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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art of the Latin America Culture is being actively introduced into our country. 
Many concepts in the fashion field contain Latin American culture and their influence is growing. 
This present study, based on a correct understanding of and research on Latin American culture, 
is an attempt to expand the expression of fashion design and explore the use of works of art in 
fashion. The case study is on Frida Kahlo (1907∼1954), who was a Mexican woman painter who 
gives us some inspiration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The scope of this case study inves-
tigates the Haute couture and the Prêt-à-porter women’s wear collections and photos from 1998 
to 2009 which were greatly influenced by Frida Kahlo and analyzes through the formative ele-
ments of dress, color, form, pattern and material. Frida Kahlo was a painter whose composition 
of surrealism held the world of life and death, pain and pleasure, love and parting, thought and 
freedom, and tradition and modern, etc. As a design inspiration, her influence reaches into ac-
cessories, and hairstyles, as well as the Prêt-à-Porter. This current study for the correct under-
standing of the new culture and the introduction of art into the fashion design might be helpful 
in making fashion a work of art and in extending the expression of the fashion design concept 
which is based on commercial art. 

Key words: Frida Kahlo(프리다 칼로), Latin America civilization(라틴아메리카 문화), 
surrealism(초현실주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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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계화, 글로벌화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새로

운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접속의 용이성, 지구촌의 1일 생활권을 가능하

게 하는 사회적 여건 등에 의해 타문화와의 접촉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문화와 역사는 이미 우리에게 너무 친숙하게 다가와

있으며 제 3세계에 대한 관심으로 이동되고 있다. 제

3세계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호기심은 네트워크의

발전과 교통의 발달이 충족시켜주고 있으며 우리의

삶의 방식 또한 이러한 타문화와의 혼용이 자연스럽

게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현재 문화는 진화하고 있다.

제 3세계 문화권 중에서 중남미는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을 형성하면서 문화의 혼용과 진화라는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란 신대륙 발견

이후 과거 라틴민족 국가에 지배를 받아 라틴적인

전통의 배경을 지니는 지역의 총칭1)이다. 기존에 존

재하고 있었던 고대 문화와 유럽의 문화가 정치적인

이유로 혼용되기 시작하였지만 그들만의 독특한 문

화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미술계

와 음악계를 중심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와 그들

의 음악, 예술 작품에 대한 소개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해외 컬렉션에서는 라틴 아메리카

문화와 그들의 전통을 반영한 컨셉(concept) 표현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라틴문화와 라틴예술에 대한 고

찰은 패션 컨셉의 다양한 표현을 위한 의의가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예술은 특유의 조형성과 색채를

띠고 있으며 견고한 구상성과 강렬한 주제를 바탕으

로 한다. 대표적인 라틴 아메리카의 거장으로는 디에

고 리베라(Diego Rivera), 프리다 칼로, 현대추상미술

의 획을 그은 루치오 폰타나(Lucio Fontana), 라파

엘 소토(Rafael Soto) 등이 있다.2) 그 중 멕시코 출

신의 여류화가인 프리다 칼로(Frida Kahlo)의 초현

실주의 화풍은 라틴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예술적 표

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패션 디자이너들과 패

션사진 작가들이 주목하고 패션 디자인 컨셉으로 응

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 디자인 컨셉 표현의 풍부

한 확장을 시도하여 타문화적인 요소와 그들의 예술

작품을 패션 컨셉에 활용함으로써 패션의 예술로서

의 승화와 함께 상업예술로 확장시키는데 목적이 있

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연구를 통해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 중 인디오 문화에 속하는 멕시코 예술을 통

하여 타문화에 대한 연구를 고찰하고, 사례연구를 위

해 라틴문화를 대표하는 화가이자 현대 패션 디자인

의 영감이 되고 있는 멕시코의 화가인 ‘프리다 칼로'

의 작품을 선정하여 패션 컨셉을 도출하였다. 연구범

위는 1998년부터 2009년까지로 한정하였으며 프리다

칼로를 주요 컨셉으로 진행한 컬렉션과 패션사진을

도출된 패션 컨셉별로 분류하여 라틴예술작품의 패

션 디자인 컨셉으로의 유입을 분석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멕시코의 지리적․문화적 배경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중에서 멕시코는 스페인 정

복 이전에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번성했던 중앙아

메리카에 위치하며 이 지역을 ‘메소아메리카’라 부른

다. 멕시코의 북쪽은 스텝성 기후로서 강우량이 적어

나무가 자라지 않는 초원지대이며 서부와 동부는 고

원지대, 중부는 호수가 많은 고원지대의 온대성 기후,

남부는 아열대성 기후로 다양한 기후를 지니며 석유,

천연가스, 광물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다.3) 멕시코의

언어는 식민시대의 영향으로 인한 스페인어가 공식

언어이며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원주민 신앙과 결합

된 카톨릭으로, 토착종교와 결합된 형태의 복음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메소아메리카에 존재하였던 아즈텍, 마야, 잉

카 문명이라는 3대 고대문명 중에서 멕시코는 아즈

텍 문명과 마야 문명의 발원지로서 중남미 지역에서

문화적 수준이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멕시코 만에

서 시작된 최초의 문명인 올메카(Olmeca) 문명이 멕시

코 고원에 영향을 주어 테오티우아칸(Teotihuacanos)

문명이 일어났다.4) 다른 초기 문명인 자포텍(Zapotec)

문명은 멕시코 남부의 오아사카(Oaxaca) 고원지대에

서 일어났으며 기원전 600년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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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보남팍 유적의 벽화.

