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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 

permanent hair color 

permanent hair dye 

hair color 

hair dye 

 

염색 하다 

 

 

color hair 

dye hair 

get hair colored 

get hair dyed 

염색된 머리 color-treated hair 

한번에 한 컬러로 전체머리 염색 single-process color 

두 번의 절차가 필요한 염색 double-process color 

 

 

코팅/ 매니큐어 

semi-permanent hair color 

semi-permanent hair dye 

temporary hair color 

temporary hair dye 

hair glaze/ glaze 

탈색 bleach 

 

 

 

 

 

 

부분 염색 

브릿지 hair streak 

streak 

부분 염색 가닥가닥  

붙이는 것 

hair extension(s) 

hair streak extension(s) 

전체적으로 밝게 들어가는  

부분 염색/ 

하이라이트 

 

highlights 

전체적으로 어둡게 들어가는 부

분 염색 

lowlights 

 

 

하이라이트/  

로우라이트 

부분 partial  

머리 반정도 half/ half-head  

머리 전체적으로 full/ full-head  

 

장소 별 영어 – 미용실 

염색 용어 편 

강의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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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전체를 염색하는 것 all-over hair color 

머리 뿌리만 염색하는 것 root touch-up 

흰머리 gray hair 

흰머리를 완벽하게 염색해 주는 염색 약 100% gray coverage 

위에서부터 점점 밑으로 내려 오면서  

색을 밝게 염색하는 스타일 

ombre hair color 

 

 

머리 색 대표적 4종류 

노랑머리 갈색머리 빨강머리 검정머리 

blonde/  

blonde hair color 

brunette/  

brown hair color 

red/ red hair color black/ black hair color 

 

 

 

 

 

노랑머리 

(blonde hair 

color) 

금빛 노랑머리  golden blonde 

 

붉은빛 노랑머리 

coppery blonde 

reddish blonde 

strawberry blonde 

자연스런 노랑머리 natural blonde 

잿빛 노랑머리 ash blonde 

가장 밝은 거의 하얗게  

보이는 노랑머리 

platinum blonde 

골드와 갈색이 교묘하게  

섞인 노랑머리 

honey blonde 

 

 

 

 

갈색머리 

(brown hair 

color) 

금빛 갈색머리  golden brown 

 

붉은빛 갈색머리 

coppery brown 

reddish brown 

auburn  

mahogany 

자연스런 갈색머리 natural brown 

잿빛 갈색머리 ash brown 

따뜻한 밤색 갈색머리 chestnut brown 

초콜릿 빛 짙은 갈색머리 chocolate b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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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강머리 

(red hair color) 

자연스런 빨강머리  natural red 

체리 빛 빨강머리  cherry red  

어두운 빨강머리  dark red 

불타는 듯 치열한 빨강머리 fiery red 

붉은 빛 노랑머리  strawberry blonde 

구리 빛 빨강머리  copper 

빨간 빛 갈색머리 reddish brown 

적갈색 머리 auburn  

mahogany 

 

 

 

검정 머리 

(black hair 

color) 

자연스러운 검정머리  natural black 

새까만 검정머리  jet black 

가장 어두운 갈색머리  darkest brown 

파란빛을 머금은 검정머리  blue black 

보라 빛을 머금은 검정머리 black violet 

 

 

머리 염색 색깔 표/ 컬러 차트 hair color chart 

염색 약을 담는 통 mixing bowl 

바르는 붓  brush 

꼬리 빗  rat tail comb 

은박지  aluminum foil/ foil 

비닐 랩  Saran Wrap/ plastic wrap 

비닐 헤어 캡 (일회용 헤어 캡)  disposable hair cap 

머리 뿌리(들)  hair root(s) 

머리카락(들)  hair strand(s) 

머리 끝(들) hair en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