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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hair salon 

이발소 barbershop 

이발사 bar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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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행하는 인기 있는 스타일 hipster hairstyle 

세련되고 깔끔한 스타일 preppy hairstyle 

옛날 스타일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스타일 retro hairstyle  

vintage hairstyle 

 

 

뒤로 머리를 넘기는 스타일 slick hair look/ hairstyle 

slicked-back hairstyle 

뾰족하게 세우는 머리 스타일 spiky hair look/ hairstyle 

헝클어뜨린 자연스러운 머리 스타일 messy hair look/ hairstyle 

층이 많고 가벼운 스타일 shaggy hair look/ hairstyle 

 

 

 

 

short length hair 

(짧은 길이 머리) 

이발기로 짧게, 고르게 거의  

미는 것처럼 자르는 스포츠 머리 

buzz cut 

buzz cut 보다 조금 긴 특히 윗머리가 

옆, 뒤보다 조금 길게 자르는 스타일 

crew cut 

crew cut 중에서도 특히 윗부분을  

일자로 평평하게 각지게 자르는 스타일 

flat top 

투블락 컷 undercut  

disconnected cut 

 

장소 별 영어 – 미용실 

남자 커트 용어 편 

강의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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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um length hair 

(중간 길이 머리) 

윗 부분을 길게 뒤로 넘기는  

올백 스타일 

slick back hairstyle 

slicked back hairstyle 

올백 스타일 중 옆으로 넘기는 스타일 slicked across 

올백 스타일 중 옆 가르마를 타고  

넘기는 스타일 

slicked back with a side part 

높게 볼륨을 줘서 머리를 세우면서 넘기

는 스타일 

pompadour 

자연스럽게 헝클어뜨린 듯한 스타일 messy hair look/ hairstyle 

tousled hair look/ hairstyle 

전체적으로 길이가 살짝 다르게,  

층 layer줘서 자르는 스타일 

textured cut  

층을 낸, 층이 있는 스타일 layered cut 

삐죽삐죽 세우는 스타일 spiky hair look/ hairstyle 

spiky hair look 중 하나로 한쪽에  

포인트를 줘서 올리는 스타일 

the quiff 

중간으로 모아서 세우는 스타일 faux-hawk hairstyle  

 

 

앞에 머리가 없으신 분들이 옆에 머리를  

길러 빗어 넘기는 스타일 

comb over 

바가지 머리 스타일 bowl cut 

 

 

 

 

 

 

long length hair 

(긴 길이 머리) 

귀 뒤로 넘기는 단발 스타일 long slicked back 

tucking the strands behind the ears 

자연스럽게 푼 살짝 웨이브 진  

긴 머리 스타일 

beach hair 

surfer hair look 

자연스럽게 층 없이 긴 단발머리 one-length cut 

straight cut 

밑으로 갈수록 층도 있고  

가벼워 지는 스타일 (샤기컷) 

shaggy cut 

샤기컷으로 자른 머리를 바깥으로  

드라이 한 머리 스타일 

wind-blown hair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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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머리를 뒤로 묶는 것 pulling hair back 

밑으로 하나로 묶는 스타일 low ponytail 

(남자가) 끝을 동그랗게 말아 묶는 스타일 man-bun 

(보통) 끝을 동그랗게 말아 묶는 스타일 hair bun 

bun 

 

머리 정수리 부분 crown 

구레나룻 sideburns  

burns 

관자놀이 temples 

귀 뒷부분 ear arches  

arches 

눈썹 eye brows 

brows 

콧수염 moustache 

턱수염 beard 

남자 뒷머리 목에서 끝나는 부분 nape  

neck edge 

neckline 

 

nape/ 

neck edge/ 

neckline 

점점 짧아지며 부드럽게 살과 

이어지도록 다듬는 스타일 

taper 

fade  

(희미해 지다, 서서히 사라지다) 

깔끔하게 네모나게  

일자로 자르는 스타일 

block  

square off 

 

손질하다, 다듬다 trim 

눈썹을 다듬다 trim the eyebrows 

콧수염을 다듬다 trim the moustache 

턱수염을 다듬다 trim the beard 

 

이발기 hair clippers  

clippers 

electric clippers 

콧수염을 다듬는 면도기 trimmer  

moustache trimm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