마야아스텍문명위에 서다,

2007, p. 147.

<그림 2> 팔렌케궁전과 벽화 모사품.

마야아스텍문명위에 서다,

2007, p. 139.

<그림 3> 마야옥수수신.

아즈텍과 마야 신화,

1998, p. 136.

정보들을 달력에 기록하여 그 지역의 역법과 문학의

초기 형태를 보여 주었다. 자포텍인들은 현재 오아사

카주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원주민 그룹들 중 하나

로 남아있다.5) 그리고 멕시코 남부와 과테말라, 엘살

바도르 및 온두라스에서 발달한 마야(Maya) 문명과

톨테카(Toltec) 문명, 믹스테카(Mixteca) 문명이 있

으며 방랑부족이었던 아즈텍(Aztec)이 멕시코 고원

에 들어서면서 주변 여러 민족을 정복한 아즈텍 문

명이 성장하였다.6) 이처럼 고대 멕시코는 고대문명

의 중심지로서 다른 문명과의 교류 없이 독창적인

메소아메리카문명을 이루었으며 300년에 가까운 스

페인의 식민 지배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라틴문화와 메소아메리카문화가 결합된 라

틴 아메리카 문화권으로 발전시켰다.

2. 멕시코 전통 예술의 특징
다음은 고대문명기부터 식민시기 이전까지 멕시코

에서 꽃피웠던 마야 문명과 아즈텍 문명을 통한 메

소아메리카 예술의 특징을 고찰한 내용이다.

1) 마야 예술의 특징

마야 문명은 온두라스, 과테말라 고원 지역에서

발전한 4~10세기의 고전기 마야와 마야인들이 멕시

코의 유카탄 반도로 이동하면서 문명을 건설한 10세

기 말~16세기 초의 고전기 이후 마야로 나뉜다.7)

마야 사회는 엄격한 계급사회로서 영토 확장으로 인

한 전쟁이 잦았으며 평화 시기에는 신전을 확장하거

나 공예품, 벽화 등의 화려하고 정교한 예술작품을

남겼다. 보남팍(Bonampak) 유적<그림 1>8)은 마야어

로 ‘채색한 벽’이라는 뜻이다. 화려한 머리깃털 장식

을 한 악사와 무용수들을 푸른 바탕 위에 사실적으

로 그린 벽화가 있다. 팔란케 유적 중 궁전<그림

2>9)에서는 마야인들의 섬세한 건축양식을 엿볼 수

있으며 오른쪽은 궁전 내부 벽화의 그림을 소가죽에

모사한 것이다. 마야미술은 사실적이며 치밀하고 세

련된 묘사력과 화려한 색채감각을 띠며 개성강한 상

상력을 표현하는 특징을 가진다.10) 메소아메리카인들

의 주식이었던 옥수수를 숭배한 마야인들의 석조 조

각품<그림 3>11)은 옥수수의 형상이 얼굴 모양과 헤

어로 시선을 이동하게 하며 머리에 장식적인 요소를

더하고 있다. 해골 모양의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마야 옥수수 신의 모습이다.

마야인들은 상형문자를 통해 조상들의 업적과 신

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였으며 우주는 하나이고 천상

의 세계와 저승의 세계 역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사후의 저승세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

으로 여기었으며 죽음을 행복하게 받아들인 그들은

우주와 신의 세계를 체계화하기 위한 천문학, 역법,

수학을 발달시켰다. 그들의 종교관은 이 세계의 존속

을 보장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들을 위무해야 한다

고 여기고 인신공양의 제식을 행하였으며 인신공양

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자

해로 인한 희생을 강조하며 피를 흘리는 행위를 신

성하게 여기었다.12) 마야인들에게 피를 흘리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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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코욜사유키.

멕시코시티,

2004, p. 32.

<그림 5> 태양의 돌.

라틴아메리카문화의 이해,

2000, p. 34.

<그림 6> 삶과 죽음의 얼굴.

멕시코시티,

2004, p. 28.

<그림 7> 출산하고 있는

틀라솔테올틀 여신,

아즈텍조각. 프리다 칼로,

2005, p. 38.

은 강한 신앙심의 표현인 것이다.

