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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 permanent wave 

perm 

스트레이트 파마 straight perm 

hair straightening 

 

매직 스트레이트 magic straight perm 

Korean magic straight perm 

 

일본식 매직 스트레이트 

Japanese hair straightening 

thermal reconditioning 

bio ionic straightening 

Yuko/ the Yuko hair straightening system 

브라질 스트레이트 

(곱슬곱슬하고 다루기 힘든 머리에 keratin 이란 

성분을 입혀 머리를 좀더 다루기 쉽게 만들어  

주는 트리트먼트) 

Brazilian blowout 

 

keratin treatment 

화학 약품으로 머리의 숨을 죽이는,  

머리를 피는 파마 

chemical hair relaxer 

chemical hair relaxing 

 

wave 물결 같은 모양 

curl 동글동글 말리는 모양 

 

wave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들어가는 가

장 보편적인 파마 

plain curl perm 

바디 펌 body perm 

body wave perm 

머리뿌리에만 들어가는 파마 root perm 

촘촘하게 curl을 마는 파마 

(일명: 빠글빠글 아줌마 파마) 

spiral perm 

머리 밑부분만 들어가는 파마 stacked perm 

화학처리 없이도 할 수 있는 파마 pin curl perm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파마 spot perm 

2 종류의 사이즈의 rod (롯뜨)를 사용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연출되는 파마 

multi-textured perm 

curl보다는 전체적은 볼륨을 살리는 파마 volumizing perm 

디지털 파마 digital perm 

장소 별 영어 – 미용실 

파마 용어 편 

강의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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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에 쓰이는 롤, 막대 (일명: 롯뜨) perm rod(s) 

rod(s) 

전기가 통하는 rod (열펌에 쓰이는 rod) electric rod(s) 

전기 rod를 잡아주는 단열처리가 된 클립 insulated clip 

열처리 heat processing 

열 식히기  cool down 

cooling down 

파마 약 perm solution 

파마 중화 제 neutralizing solution 

neutralizer 

머리 피는 고데기 flat iron 

머리 마는 고데기 curling iron 

머리 드라이기로 말리기 blow dry 

파마 들어갈 때 입는 가운/ 망토 plastic cape 

파마 약이 얼굴에 흐르지 않게 끼우는 솜 cotton strip 

 

 

 

 

hair type (머리 종류) 

생머리 straight hair 

반 곱슬머리 wavy hair 

곱슬머리 curly hair 

왕 곱슬머리 kinky hair 

coily hair 

크고 느슨한 curl  big, loose curls 

촘촘한 curl  tight curls 

부스스한 머리 frizzy hair 

다루기 힘든, 손질하기 힘든 머리 unruly hair 

복슬복슬하고 부픈듯한 머리 puffy hair 

반짝이고 윤기 있는 머리 shiny and sleek hair 

실크같이 부드럽고 윤기 있는 머리 silky hair 

부드러운 머리 soft hair 

볼륨이 없고 딱 붙는 머리 flat hair 

limp hair 

아무것도 안 한 머리 (일명: 처녀머리) virgin hair 

새로 자란 머리 new growth 

new growth hai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