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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C 
CUTS

In the Dutch city of Rotterdam, 
the Old School Barber Academy injects a retro, 

rock ‘n’ roll edge into the world of male grooming, 
teaching timeless cuts and styles.

올드 스쿨 바버 아카데미 로고 
The Old School Barber Academy logo

그루밍의 명가  
올드 스쿨  

바버 아카데미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있는 ‘올드 스쿨 바버 아카데미’는 

남성의 헤어 커팅과 스타일을 가르치는 이발사 학교다. 그루밍 

분야에 복고풍, 로큰롤의 멋을 더하는 학교를 소개한다.

World Academies The Old School Barber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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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 강사 넬리스 바버가 학생들에게 인사말을 건네고 있다(왼쪽 페이지). 재치 

넘치는 스프레이병(아래). 시연 중인 아카데미 강사 덩컨 베일리(오른쪽 위).

Head teacher Nelis Barber welcomes students to the Old School 
Barber Academy (opposite). The school’s spray bottles reflect its rock 
‘n’ roll aesthetic (below). Duncan Bailey leads a class (above right).

“우리는 로큰롤 스타일에 약간의 펑크를 가미하고, 거기에 

세련된 신사의 분위기를 입히죠.” 넬리스 바버가 기초 과정 수료 

후, 사흘 동안 진행되는 고급 커팅반 수업을 듣기 위해 ‘올드 

스쿨 바버 아카데미’를 찾은 학생들을 맞이하며 말했다.  

“우리는 ‘스컴백 부기’ ‘하이 앤드 타이트’ ‘사이코빌리’와 같은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스타일이죠. 공무원이든, 부두 노동자든 우리 손을 거치면  

그 누구든 근사한 남성으로 태어난답니다.”

올드 스쿨 바버 아카데미의 주임 강사 넬리스는 학생 여덟 

명을 이끌고 동료 강사 덩컨 베일리 곁으로 다가갔다. 학생들이 

열정 가득한 얼굴로 옹기종기 모여 서자, 1950년대 빈티지 

양복을 차려입은 베일리는 학생들에게 앞으로 진행될 며칠간의 

수업에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물었다. 대부분 자신의 기량을 좀 

더 갈고닦아 새롭고 멋진 스타일을 창조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답했지만, 에든버러에서 온 스콧 피니건은 새로운 사업 분야를 

모색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이곳에 왔다고 밝혔다. “수년간 

이발사로 일하고 나니, 손에서 가위를 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발을 가르치는 일에 관심을 두게 되었죠.”

베일리는 이발사의 작업 도구에는 늘 위스키 한 병이 포함돼야 

“We’re all a bit rock ‘n’ roll here, with a touch of punk, 

topped off with a classy gentleman vibe,” Nelis Barber 

says with a warm laugh as he welcomes students to 

the Old School Barber Academy’s intensive three-day 

Advanced Cutting Course, the next step up from its 

multiweek Basic Course. “Scumbag Boogies, High ‘n’ 

Tights, Psychobillies — these are the kinds of styles we’re 

passionate about. We don’t follow trends — our haircuts 

are timeless. Whether you work for the government or 

down at the docks, they all make a man look great.”

As tutor Duncan Bailey, looking slick in a vintage 1950s 

suit, fastens a cutting cape around a model’s neck, he asks 

students about their ambitions for the next few days. While 

most say they’re keen to build on their existing skills and 

learn a new aesthetic, for Scott Finnigan of Edinburgh, 

this is also an opportunity to explore a new business idea. 

“After years of cutting hair, I’m thinking of hanging up my 

scissors,” he says. “I’m interested in teaching it instead.”

Bailey kicks off the demo by wryly suggesting that the 

한다는 농담으로 시연을 시작했다. “누구의 머리카락이든 그만의 

사연이 담기는데, 물에 젖으면 그 이야기가 그대로 드러나죠.” 

베일리는 위스키병으로 만든 스프레이로 물을 뿌리며 말을 

이었다. “머릿결이 어떤지 파악하면, 그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오전 수업에서 베일리는 

모델의 젖은 머리카락을 이리저리 매만져 앞머리를 느슨하게 

빗어 올린 스타일을 완성하면서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기도 하고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오전에는 몇 가지 커트 방식을 시연하고 

설명하면서 학생의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정도로 마무리합니다. 

그 내용을 오후의 커트 실습 시간에 모델을 놓고 직접 적용해 

보는 거죠. 물론 약간의 지도는 필요하겠지만요.” 

브라질 샤페코에서 온 이발사 지오구 페이조 자스쿠우스키는 

퐁파두르 스타일에서 요구되는, 머리카락의 길이를 부위별로 

달리하는 페이드 커트를 하는 동안 꽤 긴장한 모습이었다. 

자스쿠우스키는 “평소에 하지 않던 방식이라 신경이 곤두서는 

작업이지만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로테르담 출신의 

아니타 로마노바는 복고 스타일의 남성 커팅에 도전하며 소감을 

밝혔다. “섬세한 기교와 엄격한 정밀성을 추구하는 이 분야가 

마음에 들어요. 여성 커트에서는 시도하기 힘든 점이죠.”

barber’s tool kit should always include a bottle of booze. 

“The hair has a story to tell, and water reveals it,” he 

says, spritzing from a repurposed whiskey bottle. “When 

you can see the true flow of the hair you can work with it 

organically, giving the best haircut to suit its natural form.”

Over a freewheeling morning, Bailey works on his 

model’s dampened curls, teasing them into a loose quiff, 

all the while taking questions and offering advice. “The 

course isn’t overly structured,” he explains. “It’s about 

teaching some method and generating enthusiasm so that 

when students start on their models in the afternoon they 

know what to do, albeit with some guidance.”