2) 아즈텍 예술의 특징

아즈텍 제국은 1440년 지금의 멕시코 계곡에 설립

되어 중앙집권적 왕권중심제를 가지고 주변의 민족

을 강력한 군사력으로 통합하였으며 마야인들처럼

인신공양의 제식을 행하였다. 스페인 식민 직전까지

아즈텍 문명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세밀하고 화려한

마야미술에 비해 아즈텍 예술은 그들의 호전적인 성

격을 반영하면서 방대한 규모 및 균형성을 지니고

있었다.13)

아즈텍 예술의 가장 중요한 상징물로 뱀, 코욜사

유키, 태양의 돌이 있다. ‘코욜사유키’<그림 4>14)는

아즈텍의 시조인 우이칠로포츠틀리의 누나, 코욜사유

키가 죽임을 당한 후 뱀이 내려오는 난간에서 팔, 다

리, 머리, 몸통이 잘려진 모습을 그로테스크하게 새

긴 원반돌이다. ‘태양의 돌’<그림 5>15)은 태양열과 우

주를 상징하는 세모꼴의 빛과 아즈텍인의 달력을 보

여주는 20개의 표상을 담고 있으며 두 마리의 날개

돋친 뱀의 입에서 태양신 토나티우의 얼굴이 나오고

있다. 이 돌 위에서 인간의 심장을 바치는 제식이 행

해졌으며 이러한 의식을 위해 아즈텍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삶과 죽음, 밝음과 어두움, 하늘

과 지하 세계, 선과 악 등의 두 가지 성질은 대립되

는 동시에 우주 질서의 균형을 이루는 요소로서, 이

두 가지가 팽팽히 맞설 때 양자는 맞물려 돌아가고

생명이 살아간다고 여기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순환

적이고 대립적인 이원성의 사고는 메소아메리카 철

학의 기본이 되었으며16) ‘삶과 죽음의 얼굴’<그림

6>17)에서 엿볼 수 있듯이 그들의 세계관을 사실적이

면서 상징적인 이미지로 예술작품 속에 표현하였다.

색욕과 방탕함 동시에 고백과 정화를 담당18)하는 틀

라솔테올틀(Tlazolteotl) 여신의 출산하고 있는 모습

<그림 7>19)을 극히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

중적 본성(dual nature)을 대립적 이중구조로 조각하

고 있다.

3. 20세기 멕시코 예술의 특징
중남미의 예술은 스페인의 식민통치가 시작되면서

재료와 색감에서 전통적인 특징들이 남아 있으나 주

제와 형태면에서는 유럽의 예술 양식을 따랐으며 식

민시대 말기에는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영향으로

독립 국가 시대의 예술을 준비하였다.20) 20세기 초반

에는 스페인의 사실주의, 프랑스의 상징주의와 인상

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며 1920년대부터 유럽의 큐비

즘, 미래주의, 표현주의 등의 모더니즘 사조와 원주

민주의라 할 수 있는 중남미 특유의 토착 미술이 양

대 산맥을 이루며 발전하였고 여기서 ‘초현실주의와

멕시코 벽화’는 구심점이 되었다.21) 독립전쟁 시대부

터 중남미 예술에는 사회적 비판에 근거를 둔 정치

적 색채와 오랜 식민정책에 의해 잃어버린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우수했던 문화 부흥을 꾀하는 ‘인디헤니

스모’(indigenismo) 사상을 예술 작품에 내포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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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Diego Rivera

무기고(1928),

http://www.abcgallery.com

<그림 9> Diego Rivera

알라메다공원에서 어느 일요일 오후의

꿈(1947), http://www.abcgallery.com

서 문화적, 정치적 동질성을 찾고자 하였다.22) 즉 그

들의 사상과 정치, 사회 그리고 미술의 상호작용이

유럽의 예술 양식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으

며 이는 20세기 라틴 아메리카 미술의 대표적인 특

징이라 할 수 있다.

멕시코의 경우 멕시코 혁명 기간에 민중예술로서

의 벽화가 멕시코 회화를 이끌었으며 유럽 모더니즘

에서 벗어나 혁명성, 계몽성, 대중성이라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르네상스의 프레스코 기법과 엔카우스틱

