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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누보 문양을 응용한 헤어바이나이트 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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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Creation of Hair-by-night Styles Using Art Nouveau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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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아르누보(Art Nouveau)는 자연을 모티브로 한 양식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현대디자인의 이념과 
상통하여 식물을 주로 모방한 곡선을 사용하면서, 자연친화적인 특징에 그리스 여신의 이미지를 가미하여 헤어바이
나이트를 디자인하여 제시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범위는 다양한 곡선을 사용한 아르누보 양식 중에서 르네 랄리크
(René Lalique)와 에밀 갈레(Emile Galle)의 아르누보 양식에 기초하여 꽃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르누보 양
식을 응용하였다. ‘색들의 향연’으로 에오스 Eos(새벽의 여신)와 헤스티아 Hestia(불의 여신)를, ‘선들의 향연’으로 아
르테미스 Artemis(달의 여신)과 데메테르 Demeter(땅의 여신)로서 총 4개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주제어 : 아르누보, 헤어바이나이트, 르네 랄리크, 에밀 갈레, 여신

Abstract  This kind of goal orientation in Art Nouveau has provided nature-friendly designs to modern people 
living in a post-industrial society. For these people who want to have their own style in a natural and 
comfortable space and take a break from daily hectic daily routines for a moment, hair-by-night styles were 
created by adding the images of Greek goddesses to the nature-friendly features of Art Nouveau patterns 
known as ‘flower pattern,’ ‘wave pattern,’ and ‘vine pattern.’ In terms of the scope of this paper, four designs 
(Eos, Hestia, Artemis and Demeter) were created by using Art Nouveau patterns which are connected with 
flowers in an organic manner based on Rene Lalique and Emile Galle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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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아르 보(Art Nouveau)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에 

걸쳐 서유럽 역에 넓게 퍼졌던 장식미술의 양식을 이

르는 용어다[1]. 이러한 아르 보는 빙(Samuel Bing: 

1838~1905)이 인 장식으로 창설하 던 화랑「메종 

드 라르 보(Maison de Lart Nouveau)」에서 따온 것

으로 화려한 곡선이 신선한 감각으로 개되는 양식으로 

표 되었는데, 이는 세기말이라는 실을 도피하고 싶은 

욕망이 외부세계를 표 하는 방법으로 사실  표 보다

는 상징 인 표 법을 사용하 다[2].

18세기 후반 국에서 시작된 산업 명으로 19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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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지배계층에서는 미래에 한 불안심리가 확산되

어 갔다. 이는 산업 명으로 수공  기술이 쇠퇴하고 기

계에 의한 량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장인들의 세 한 세

공 작업이 술 으로 인정받던 장식물들이 그 가치가 

평가 하 되자, 1870년 모리스는 미술공 운동을 개시

키면서 량생산에 반 하고 수공 에 의한 아름다움을 

창조하여 인간감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하 다[3]. 인간

감성을 회복시키려는 아르 보의 노력은 디자인에 

있어 디자인의 요한 목   하나인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공헌하는데 많은 향을 끼쳤다는 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4]. 이러한 아르 보는 미술에서부터 건축

물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근  술의 형성에 있어 큰 

향을 미쳐 왔다[5]. 아르 보가 20세기의 모더니즘 양식

의 발생으로 인하여 쇠퇴할 때까지, 신고 주의와 모더

니즘을 이어주는 요한 가교로 여겨진다. 

 자본주의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들은 기계에 

의한 량생산이 환경문제로 두되어 자연친화 인 디

자인을 요구하게 되면서, 자연을 모티 로 하는 아르

보 양식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디자인의 이

념과 상통하여 요한 양식  하나로 발 시켜나가고 

있다.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얽 있는 사회로부터 벗어나 

자연스럽고 편안한 공간에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독창

으로 갖고 싶어하는 인을 한 디자인에 있어 

아르 보 양식은 창의 인 디자인 발상을 다양한 각도에

서 가능하게 하는 디자인의 보고이다. 

