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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머리 bangs 

이마를 덮는 무거운 일자 앞머리 blunt bangs  

straight bangs 

이마 라인에 따라  

약간 동그랗게 자른 앞머리 

rounded bangs 

긴 앞머리 long bangs 

옆으로 쓸어 넘기는 앞머리 side-swept bangs 

눈썹 위까지 내려오게 자른 앞머리 fringe bangs 

시슬루 뱅 airy (바람이 잘 통하는), wispy (촘촘하지 않은) bangs 

light (가벼운), wispy fringe 

wispy bangs 

층이 들어간 앞머리 choppy bangs 

눈썹을 스치는 길이의 앞머리 brow-skimming bangs 

속눈썹을 스치는 길이의 앞머리 lash-skimming bangs 

 

 

가르마 part 

옆 가르마 side part  

side parting 

왼쪽 가르마 left hair part  

left parting 

오른쪽 가르마 right hair part  

right parting 

앞 가르마 middle part  

middle parting 

center parting 

뒤까지 깊게 들어가는 옆 가르마 deep side part 

 

 

 

 

장소 별 영어 – 미용실 

여자 커트 용어 편 

강의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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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hair/  

short length hair 

(짧은 길이 머리) 

pixie cut 

(가장 짧은 머리스타일) 

층을 낸, 층이 있는 스타일 layered cut 

전체적으로 길이가 살짝 다르게,  

층 layer줘서 자르는 스타일 

textured cut 

층이 티 나게  

고르지 않은 스타일 

choppy cut 

 

삐죽삐죽 세우는 스타일 

spiked hair look/ 

hairstyle 

spiky hair look/ 

hairstyle 

 

자연스럽게 헝클어뜨린 스타일 

messy hair look/ 

hairstyle 

tousled hair look/ 

hairstyle 

pompadour  

(머리를 이마 위로  

높이 빗어 올린 스타일) 

 

 

투블락 컷 

undercut 

faux-hawk 

(머리의 가운데에만  

머리카락을 세워 높게 만든 

머리스타일) 

disconnected cut 

bob cut / bob hairstyle 

(보브 컷/ 보브 단발) 

뒷머리가 앞, 옆머리보다 짧은  

스타일 

a-line 

angled cut 

머리 뒤에 볼륨을 살린 

a라인 보브 단발  

stacked a-line bob 

graduated bob 

비대칭 스타일 asymmetric cut 

샤기컷 shaggy cut 

shag hairstyle 

층을 낸, 층이 있는 스타일 layered cut 

전체적으로 길이가 살짝 다르게,  

층 layer줘서 자르는 스타일 

textured cut 

층이 티 나게  

고르지 않은 스타일 

choppy cut 

 

자연스럽게  

헝클어뜨린 스타일 

messy hair look/ 

hairstyle 

tousled hair look/ 

hairstyle 

 

헝클어져 보이면서 볼륨 있고 

자연스러운 머리 스타일 

messy hairstyle bedhead/ 

bed hair shaggy hairstyle 

tousled hair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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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um hair/  

medium length 

hair 

(중간 길이 머리) 

long  

bob 

(긴 단발) 

shoulder-

length bob/  

shoulder-

length tresses 

(어깨까지  

오는 단발) 

뒷머리가 앞, 옆머리보다 짧은 스

타일 

angled cut 

머리 뒤에 볼륨을  

살린 스타일  

stacked cut  

층을 낸, 층이 있는 스타일 layered cut 

전체적으로 길이가 살짝 다르게,  

층 layer줘서 자르는 스타일 

textured cut 

층이 티 나게  

고르지 않은 스타일 

choppy cut 

샤기컷 shaggy cut 

 

자연스럽게  

헝클어뜨린 스타일 

messy hair look/ 

hairstyle 

tousled hair look/ 

hairstyle 

층 없이 일자로 자르는 밑이  

무거운 스타일 

one-length cut 

straight cut 

 

 

 

 

 

 

long hair/  

long length hair 

(긴 길이 머리) 

층을 낸, 층이 있는 스타일 layered cut 

전체적으로 길이가 살짝 다르게,  

층 layer줘서 자르는 스타일 

textured cut 

층이 티 나게  

고르지 않은 스타일 

choppy cut 

샤기컷 shaggy cut 

자연스럽게  

헝클어뜨린 스타일 

messy hair look/ hairstyle 

tousled hair look/ hairstyle 

층 없이 일자로 자르는 밑이  

무거운 스타일 

one-length cut 

straight cut 

층 있는 긴 머리 스타일 long layered hairstyle 

 

 

층을 내다 layer/ layering 

숱을 치다 thin out/ thinning out 

머리 끝만 다듬다 tr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