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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형 face shape 

계란형 얼굴 (타원형) oval shape 

동그란 얼굴 round shape 

긴 얼굴 oblong shape 

이마 선이 좁고, 광대는 살짝 부각되고,  

턱은 V자인 얼굴 

diamond shape 

이마 선은 좀 넓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얇은 V라인 얼굴형 

heart shape 

네모난 얼굴 (정사각형 모양) square shape 

긴 네모난 얼굴 (직사각형 모양) rectangle shape 

턱이 뭉툭하고 밑으로 갈수록 넓은 얼굴형 pear shape 

 

 

이마 forehead 넓은 이마 wide hairline (넓은 머리선) 

high forehead (높은 이마) 

big forehead 

large forehead 

좁은 이마 narrow hairline (좁은 머리선) 

small forehead 

광대뼈 볼 cheekbones 

cheeks 

넓은 볼 wide cheeks  

넓은 광대뼈 wide cheekbones 

돌출한,  

튀어나온 광대뼈 

prominent (톡 튀어나온, 눈에 잘 띄는) cheekbones 

strong (강한) cheekbones 

high cheekbones 

killer cheekbones 

통통한, 젖 살이 아

직 덜 빠진 볼 

full cheeks 

chubby cheeks 

 

 

얼굴형 머리 길이 모발 유형 모발 굵기 머리 숱 모발 질감 모발 상태 

face shape hair length hair type hair 

thickness 

hair volume hair texture hair 

condition 

장소 별 영어 – 미용실 

상담 용어 편 

강의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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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 라인  

턱  

jawline chin v라인 narrow jawline (얇은 턱 라인) 

pointy chin (뾰족한 턱) 

사각 턱 prominent (톡 튀어나온, 눈에 잘 띄는) jawline  

strong (강한) jawline 

angular jawline (각진 턱 라인) 

둥그스름한 턱 rounded jawline 

이중 턱 double chin 

 

 

hair length (머리 길이) 

짧은 머리 short hair/ 

short length hair 

중간 머리 medium hair/ 

medium length hair 

긴 머리 long hair/ 

long length hair 

귀까지 오는  

짧은 머리 

ear length hair 목선 까지 오

는 머리 

 

neck length hair 쇠골까지  

오는 머리 

collarbone length 

hair 

겨드랑이까지 

오는 머리 

armpit length 

hair 

턱까지 오는  

짧은 머리 

chin length hair 어깨 선까지 

오는 머리 

shoulder length hair 등 중간까지 

오는 머리 

mid back length 

hair 

허리까지  

오는 머리 

waist length hair 

엉덩이까지 

오는 길이 

hip length hair 

 

hair type (모발 유형) 

생머리 반 곱슬 곱슬 왕 곱슬 

straight hair wavy hair curly hair kinky (다루기 힘들고 특이한) hair 

coily (빠글빠글 말린) hair 

 

 

hair thickness (모발 굵기) hair volume (머리 숱) hair texture (모발 질감) 

얇은 모발 fine hair 얇고 숱이  

없는 머리 

fine and 

thin hair 

부드럽고 둘레가 얇고  

모공도 작은 모발 

fine hair 

보통 모발 normal hair 굵고 숱이  

많은 머리 

thick and 

full hair 

보통 질감의 모발 medium hair 

굵은 모발 thick hair 굵고 볼륨이 

풍성한 머리 

thick and 

voluminous 

hair 

좀 거칠고 둘레도  

넓고 모공도 좀 큰 모발 

coarse 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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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r condition (모발 상태) 

건조 모발 지성 모발 손상된 모발 

건조모발 극 건조모발 oily hair 손상모발 잦은 염색,  

파마 등으로 손상된 머리 

dry hair extremely 

dry hair 

damaged hair chemically damaged hair 

 

두피  scalp 가려운 두피 itchy scalp 

민감한 두피 sensitive scalp 

빨게 지거나 화끈거리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두피 

irritated scalp 

비듬 dandruff 

끝이 갈라진 머리 split-ends 

층을 내다 layer / layering 

숱 치다 thin out/ thinning out 

 

푸석푸석하고 윤기 없는 머리 frizzy hair 부드럽고 윤기 있는 머리 silky, smooth hair 

정전기 난 것처럼 날리는 머리카락 flyaway (잘 날리는)  

flyaway hair 

머리가 빠지는 것 hair loss  

losing hair (머리카락을 잃다) 

hair falling out (머리가 떨어져 나가다) 

탈모로 진행됐을 때 balding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했다) 

탈모가 진행중인 부위 thinning spot (머리 숱이 줄어드는 부위) 

탈모로 인해 머리가 빠진 부위 bald spot (머리가 없는 부위)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해서  

이마 라인이 점점 위로 올라가는 것 

receding hairline (뒤로 올라가는 머리선) 

 

부분 가발 partial wig  

hairpiece 

남자 분들이 머리 빠진 부위에 쓰는 부분 가발 toupee 

전체에 쓰는 가발 wig 

인모로 만든 가발 human hair wig 

real hair wi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