본 연구의 목 은,  디자인 발상의 보고인 아르

보, 즉 식물을 주로 모방하여 곡선을 사용한 '꽃의 양

식', '물결양식', '당 양식' 등으로 불려지고 있는 아르

보 양식의 자연친화 인 특징을 분석 한 후, 아르 보 

양식의 헤어바이나이트를 디자인하여 제시함으로써 

 헤어바이나이트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는 작품을 제

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아르 보 양식에 련된 

이론  고찰과 이를 토 로 한 헤어바이나이트 헤어스타

일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연구범 는 다양한 곡선을 사용한 아르

보 양식 에서 르네 랄리크(René Lalique)와 에  갈

(Emile Galle)의 아르 보 양식에 기 하여 꽃과 유기

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르 보 양식을 응용하여, ‘색들의 

향연’으로 에오스 Eos(새벽의 여신)와 헤스티아 Hestia

(불의 여신)를, 그리고 ‘선들의 향연’으로는 아르테미스 

Artemis(달의 여신)과 데메테르 Demeter(땅의 여신)라

는 4 작품을 제작하 다. 

2. 이론적 배경

2.1 헤어바이나이트

2.1.1 헤어바이나이트의 정의

헤어바이나이트(Hair by night)란 “밤 머리라는 뜻으

로 화려한 모임에 참석하는 티용 스타일”로서, 환상

인 색상이 그라데이션을 이루는 우아한 머리모양의 칵테

일 티 스타일로써 녁 사교 모임에서 칵테일 등을 마

시면서 환담하는 티에 사용하는 이 닝 헤어스타일을 

말한다. 크리에이티 (Creative) 스타일에 피스 3개 이하

를 사용하고 메이크업, 의상, 액세서리를 꽂아 완성하는 

술작품이며, 일명 녁경기(Artistic evening)라고도 

칭한다.

헤어바이나이트는 낮 머리 스타일에 이어 밤 머리 스

타일로 연결되는 작품으로 Hair cut, 탈색, 염색, 블로우 

드라이(Blow Dry), 빗질 등에 의해 두발에 물리 , 화학

인 향을 주어 두상의 일정한 부분에 포인트를 강조

하는 등 아티스트의 창작성과 축 된 기술로 제한된 시

간에 완성해야 하는, 세계를 주도하는 최고의 아름다운 

인체 술이라고 기술  개념을 정의 할 수 있다.  조

형되어진 형에 피스나 액세서리 등으로 악센트를 주어 

디자인의 시각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Total fashion 헤

어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주 특수한 술  기능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6].

2.1.2 헤어바이나이트의 디자인 요소와 표현기법

헤어바이나이트는 컨슈머(consumer)스타일 상태에서 

헤어피스를 사용하여 작품을 만드는 것이 특징으로, 우

아한 이 닝 티를 한 헤어스타일로 드라이와 몰딩기

법을 시작으로 헤어바이나이트가 생겼다. 크리에이티  

스타일에서 헤어피스를 사용하여 작품을 만드는 것이 특

징으로 헤어피스의 활용이 뒷머리에서 앞머리 쪽으로 사

용하는 것으로 변하 고 색상 역시 2~3톤으로 행하여지

던 것이 최하 4톤까지 많이 다양해지며 화려하게 바 어

가고 있다. 헤어바이나이트의 작품 경향을 시 별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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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크리에이티 와 헤어바이나이트의 작품 경

향의 커트 스타일은 탑 길이가 길고 네이  쪽이 짧은 그

라데이션 형으로 색상은 체 발, 블론드 색상을 사용

했으며, 무거움과 딱딱한 느낌을 주는 머릿결의 흐름을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도록 변형시키는 기법과 

주름 잡힌 곡선들의 진행에 의해 일체감을 가지며 기  

오리지  세트과정은 롤 세 과 핀컬을 통해 몰딩 설정

되어 다양한 형식의 디자인을 창조하고  두부 디자인

은 부드러운 곡선의 S흐름의 연속성과 백, 네이  역시 

C, S컬 흐름의 몰딩부터 스타일링, 리 세트 과정으로 연

출한 것이 유행하 다. 