“It’s nerve-racking being out of my comfort zone, but 

in a good way!” admits Diogo Feijó Jaskulski, of Chapecó, 

Brazil, as he attempts the intricate fading required of a 

pompadour. Meanwhile, Anita Romanova is relishing the 

challenge of cutting men’s retro styles. “I’m a perfectionist 

so I’m loving the extra finesse and precision of it — you 

don’t get that when cutting women’s hair,” she says.



창조의 불씨 수업 둘째 날 아침은 카우보이처럼 차려입은 롭 

버터스가 활기찬 걸음걸이로 아카데미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시작되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 드리죠!” 

버터스는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지난 30여 년간 클래식 커트 

전문 이발사로 활동해 온 버터스는 폭발적인 인기를 끈 자신의 

이발소 ‘스호럼’의 부속 기관 개념으로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이 수업의 목적이 자격증 취득만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버터스는 자신의 주위로 모여든 학생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잠들어 있는 창조의 불씨가 

타오르길 바라요!” 그는 기술보다는 자신이 품고 있는 열정을 

최대한 나누고 싶어 하는 모습이었다. “자신의 마음이 머리에 

고스란히 표현됩니다. 자신의 기량과 의지가 손끝에서 창조되는 

스타일을 결정하죠. 고객의 두발 상태를 파악하고, 그 타고난 

성질을 존중하세요. 그리고 고객의 요청을 귀담아들은 뒤  

최적의 스타일을 제안하고 구현하세요!”

피니건과 벨기에에서 온 조엘 드코스테에게 아카데미 

수업이 끼친 영향은 사뭇 크다.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반 

정도고, 나머지 반은 에너지로 채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평소의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만난 기분이네요.” 

CREATIVE FIRE Dressed in leather boots and a Stetson, 

Rob Bertus throws open the academy’s doors with cowboy 

swagger, kick-starting the morning of day two in energetic 

style. “Today I want to free your minds!” he booms. Bertus, 

a practitioner of classic cuts for some 30 years, launched 

the Old School as an offshoot of his wildly popular 

barbershop, Schorem. “Please remember, this course is 

not just about getting a certificate!” he roars. “I want to 

ignite a creative fire in your bellies!” With great flourishes, 

he dances around his model, deftly coaxing the hair into a 

magnificent pompadour. Technique is kept to a minimum 

while he shares his passion at full volume. “What’s in your 

heart ends up in the hair. Your mood absolutely creates 

the look. Read the hair, respect its flow, listen to what your 

client wants, but then give them what they need! Go!”

The course has already had an impact on Finnigan and 

Joël Decoster, a barber from Belgium. “I’ve realized that 

it’s half technique, half energy — it’s really made me think 

outside the box,” says Decoster. Finnigan agrees: “It was a 

real eye-opener. I’m feeling very inspired.”

드코스테의 말에 피니건도 동의했다. “정말 두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이었어요.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 수업은 실제 모델을 대상으로 한 실습이 여러 

차례 진행됐다. “사흘간의 수업에서 이뤄진 반복된 연습과 

격려는 학생들의 자신감을 키우는 데 필수”라고 넬리스는 수업 

진도를 점검하며 설명했다. “학생들의 몸짓이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유연하죠.” 넬리스가 만족스러운 듯 말했다. 

로마노바는 위로 빗어 올려 완성한 윤기 나는 퐁파두르 

스타일을 거울을 통해 모델에게 비춰 주며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다. “제가 일하던 미용실로 돌아가서 이런 커트를 얼른 

선보이고 싶어요. 습식 면도 과정도 등록해서 남성 그루밍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섭렵할 겁니다.”

피니건은 모발이 굵고 곱슬거리는 모델의 머리를 세련된  

‘슬릭백’ 스타일로 매만지면서, 아카데미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고 털어놓았다. “미래를 계획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원래는 이발 일을 그만두고 교육 쪽으로 전환하려고 

했지만, 남성 그루밍 분야를 전문으로 해 보고 싶어졌어요. 어쩌면 

제 이발소를 차릴지도 모르고요.”  글 사진 사이먼 어윈

Come the final day, the students tackle problematic 

double crowns or painstakingly fashion flattops. 

“Repetition and reassurance over the three days are 

essential for building confidence,” Nelis explains, 

checking the room for progress. “You can see their body 

language has changed totally. They’re now working more 

fluidly and the creativity is really flowing.”

Romanova is ebullient as she flashes a mirror around 

her client’s glossy faded pomp. “I cannot wait to get back to 

the salon and to start cutting hair like this all the time,” she 

says. “I also want to take the academy’s wet shave course 

so my men’s grooming skills are fully comprehensive.”

While Finnigan tames a thick wavy mane into a polished 

Slickback, he admits to feeling reinvigorated by his time 

here. “This course has been transformative; it’s a career 

changer for me,” he says. “I had the intention of quitting 

cutting hair and just teaching, but now I’d love to focus 

specifically on men’s grooming, and perhaps I’ll even open 

up my own barbershop.”  Text and photographs by Simon Urwin

학생들이 실제 모델을 대상으로 실습을 하고 있다(왼쪽 아래, 위). 공동 창립자 

롭 버터스가 학생들에게 퐁파두르 스타일을 지도 중이다(오른쪽 페이지).

Students are trained in classic men’s hairstyles: flattops, High ‘n’ 
Tights, Scumbag Boogies (below left, above). Cofounder Rob Bertus 
guides students in how to cut the perfect pompadour (oppos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