(밀납) 기법을 되살리면서 혁명적이고 원주민 중심

적인 주제를 택하여 이데올로기와 미술이 결합된 멕

시코 벽화를 발전시키어23) 고부가가치 미술로 성장

시키었다. 20세기의 멕시코 벽화는 또한 그들의 전통

미술인 마야 미술 중 화려하고 세밀하게 표현되었던

벽화의 현대적인 부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

인 멕시코의 벽화가로서 프리다 칼로의 남편인 디에

고 리베라(Diego Rivera, 1886~1957)가 있으며 그는

호세 클레멘테 오로스코(José Clemente Orozco), 다

비드 알파로 시케이로스(David Alfaro Siqueiros)와

더불어 멕시코 3대 거장 중 하나이다.24) 디에고 리베

라가 교육부 건물에 5년 동안 그린 총 면적 1,585㎡

의 대형 벽화<그림 8>25)는 멕시코 고대문명을 연상

케 하는 연한 톤 위에 무명의 투쟁하는 인디오들과

노동자들을 전형적인 멕시코인들로 그리고 있으며

중앙에 위치한 프리다의 모습은 공산주의를 위해 투

쟁하는 여성의 모습으로 남기고 있다. 멕시코 시티의

디에고 리베라 벽화 박물관(Museo Mural Diego

Rivera)에 소장된 길이 15미터, 높이 4미터의 벽화

<그림 9>26)에서는, 멕시코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일요일에 함께 산책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27) 중앙에

프리다 칼로의 모습이 보이며 어린 소년으로 묘사되

고 있는 디에고가 죽은 자의 날(The days of the

dead)의 상징인 해골 형상의 여신의 손을 잡고 있다.

‘죽은 자의 날’은 11월 1일 밤 12시에 행하는 멕시코

의 전통 축제로서, 죽은 자들과 살아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해골 모양의 빵과 해골 사탕을 나누며 파

티를 벌이는 날이다. 죽은 자들은 비를 주관하게 하

고 식물을 싹트게 하며 해가 길을 갈 때 영예롭게

하는 등 우주적인 일을 완수한다28)고 생각하는 그들

은 고대 문명기에 존재했던 인신공양의 제물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붉은

피와 해골 형상 등을 종종 담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의 예술 작품을 통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메

소아메리카인들의 정신이 현재까지도 이어져오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Ⅲ. 프리다 칼로의 작품 세계
프리다 칼로의 작품은 멕시코의 전통 예술이자 메

소아메리카 예술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야기

를 초현실적인 구성으로 담고 있다. 그녀의 작품 세

계는 멕시코의 문화아이콘이 되어 패션 디자이너와

패션사진작가들에게 디자인적인 영감을 불어넣어 주

고 있다. 다음은 초현실주의 작가, 프리다 칼로의 작

품 세계에 대하여 고찰한 후 대립적 이원성의 사고

를 지닌 메소아메리카 철학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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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컨셉을 도출한 내용이다.

프리다 칼로(Frida Kahlo, 1907∼1954)는 사진사였

던 유태계 독일인인 아버지와 스페인과 토착원주민의

피를 이어받은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하여 혈통의 뿌

리가 인디오인 멕시코 출신의 여류 화가로서 벽화의

대가였던 그녀의 남편 디에고 리베라와 함께 멕시코

를 대표하는 예술가이다.29) 프리다는 자신이 겪은 육

체적·정신적 고통과 기쁨 그리고 자신의 이념, 종교관

등을 함축하여 초현실적인 구성을 통해 화폭에 시각

적으로 기술하였다. 프리다의 작품은 전체적으로 갈

색톤에 주황색, 남색, 녹색 등을 포인트 칼라로 사용

하면서 고대 문명을 연상케 하는 인디오적인 색감을

띠고 있으며 삶과 죽음을 다루는 그녀의 주제는 메소

아메리카 예술에 기인한다. 라틴아메리카가 탄생하기

전인 인디오의 문명 중에서 멕시코의 중앙 고원에 발

달했던 메소아메리카 문명은 프리다의 작품세계의 기

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리다 칼로의 작품 세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자화상, 육체적 고통, 내적슬픔 등을 담

아서 초현실주의의 구성으로 묘사하고 있다.<표1>30)

첫째, 프리다는 자화상을 많이 남긴 작가이다. 교

통사고로 인한 병상에서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침

대 위에 거울과 캔버스를 배치하여 자신을 소재의

대상으로 삼아 당시의 감정을 화폭에 표현하여 자화

상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프리다가 그린 최초의 진지

한 자화상인 ‘벨벳 드레스를 입은 자화상’<그림 10>31)

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초상화의 영향을 받은

귀족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다. 물결치는 배경은 리버

티양식(Stile Liberty)을 그리고 길게 표현한 목은 마

니에리스모(manierismo) 양식과 모딜리아니의 영

향32)을 받았으며 부드럽고 섬세한 선은 영국의 라파

엘 전파의 대표적 작가 로제티의 여인상과 비슷하다.