1990년  반에는 형태, 디자인, 선에 을 두어 블

론드와 오 지,  색 등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의상은 실

루엣이 돋보이는 색상으로 검정색, 흰색, 회색의 무채색

이 주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반으로 가면서 헤어스

타일은 크라운 부 와 홀의 뒷머리에 언밸런스를 이루었

으며, 흑갈색의 머리에 붉은색이 구조를 이루었다. 1998

년 헤어월드를 통하여 다양한 컬러 즉 다크 라운, 드, 

오 지, 로우, 라이트 로우, 등이 사용되며 이에 반해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통하여 다양한 색상으로 인한 스

타일이 돋보이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1990년 는 크

리에이티 와 헤어바이나이트가 기술의 기교뿐만 아니

라 피스, 칼라, 스타일링 등이 술차원으로 업그 이드

된 양상을 볼 수 있는 시기라 할 수 있다[7]. 2000년  들

어서면서부터는 동서양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가

벼운 커트스타일이 유행하고 헤어뿐 만 아니라 메이크업, 

패션 등에서 과감한 색상이 유행하 다. 국제 회 헤어

스타일 키워드는 1990년 에 나타난 자연스러움, 가벼움, 

섬세한, 율동 감의 키워드가 보다 심화 으며 새롭게 화

려함의 키워드가 강력하게 등장했음을 국제 회 헤어스

타일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 헤어컬러는  더 밝은 

색으로 나아갔으며 컬러가 없는 헤어스타일이 찾아보기 

쉽지 않을 만큼 컬러의 화가 함께 생소한 퍼 , 그린, 

핑크 등 화려한 색상이 나타내고 드계열도 한 깊이 

있고 섹시한 이미지의 컬러링을 선호되고 있는 이 특

징이다[9].

2.2 아르누보

2.2.1 아르누보의 개념

아르 보라는 용어는 1895년 12월 빙(Samuel Bing: 

1838-1905)이 새로운 작업방향을 추구하는 은 술가

들의 작품을 시하기 해 리에 문을 연, 인 장

식으로 창설하 던 화랑 「메종 드 라르 보(Maison de 

Lart Nouveau)」에서 유래한 용어로서, 빙은 다양한 

술가의 성을 표 하려는 의도에서 화랑 이름을 아르

보라고 칭하 다. 그리고 아르 보는 반 데 벨데

(Henry Van de Valde: 1863-1957)가 담당한 이 화랑의 

실내장식의 분 기, 즉 화려한 곡선이 신선한 감각으로 

개된 양식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유럽 각국에 

되었다[10]. 18세기 후반 국의 산업 명과 과학 기

술의 진보는 유럽에 물질  풍요를 가능하게 하 고, 그 

물질  풍요를 기반으로  번 의 시기가 열렸지만, 

국의 비평가와 미술가들은 산업 명이 가져다  값싸

고 천박한 복제품인 량생산에 의해 수공  기술의 

격한 쇠퇴에 불만과 반감을 갖게 되었다[11]. 러스킨은 

술성과 조형활동의 쇠퇴를 반 인 문화의 기로 

악하고 올바른 술의 필요성을 두시켰으며[12], 1870

년 모리스는 미술공 운동(Art and Crafts Movement)을 

개시켰다. 모리스는 ‘기계란 본질 으로 아름다움을 

괴하고 문명을 타락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산업

명의 진 에 따라 기계가 만들어내는 량 생산품에 반

하고, 장인들의 수공 에 의한 아름다움을 창조하여 

인간 감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하 다[13]. 

