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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y Tips for Teens

Not interested in beauty advice written for moms?

Yeah, we understand. Here you will find useful 

beauty tips every teen should know.  Experts will 
선 행 사

give you the tips you need to know.

I'm losing my confidence because of my greasy 
지 성 의 . .

hair. I wash my hair every day, and sometimes 

twice a day! The grease never goes away and it is 

getting worse. What should I do?

Your scalp produces natural oil. This is a good thing 
두 피 . . .

because it helps your head and hair stay healthy 

and shiny. Unfortunately, too much oil leads to 

what you call 'greasy hair.' 

• lead to = bring about = cause = result in

미용에 관한 조언 질문과 답변

엄마를 위한 미용 관련 조언에는 관심이 없다고요? 

네, 이해합니다. 여기 모든 십대가 알아야 하는 유

용한 미용 정보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당신이 알

아야 하는 정보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지성 머릿결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머리를 감고 때로는 하루에 두 번이나 머

리를 감습니다!  하지만 기름기가 사라지지 않고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의 두피는 천연 유분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우

리의 머리와 머리카락을 건강하고 윤기 있게 유지

해 주므로 좋은 것이죠. 불행히도 과다한 유분은 흔

히 말하는 ‘지성 모발’이라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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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 are some tips on this problem. First, wash your 

hair daily with a shampoo designed for oily hair. I 

recommend massaging the scalp gently while 
마 사 지 하 다 . .

shampooing hair. 

Second, apply the conditioner to only the mid and 

ends of your hair rather than to the roots. Third, 

brush your hair briefly and not too often. When you 

brush, avoid contact with the scalp. Finally, watch 

your diet. Oily and fatty foods can make your skin 

and scalp greasy. Good luck with your hair!

Hello! I'm a 17-year-old boy.  My life is miserable 

because of pimples. Please tell me how to treat 
여 드 름 . .

them. You get upset when you wake up and find a 

huge pimple on your face. The good news is that 

there are ways to prevent and treat pimples. 

번역

여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첫째, 지성 모발용 샴푸로 매일 머리를 감으십시오. 

머리를 감는 동안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둘째, 컨디셔너는 모근보다는 머리카락의 중간과 

끝 부분에만 바르십시오. 셋째, 머리 빗질은 짧은 

시간 동안만 하고 너무 자주 하지 마십시오.  머리

를 빗을 때 두피와의 접촉은 피하세요.  마지막으로 

식단에 신경 쓰십시오. 기름지고 지방이 많은 음식

은 여러분의 피부와 두피를 지성으로 만들 수 있습

니다. 머릿결 관리 잘 하길 빕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세 남학생입니다. 여드름 때문

에 제 삶이 우울합니다. 여드름을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알려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에 난 큰 

여드름을 발견하면 기분이 좋지 않죠. 좋은 소식은 

여드름은 예방하고 치료할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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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it is important to wash your face twice a day 

with warm water and a mild soap made for people 

with pimples. Gently massage your face in a 

circular motion. 

Second, do not squeeze your pimples. Squeezing 

them can push dirty material further into the skin. It 
깊 숙 히 . .

causes more swelling and redness, and can 

damage your skin permanently. 

Avoid touching your face with your fingers. 

Touching your face spreads the bacteria. To keep 

bacteria away, wash your hands before applying 
바 르 다 . .

anything like treatment, creams or makeup to your 

face.

Finally, keep your hair clean and out of your face to 

stop additional dirt and oil from touching your skin. I 

really want to keep my weight down. I eat as little 

as possible, so I am always hungry.

• stop[prevent, keep, prohibit] A from B

번역

첫째, 하루에 두 번, 미지근한 물과 여드름 피부를 

위한 순한 비누로 세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굴

을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둘째, 여드름을 짜지 마세요. 여드름을 짜면 더러운 

물질이 피부에 더 깊숙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드름이 더 부풀고 빨갛게 되며 피부가 영구

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얼굴을 만지는 것도 피하세요. 얼굴을 

만지면 박테리아가 퍼집니다. 박테리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얼굴에 트리트먼트나 크림 또는 화장품 

등을 바르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먼지나 기름이 피부에 닿는 

것을 막기 위해 모발을 청결히 유지하고 얼굴에 닿

지 않도록 하십시오.저는 정말 체중을 줄이고 싶습

니다. 가능한 한 적게 먹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항

상 허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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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ll, nothing happens to my weight! What am I doing 

wrong? It is important to stay healthy and maintain 

a weight that is right for you body. Unfortunately, 

many teens turn to unrealistic diets that promise 
보 장 하 다 . . .

weight loss in unhealthy way.

• still = yet = nonetheless = nevertheless

• turn to = resort to = depend on = rely on = count on

To lose weight, you need to follow these 

instructions. First, do not even think about a diet 
지 시 사 항 . . .

that requires you not to eat. Those diets lower your 

body's need for food and will reduce your energy, 

slowing down weight loss.

If you are hungry, eat something. In particular, eat a 

healthy breakfast. Eating in the morning starts your 

body's functions for the day. Next, keep checking 

how many calories you consume from liquids. 
t a k e i n . . . . .

Consuming juice and soft drinks can easily add up to 

hundreds of calories. Drink water, instead. It is also 

important that you find a physical activity that you 

can enjoy. 

Healthy activities include running, biking, swimming 

and so on. Exercise for at least 30 minutes a day. 

Finally, get a good night's sleep every night. Lack 

of sleep contributes to weight gain / because you 
~ 에 원 인 이 되 다

then eat sugar-filled products to stay awake.

번역

그런데도 몸무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뭘 잘

못하고 있는 건가요? 건강한 상태로 자신에게 적절

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불행히도, 많

은 십대들이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체중 감량을 

보장하는 비현실적인 다이어트에 의지합니다.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첫째, 굶는 다이어트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

오. 그러한 다이어트는 신체가 필요로 하는 음식의 

양을 줄여 에너지를 감소시키고 결국 체중 감량의 

속도는 더 느려지게 됩니다. 

만약 배가 고프다면 무언가 먹어야 합니다. 특히 건

강한 아침 식사를 하도록 하세요. 아침 식사를 함으

로써 여러분의 신체는 하루를 위한 기능을 시작합

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음료수로 섭취하는 칼로

리의 양을 체크하세요. 

주스와 청량음료의 섭취만으로도 쉽게 수백 칼로리

에 이르게 됩니다. 청량음료 대신 물을 마시도록 하

세요.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신체 활동을 찾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

다. 적어도 하루에 30분씩 운동하세요. 마지막으

로, 매일 밤 숙면을 취하도록 하세요. 잠들지 않기 

위해 당이 든 제품을 먹게 되므로, 수면 부족은 체

중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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