사랑스러운 여성으로서의 모습을 그녀의 연인이었던

알레한드로 고메스 아리아스에게 보여주고자 하였으

며33) 유럽의 예술사조에 영향을 받았던 초기 라틴

아메리카 작가들처럼 프리다의 초기 자화상에서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엿볼 수 있다. <그림 11>은 피

카소에게 선물 받은 귀걸이를 착용하고 프리다의 상

징인 꽃 장식을 한 헤어스타일의 모습을 인디오적인

색감으로 나타내고 있다. 하단에 그린 두루마리에는

프리다가 그림과 얽힌 메시지를 직접 기록하고 있는

데 다른 작품에서도 종종 등장하며 작품의 초현실적

인 구성을 돕는 표현방법이다. 이는 19세기 멕시코

초상화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형식34)을 작가의 작

품에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39년 디에고와 이

혼 후 1940년에 완성한 작품인 ‘가시목걸이를 한 자

화상’<그림 12>은 목에 걸린 가시목걸이를 통해 마음

의 고통을 상징하고 있으며 사랑에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죽은 벌새가 가시목걸이에 매달리게 함으로

써 그녀의 꺼져가는 희망을 암시한다. 그녀의 어깨

위에 있는 원숭이와 검은 고양이는, 멕시코 민속 전

통에서는 각각 사탄, 불행과 죽음을 의미한다.35) 프

리다는 자신의 모습과 멕시코 전통에 담긴 동물의

의미를 재구성함으로써 자신의 심적 고통을 자화상

속에 담고 있는 것이다. 1940년 프리다는 디에고와

다시 재결합한 후 1941년 ‘땋은 머리를 한 자화상’

<그림 13>을 남겼다. 이혼 직후 잘라버렸던 긴 머리

와 페미닌했던 면모를 머리의 매듭장식이 다시 연결

시키고 있으며 이 매듭 형태는 멕시코 남부 오아사

카(Oaxaca)주의 전통 장신구의 형상36)을 나타낸다.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 역시 메소아메리카의 전통을

담고 있는 디자인이다.

1929년 디에고와의 결혼 직후 그린 자화상들은 밝

은 색감에 홍조를 띤 여성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으

며 1940년 이혼 전후로 그려진 자화상들은 그녀의

심경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표정과 초현실적 화폭

구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프리다의 자화상의 변화는

인간사의 기쁨과 슬픔을 지닌 ‘사랑과 이별’에 대한

회화적 묘사로 전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메소아메리

카 예술의 대립적 이원성의 개념이 담긴 패션 컨셉

으로 도출하였다.

둘째, 열여덟 살에 겪은 대형 교통사고의 후유증

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의 표현이다. 프리다는 척추와

골반치료를 위해 그녀 인생의 대부분을 병상에서 보

내야 했으며 이러한 육체적 고통을 초현실적인 예술

로 승화시키었다. <그림 14>의 ‘탄생’은 <그림 7>의

아즈텍 조각상의 형식을 프리다식 구성의 그로테스

크한 회화 형식으로 풀어가고 있는 작품이다. 부서진



프리다 칼로 회화 작품에 나타난 패션 컨셉 표현에 관한 연구

- 109 -

골반으로 인해 세 번씩 유산한 괴로움을 초현실적인

구성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탄생과 죽음의 메세

지를 한 화폭에서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메소아메리

카의 철학과 인디오의 색감이 프리다의 작품에 투영

되어 초현실주의의 구성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헨리포드 병원’<그림 15>은 병상에 누워있는 자신과

부서진 골반으로 인한 불임의 슬픔, 새 생명에 대한

열망 등을 하나씩 나열하고 있다. 눈물과 피, 아픔과

열망을 작가가 마치 침대 위에서 꿈을 꾸듯이 슬픔

을 나레이션하고 있는 작품이다. ‘꿈 혹은 침대’<그림

16>에서는 폭탄으로 묶여진 해골의 모습과 침대 위

로 뻗어가고 있는 생명력 있는 나뭇잎으로 둘러싸인

프리다 자신의 모습이 매우 상반되는 이미지로 그려

지고 있다. <그림 6>의 ‘삶과 죽음의 얼굴’처럼 삶과

죽음을 둘이자 하나로 보는 아즈텍 예술37)의 정신이

밑바탕에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부러진 척추’<그림

17>는 사막 가운데 홀로 외롭게 서있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러진 자신의 척추를 철로

된 척추로 대치하였다. 철제 코르셋을 입어야 했던

고통과 디에고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못 박히는

듯한 아픔의 눈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차게 서있는

모습을 구성함으로써 자신의 육체적·심리적 고통과

삶에 대한 의지를 한 화폭에서 묘사하고 있다. 프리

다 작품에 종종 등장하는 해골과 피의 이미지는 그

녀의 육체적 고통과 죽음의 고비를 암시하며 인신공

양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마야와 아즈텍인들의 예술

적 표현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육체적 고통과 그에 따른 슬픔을 그로

테스크한 프리다식 이미지로 구성하고 있는 작품들

로부터 메소아메리카 철학의 기본이 되고 있는 ‘삶과

죽음’이라는 대립적 이원성의 개념을 패션 컨셉으로

도출하였다.