서양문화에 향을 끼친 동양문화는 17세기 후반 바

로크, 로코코시 의 실내장식에 이용하 고, 1854년 3월 

31일 미일화친조약을 시작으로 문호를 개방한 후 1867년 

리 만국박람회에 일본의 공 품이 시되면서 속하

게 유럽에 확산되었으며, 일본 목 화와 미술의 장식  

성격은 19세기말부터 20세기 에 걸쳐 유럽에 유행한 

아르 보 양식의 원천이 되었다[14]. 이처럼 일본 향은 

기계시 에 부응하면서 과거의 생활양식에서 탈피하여 

새롭게 통일된 양식을 실 시키려는 움직임의 동력이 되

어 주었다. 한 유럽 제국주의의 식민지 정책은 외국의 

미술과 문화를 동경하거나 수용하여 새로운 발상을 추구

하는 계기를 제공하 다[15]. 

아르 보의 15년간의 성기는 유럽 역을 강타하면

서, 그 향력은  세계 으로 되었다. 이러한 아르

보는 각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발 되었다. 

랑스의 건축가 유진 비올  르 뒥의 향을 받은 스패

인과 랑스, 벨기에의 경우 곡선  선형어휘를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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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래스고우와 비엔나에서 등장한 건축은 곡선이 아

니라 직선과 직각  격자들을 사용하 다. 아르 보는 

한 구스타  클림트와 알폰스 무하, 르네 랄리크, 안토

니 가우디와 같은 술가들 개개인들의 움직임이기도 하

다. 이와 같이 아르 보 운동은 새로운 미  탐구에서 

시작된 동양풍의 장식 술로서 모든 역사  양식으로부

터 탈피한 술을 추구하여 인간의 모든 환경에 한 책

임을 강조함으로써 디자인의 바탕이 된 역사  의미

[16]를 가지고 있는 술 양식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2.2.2 아르누보 문양의 특징

아르 보 양식의 창의 인 구성은 유기 인 형태의 

미려한 선의 구성을 통해 더욱 발 하 는데, 자연물 

에서도 특히 꽃과 유기 인 모티 로 디자인되면서 유선

이고 유기 인 양식을 특징으로 추상 이고 상징 으

로 발 하 다. 이러한 발 을 보여주는 꽃과 유기 인 

아르 보 양식은 배열을 패턴화 하고 반복함으로써 규칙

성과 리듬을 주면서도 비 칭 인 구조를 통해 생명과 

운동을 암시하는 격동 인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

럼 식물을 모티 로 한 다이내믹한 곡선은 상 본체의 

유동 이고 유기 인 형태를 효과 으로 표 하는데 

하게 사용되어진다[17]. 아르 보에서 취하는 표

인 모티 로는 포도당 무늬, 싱싱한 새싹, 꽃, 나무의 

기<Grapevine (1885) Susan A. Sternau> 등이며, 심지

어 여인의 머릿결을 유기 으로 표 한 알 스 무하의 

‘샬롱 데 상의 20회 시회 포스터<(1896) Susan A. 

Sternau>’와 같이 꽃과 유기 인 아르 보 양식은 다양

한 소재를 식물의 유기 인 선으로 디자인하여 율동 으

로 표 하고 있다. 

자연주의  색채 심의 아르 보 인 색채에 일본 

미술의 향으로 인해 이국 인 정취가 나타나기도 하고, 

동양풍의 향으로 원색에 황 색을 사용하는 그림이 등

장[18]하기도 한다. 

비헤른(Perer Behrens)의 1898년 작품인 ‘키스’는 키스

하는 두 인물을 좌우 칭 으로 배치시킨 후 바람에 나

부끼는 머릿결을 유기 인 선으로 표 한 작품이다. 올

리  그린과 골드 색상을 사용하여 동양 인 색채와 서

양 인 색채를 잘 조화시켰고, 황 색과 오 지색의 머

릿결은 칭 인 구도를 비 칭 인 구성으로 바꾸어 놓

고 있다. 의도 으로 머릿결을 굵은 선으로 표 한 이 작

품처럼 꽃과 유기 인 아르 보 양식은 유기 인 선을 

사용하여 다이나믹한 이미지의 디자인에 합한 양식이다. 

