រមើអាហា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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カード名
「食べられないものがあると
き」

カード名
「お弁当・水筒」

カード名
「掃除の時間」

「食べられないものがあるとき」
先生「給食ではアレルギーや宗教上の理由で食
べられないものがある場合は、教えてくださ
い。それからお祈りの時間が必要な場合も
先生に相談をしてくださいね。
可能な範囲で配慮します」

«ពៅពពលមានអវ ីណែលមិនអាចញុុំ
ាន»
ប្ររូ៖«ចុំពពាេះអាហារនងៃប្រតង់ប្របសិនពបើ
អា ក្សមានអវ ីណែលមិនអាចញុុំានពដា
យសារបញ្ហាអាណលក្សហស
ុ ី
ឬពហត៉ុ្លសាសន សូ មប្រាប់ខ្ញុំ។
ពហើយប្របសិនពបើអាក្សប្រតូវការពពលពវលា
អ្ិដាានក្ស៏សូមប្របឹក្សាជាមួ យប្ររូ។
ពយើងនឹងពិចរណាពៅ មលេធ ភាព
»

「お弁当・水筒」

«ាយប្របអប់ / ែបេឹក្ស»

アレク「給食がない日にお弁当を持ってくること
があるよ。水筒にお茶や水を入れてもって来て
もいいけど、ジュースやお菓子は学校に持って
こないでね。
」

អាឡិច៖«ពៅនងៃណែលមិនមានអាហារ
នងៃ ប្រតង់ពៅសាលា
ខ្ញុំយក្សាយប្របអប់មក្ស។
អា ក្សអាចយក្សែបេឹក្សដាក្ស់ណត
ឬេឹក្សមក្សាន
ប៉ុណនត សូ មក្ស៉ុុំយក្សេឹក្សណ្ា ព ឬ
ើ នុំមក្ស
សាលា។»

「掃除の時間」

«ពមាងសមាអត»

アレク「給食のあとは、ほとんどの学校で掃除の
時間があるんだ」
先生「掃除は、グループ毎に、教室や廊下、特別
教室などの当番を決めて行います」
アレク「当番制は、週ごとに自分たちの担当する
場所が変わるんだよ」

អាឡិច៖«បនាប់ពីអាហារនងៃ ប្រតង់
សាលាភារពប្រចើនមានពមាងសមាអត»
ប្ររូ៖«ការសមាអតព្វ ើពឡើង
ពដាយចត់ពវនជាប្រក្ស ុមៗែូ ចជាថ្នាក្ស់
ពរៀន ្ល វូ ពែើរ ថ្នាក្ស់ពរៀនពិពសស។ល។»
អាឡិច៖«ពៅក្សនញងប្របព័នធពវន
ក្សណនា ងណែលពយើងេេួ លបនទញក្សរឺផ្លាស់
បតរពៅ
ូ
មសាត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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カード名
「委員会活動」

「委員会活動」

«សក្សមម ភាពរែៈក្សមម ការ»

先生「学校では、委員会活動と言って、学校の運
営に子供たちが関わる活動があります」

ប្ររូ៖«ពៅសាលាមានសក្សមម ភាពណែល
ក្សនញងពនេះក្ស៉ុមារចូ លរ ួមក្សនញងែុំពែើរការ
សាលា
ណែលពរពៅថ្នសក្សមម ភាពរែៈក្សមម
ការ»

アレク「学校によって色々な委員会があるけど、
放送委員は給食の時間に放送を行うよ。飼育委
員は学校で飼っている動物の世話をするんだ」

អាឡិច៖«មានរែៈក្សមម ការព្សងៗ
គ្នាអាប្រស័យពលើសាលា
ប៉ុណនត សមាជិក្សរែៈក្សមម ការ្សពវ ្ា
យព្វ ើការ្ាយក្សនញងពពលអាហារនងៃ ប្រត
ង់។ សមាជិក្សរែៈក្សមម ការណងទា ុំសតវ
ពមើលណងសតវ ចិញ្ចឹមពៅសា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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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生「このように、小学校では様々な活動を通し
て、みんなの心身の健やかな成長を願って教育
を行っています」
おわり

ប្ររូ៖« មលក្សខ ែៈពនេះ
សាលាបឋមសិក្សា
្ត ល់ការអប់រំ មរយៈសក្សមម ភាពព្ស
ងៗពដាយសងឃឹមថ្នអា ក្សរាល់គ្នានឹង
មានការរ ីក្សចពប្រមើនប្របក្សបពដាយស៉ុខ
ភាពលអ ទា ុំងរាងកាយ និង្ល វូ ចិតត។
ច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