셋째, 사랑에 의한 정신적 아픔과 내적 슬픔의 표

현이다. 1939년 디에고와의 이별 직후 완성한 ‘두 명

의 프리다’<그림 18>는 서로 다른 성격을 보여주는

두 자아가 서로 손을 잡고 있다. 오른쪽의 프리다는

디에고가 좋아하던 테우아나 의상을 입고 있으며 온

전한 심장과 연결된 디에고의 사진을 손에 들고 있

다. 여기서 테우아나 의상(Tehuana costume)이란 멕

시코 남동쪽에 위치한 테우안트펙(Tehuantepec)이라

는 도시의 전통의상38)으로 프리다의 작품에 종종 등

장한다. 왼쪽의 프리다는 빅토리안 웨딩 드레스39)를

입고 수술용 가위에 의해 상처 입은 심장과 뚝뚝 떨

어지는 핏줄기를 지니며 이는 상처의 깊이를 암시한

다. 이 작품 속의 프리다의 얼굴은 단정하게 빗어 올

렸지만 콧수염의 흔적과 건장한 팔곡선으로 두 가지

성을 교차시키고 있다. ‘짧은 머리의 자화상’<그림

19>에서는 디에고와 이별 후 그가 좋아하던 긴 갈색

머리를 잘라버린다. 화려하고 페미닌한 테우아나 의

상을 벗어버리고 지나치게 큰 남성복을 입은 채 여

성성을 제거해 버리는 모습이다. 이 시기에 그린 다

른 자화상에서도 그녀는 콧수염을 점점 강조하고 있

으며 감춰져 있었던 남성성을 드러내고자 했음을 그

녀의 작품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추억 혹은 심장’<그

림 20>은 프리다의 내적 슬픔을 직설적으로 전하고

있다. 구멍 난 가슴을 관통하는 막대기와 한쪽 끝에

서 시소를 타고 있는 큐피드, 그리고 구멍 난 자리에

있던 심장은 피 흘린 채 바닥에 놓여 있으며 잘려나

간 심장은 고대 아즈텍 민족이 신에게 바치는 희생

의 제물을 의미하기도 한다.40) 이 작품 안에서 역시

테우아나의 전통 의상의 실루엣과 아이템 디자인을

볼 수 있다. 멕시코 전통의 기하학적 무늬로 짜여진

위필과 문양의 전통적 배치를 알 수 있으며 롱 스커트

의 밑단에 달린 화이트 레이스가 특징적이다. 이 화이

트 레이스는 ‘오란(holan)'이라 하며 ’오란다(holanda)'

라는 단어에서 유래41)하였다고 한다. 스페인어로 네

덜란드라는 뜻이며 어원에서 엿볼 수 있듯이 전통의

상에 라틴문화의 요소가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디에고가 좋아하던 이 테우아나 의상을 벗어버리고

프리다는 눈물을 흘리며 유러피안 스타일의 의상을

착용하고 있다. 왼쪽에 걸려진 교복은 디에고와 처음

만났을 때의 시절을 상징하며 짧은 머리, 콧수염의

흔적이 있는 모습 속에서 프리다의 남성적 이미지가

교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유산을 몇 번 겪

은 프리다는 인형과 애완동물들을 수집하곤 하였다.

인형과 함께 텅 비고 차가와 보이는 벽과 바닥으로

구성된 방안에 카메라를 바라보듯 무표정하게 앉아

있는 모습의 ‘나와 나의 인형’<그림 21>에서 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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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프리다 칼로의 작품 세계 상징적 의미 패션컨셉도출

자

화

상

프리다

스타일

유추

사랑과 이별

<그림 10>

벨벳드레스를

입은 자화상(1926),

<그림 11> 엘로서

박사에게 바치는

자화상(1940),

<그림 12>

가시목걸이를 한

자화상(1940)

<그림 13> 땋은

머리를 한

자화상(1941)

육

체

적

고

통

메소

아메리카의

예술형식

삶과 죽음

<그림 14>

탄생(1932)

<그림 15> 헨리 포드

병원 혹은 나는

침대(1932)

<그림 16> 꿈 혹은

침대(1940)

<그림 17> 부러진

척추(1944)

내

적

슬

픔

정체성의

혼재

남성성과

여성성

<그림 18> 두 명의

프리다(1939)

<그림 19> 짧은

머리의 자화상(1940)

<그림 20> 추억 혹은

심장(1937)

<그림 21> 나와 나의

인형(1937)

<표 1> 프리다 칼로의 작품세계와 패션 컨셉

의 유산에 대한 슬픔과 심적 상태를 느낄 수 있다.

프리다의 초반에 보여주었던 가늘고 긴 목을 한 여

성스러운 모습을 탈피하고 두꺼운 목에 건장해 보이

는 팔라인, 콧수염의 흔적 그리고 다른 작품보다도

더 어두운 색상의 피부톤은 인디오의 색감을 연상시

키며 이를 통해 내면에 숨겨졌던 남성성을 오버랩시

키고 있다.

따라서 프리다의 삶의 이야기와 내적 슬픔을 담고

있는 작품들로부터 작가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었던

남성성을 찾을 수 있었으며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패션 컨셉으로 도출하였다.