2.3 르네 랄리크(Ren　Lalique)와 에밀 갈레

(Emile Galle)

2.3.1 르네 랄리크(1860~1945)

마른 데 르트망Department 태생의 랑스의 보석세

공사, 유리공 가 르네 랄리크Rene Lalique(1860~1945)

는 리의 루이 오코크Louis Aucoc 에서 세공 도제

수업을 받고 국립장식미술학교에서 수학한 뒤 1878년부

터 1880년까지 런던의 미술학교에서 공부했다. 

1884년 랑스 공 품 시와 연계하여 루 르에서 

열린 ‘ 랑스 왕  보석 시회’를 계기로 랄리크는 독자

인 디자인을 선보 다. 

1895년 이후 요정이나 꽃과 같은 모티 는 랄리크의 

아르 보 작품의 형 인 특징이다. 그가 1897-98년에 

제작한 머리띠 <사이  Siren>은 아르 보 디자이 들

이 선호한 여성으로 보석세공인들에게 인기 있는 모티

다. 그는 1895년부터 1909년까지 랑스 미술가 시

회에서 정기 으로 보석과 공 품을 선보 다. 1904-06

년에 그의 첫 유리공 품으로 제작한 로치 <키스 The 

Kiss>는 상징  이미지를 사용하여 아르 보의 모호성

을 상기시킨 작품이다. 

1920년 부터 제작된 그의 유리제품들은 아르 보와

의 장식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2.3.2 에밀 갈레(1846~1904)

낭시 태생의 랑스 유리공 가 에  갈 Emile Galle

는 1884년 가구장식에만 국한되어 열린 장식미술 앙연

합 시회에서 갈 는 첫 성공을 거두었다. 랑스 로코

코와 일본 미술에서 착안한 충양식으로 만들어진 첫 

가구 시는 1889년 리의 만국박람회에서 이루어졌다. 

원 학에 조 가 깊은 갈 는 풍부한 상상력과 미묘

한 변환을 활용하여 풀, 꽃, 새, 곤충무늬 등을 장식에 활

용하 다. 1901년 2월 11일에 에콜 드 낭시 (Ecole de 

Nancy)의 설립을 도우면서, 낭시 의 미술가들과 유리, 

가구, 도자기에서 식물패턴을 제재로 한 자연주의 표

을 갈 의 아르 보 작품에는 1902년에 제작한 등 <잉

크 뚜껑 Inkcaps> 같은 유리제품과 가구는 종종 직

으로 식물 소재를 암시한다. 1900년의 리 만국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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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출품한 꽃병 <고독 속의 평온 Tranquillity in Solitude> 

등이 있다.

3. 헤어바이나이트 작품제작

3.1 디자인 의도 및 작품 제작 방법

인의 헤어스타일은 개인의 취향과 모발의 특성에 

따라서 개성 있는 헤어스타일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헤

어스타일의 한 분야인 헤어바이나이트에서는 헤어 아티

스트 등의 창의성, 술성, 독창성이 더 많이 요구되는 분

야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아르 보의 주요 모티 로

서의 꽃, 선, 식물을 소재로 한 풍요로운 감의 원천을 

바탕으로 헤어디자인에 가장 효과 인 술  이미지를 

표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이에 아르 보 문양을 활

용하여 르네 랄리크(René Lalique)와 에  갈 (Emile 

Galle)의 아르 보 양식을 색과 선으로 별한 뒤, 그리

스 여신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장식성은 창의 인 디

자인 만들어내는 소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술  이미지

를 표 할 수 있는 문양을 선별하여 색체응용을 통하여 

헤어바이나이트 작품을 디자인 제작하고자 한다. 

3.2 작품 제작과정

3.2.1 색들의 향연

3.2.1.1 에오스 Eos (새벽의 여신)

3.2.1.1.1 커트

[Fig. 1] How to Cut the dawn Goddess
                져를 이용한 가벼운 질감 커트

3.2.1.1.2 색상

5

[Fig. 2] The color of the dawn goddess
산성 칼라를 이용하여 컬러링. 검정, 빨강, 주황, 하이라이트

3.2.1.1.3 피스

[Fig. 3] Piece the dawn goddess

3.2.1.1.4 제작과정

[Fig. 4] The dawn goddess making process

3.2.1.2 헤스티아 Hestia (불의 여신)

3.2.1.2.1 커트

[Fig. 5] How to Cut Fire Godd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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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2 색상

[Fig. 6] The color of the Fire goddess
                마호가니, 빨강, 주황, 노랑, 하이라이트

3.2.1.2.3 피스

[Fig. 7] Piece the Fire goddess

3.2.1.2.4 제작과정

[Fig. 8] The Fire goddess making process

3.3.2 선들의 향연

3.3.2.1 아르테미스 Artemis (달의 여신)

3.3.2.1.1 커트

[Fig. 9] How to Cut Moon goddess

3.3.2.1.2 색상

[Fig. 10] The color of the Moon goddess
                남청, 랑, 연하늘, 노랑, 하이라이트

3.3.2.1.3 피스

[Fig. 11] Piece the Moon goddess

3.3.2.1.4 제작과정

[Fig. 12] The Moon goddess making process

3.3.2.2 데메테르 Demeter (땅의 여신)

3.3.2.2.1 커트

[Fig. 13] How to Cut Earth godd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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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2 색상

[Fig. 14] The color of the Earth goddess 
                갈색, 녹색, 노랑, 하이라이트

3.3.2.2.3 피스

[Fig. 15] Piece the Earth goddess

3.3.2.2.4 제작과정

[Fig. 16] The Earth goddess making process

3.3 작품 디자인의 유형

3.3.1 색들의 향연

3.3.1.1 에오스 Eos (새벽의 여신)

[Fig. 17] Eos (Dawn Goddess)

3.3.1.2 헤스티아 Hestia  (불의 여신)

[Fig. 18] Hestia (Fire Goddess)

3.3.2 선들의 향연

3.3.2.1 아르테미스 Artemis (달의 여신)

[Fig. 19] Artemis (Moon Goddess)

3.3.2.2 데메테르 Demeter (땅의 여신)

[Fig. 20] Demeter (Earth goddess)

4. 결론

아르 보(Art Nouveau)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에 

걸쳐 서유럽 역에 넓게 퍼졌던 장식미술의 양식을 일

컫는 말로, 이는 세기말이라는 실을 도피하고 싶은 욕

망이 외부세계를 표 하는 방법으로 사실  표 보다는 

상징 인 표 법을 사용하 다. 이는 산업 명이 기져다 

 량생산에 반 하고 수공 에 의한 아름다움을 창조

하여 인간감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로써 인간감성을 회복

시키려는 아르 보의 노력은 디자인에 있어 디자인

의 요한 목   하나인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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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헌하 다. 

이러한 아르 보의 목  지향성은 후기 산업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인들에게 자연친화 인 디자인을 제

공하고 있다. 즉 자연을 모티 로 하는 아르 보 양식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디자인의 이념과 상통하

여 요한 양식  하나로 발 시켜나가고 있다. 다양성

과 복잡성으로 얽 있는 사회로부터 벗어나 자연스럽고 

편안한 공간에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독창 으로 갖고 싶

어하는 인을 해 식물을 주로 모방하여 곡선을 사

용한 '꽃의 양식', '물결양식', '당 양식' 등으로 불려지

고 있는 아르 보 양식의 자연친화 인 특징에 그리스 

여신의 이미지를 가미하여 헤어바이나이트를 디자인하

여 제시하 다. 작품제작은 다양한 곡선을 사용한 아르

보 양식 에서 르네 랄리크(René Lalique)와 에  갈

(Emile Galle)의 아르 보 양식에 기 하여 꽃과 유기

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르 보 양식을 응용하여 작품을 

제작하 다.  

아르 보 양식은 격한 사회·문화의 변화에 응하

기 해 나타난 술의 흐름이므로, 재 후기 자본주의

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한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웰

빙을 추구하는 인들에게 아르 보 양식은 헤어바이

나이트라는 헤어스타일뿐만 아니라 뷰티 반에 걸쳐 많

은 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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