Ⅳ. 현대 패션에 나타난 프리다
칼로 패션 컨셉 표현

복식을 이루는 조형요소에는 ‘색상(Color), 형태(form),

재질(Material), 문양(Pattern)’이 있다.42) 여기서 복

식의 형태란 복식의 기본적인 외곽선인 ‘실루엣’43)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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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며 복식의 재질은 복식 제작에 사용된 ‘소재와

오브제(objet)’라 할 수 있다. ‘색상, 실루엣, 소재, 문

양’이라는 복식조형의 요소를 분석도구로 삼아 프리

다 칼로의 초현실적인 작품 세계를 받아들인 패션

디자이너들과 패션 사진작가들의 작품을 분석하였으

며<표 2>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프리다 칼로 패션 컨셉 도출 분석 방식

첫째, 프리다의 자화상을 통해 도출된 패션 컨셉

인 ‘사랑과 이별(Love & Farewell)’에 대한 표현은

‘색상, 실루엣과 문양’의 복식조형요소로 표현되었다.

<표 3>

Jean-Paul Gaultier는 '98 S/S 컬렉션을 ‘프리다

칼로에게 보내는 경의(An hommage to Frida Kahlo)’

라는 주제로 진행하였으며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

나, 쿠바 등의 남아메리카로부터 영감을 받은 여성스

러운 드레스를 선보였다.44) <그림 22, 23>은 복식의

형태를 테우아나의 에스닉한 실루엣을 응용하고 테

우아나의 밝은 색상과 인디오의 색감을 통해 사랑스

런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그림 22>45)에서는 테우아

나의 화려한 색감으로 이루어진 롱스커트와 넉넉한

라인의 위필 대신 보트 네크라인의 착시 효과를 이

루는 롱티셔츠에 의해 허리선을 강조한 실루엣을 코

디네이션함으로써 현대적으로 변형된 테우아나 전통

의상의 디자인을 보여준다. 그리고 Jean-Paul Gaultier

는 테우아나 전통스커트의 특징 중 밑단에 있는 ‘오

란(Holan)’이라는 화이트 레이스를 레드 망사와 블루

레이스를 조합하여 소재의 사용을 부분적으로 변형

하였다. 디에고가 좋아했던 테우아나 의상을 애용함

으로써 디에고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했던 프리다의

마음을 Jean-Paul Gaultier의 디자인 스타일을 통해

감지할 수 있으며 현대적인 실루엣의 테우아나 의상

을 통해 사랑스러운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테

우아나 스커트의 오란(holan) 레이스를 강조한 이브

닝 드레스<그림 23>46)는 가죽 소재를 사용하여 크리

놀린 스타일을 응용한 디자인으로, 유럽의 실루엣과

테우아나 디테일의 만남이 인디오의 색감과 헤어스

타일을 첨가함으로써 현대적인 멕시코의 느낌을 나

타내었다. 패션 사진작가인 Gaby Herbstein은 프리

다의 전형적인 헤어스타일과 화려한 색상의 롱드레

스로 이루어진 수직적인 실루엣을 강조하면서 프리

다의 사랑스런 이미지를 나타내었다.<그림 24>47)

또한 ‘문양’에 의한 표현의 예로서 Pineda Covalin

의 '08 S/S 컬렉션을 들 수 있다. ‘가시목걸이를 한

자화상’작품<그림 12>을 프린트한 직물로 원피스를

디자인하여 이별의 슬픔이 담긴 메시지를 직접적으

로 전달하고 있다.<그림 25>48) Pineda Covalin은 멕

시코 출신의 패션 디자이너로서 멕시코 문화를 패션

컨셉에 도입하여 그들의 전통과 신화, 예술작품을 알

리는 문화 대사의 역할을 하는 디자이너이다.49) Anna

Sui는 ´09 S/S 컬렉션을 Alexander Girard와 Marilyn

Neuhart의 모던 민속풍(folkloric modern)의 텍스타

일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프리다 칼로 컨셉을 진

행하였다.50) <그림 26>51)의 경우 비둘기, 꽃, 눈물

문양으로 이루어진 원피스이다. 프리다의 작품에도

종종 등장하는 비둘기는 ‘사랑’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꽃과 함께 어우러진 멕시코 전통 문양

과 프리다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눈물의 문양으로 이

별의 슬픔을 암시하고 있다. 블랙과 화이트로 문양이

구성된 소재의 탑원피스와 멕시코 전통 디자인을 담

은 목걸이로 코디네이션하였다. <그림 25, 26>처럼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을 프린트한 소재는 텍스타

일의 표현 범위를 넓히면서 예술 작품의 패션디자인

으로의 유입을 문양을 통해 사실적이고 직설적으로

도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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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

요소

패션

컨셉

색상과 실루엣 문양

사랑과

이별

<그림 22> Jean-Paul

Gaultier,

Viking Studio,

2000, p. 142.

<그림 23> Jean-Paul

Gaultier,

Viking Studio,

2000, p. 139.

<그림 24>

Gaby Herbstein,

http://www.gabyher

bstein.com/

<그림 25>

Pineda Covalin'08 S/S,

http://www.

youtube.com/

<그림 26>

Anna Sui'09 S/S,

http://www.firstvie

wkorea.com

<표 3> 복식조형요소에 의한 프리다 칼로 패션 컨셉 표현 I

조형

요소

패션

컨셉

색상과 실루엣

삶과

죽음

<그림 27> Jean-Paul Gaultier,

'98 S/S

http://www.fridakahlo.it/

<그림 28> Pineda

Covalin '08 S/S,

http://www.trenddelacr

eme.com

<그림 29> Jean-Paul-Gaultier,

프리다 칼로,

2007, p. 115.

<표 4> 복식조형요소에 의한 프리다 칼로 패션 컨셉 표현 Ⅱ

둘째, 육체적 고통의 표현으로부터 도출된 ‘삶과

죽음(Life & Death)’이라는 패션 컨셉은 주로 ‘색상

과 실루엣‘이라는 복식조형요소에 의해 가장 초현실

적으로 표현되었다.<표 4>

Jean-Paul Gaultier의 경우 의상의 색상과 코디네

이션의 조합에 의한 실루엣을 통하여 아즈텍과 마야

의 예술 철학이 배경이 되었던 프리다 작품의 그로

테스크(Grotesque)한 이미지를 보여주었다.<그림 2

7>52) 테우아나 실루엣 위에 블랙 자켓과 블랙 모자

를 코디하여 그로테스크(Grotesque)한 이미지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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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

요소

패션

컨셉

색상과 실루엣

남성성과

여성성

<그림 30> Kris Van Assche

´08 S/S,

http://www.krisvanassche.com/

<그림 31> Jean Paul Gaulter,

´98 S/S,

http://localthreads.blogspot.com/

<그림 32> Louis Verdad

´05 F/W,

http://www.fridakahlo.it/

<표 5> 복식조형요소에 의한 프리다 칼로 패션 컨셉 표현 Ⅲ

타내고 있으며 블랙의 거대한 실루엣은 죽음의 메세

지를 강하게 표현하였다. 컬렉션 뿐만 아니라 패션사

진에서도 프리다로부터 영감을 받은 패션사진작가들

의 작업들을 볼 수 있다. Pineda Covalin의 ´08 S/S

디자인을 촬영한 화보<그림 28>53)에는, 블랙 레이스

소재의 탑드레스에서 죽음의 파티를 연상시키며 테

우아나의 화려한 꽃무늬 문양의 스카프와 헤어의 꽃

장식, 모델의 당당한 시선과 포즈는 고통을 극복하고

자 했던 프리다의 삶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패

션사진작가의 촬영 의도, 색과 실루엣의 조합을 통해

‘삶과 죽음’이라는 대립적 이원성의 패션 컨셉을 동

시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림 29>54)는 Jean-Paul-

Gaultier의 ´98 S/S 컬렉션을 위한 포스터이다. 프리

다의 이미지를 반영한 컬렉션의 디자인들과 메소아

메리카의 이원적 대립개념을 도입한 요소로써 갖가

지 꽃들과 장미가시, 이글거리는 태양과 폭풍우 칠듯

한 구름 낀 하늘 등의 대립적인 자연요소를 동시에

배치함으로써 프리다 작품의 초현실적인 구성 방식

을 그로테스크한 패션 이미지로 보여주었다.

셋째, 프리다가 겪은 내적 슬픔의 예술적 승화를

이룬 작품들을 통하여 도출된 ‘남성성과 여성성(Ma-

sculin & Feminin)’이라는 패션 컨셉은 주로 ‘색상과

실루엣’이라는 복식의 조형요소로 표현되었다.<표 5>

어두운 무채색과 남성의 슈트를 연상시키는 칼라들

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베스트(vest)나 테일러 자켓,

남성적 아이템과 테우아나의 롱스커트, 인너웨어

(innerwear) 등의 여성적 아이템과의 혼용에 의한

형태 변화로 표현되었다. 또한 이러한 아이템들은 대

체로 직선적인 라인으로 디자인되었다.

Dior Homme의 수석디자이너이기도 하였던 벨기

에 출신의 디자이너 Kris Van Assche는 ´08 S/S 여

성복 컬렉션을 프리다 컨셉의 절제된 라인으로 진행

하였다. 테우아나의 롱스커트와 베스트, 셔츠칼라 블

라우스를 매치하거나 혹은 멕시코 전통무늬로 된 허

리를 강조하는 넓은 벨트, 셔링이 잡힌 페미닌한 상

의와 바지를 코디하였다. 남성의 전유물인 넥타이와

프리다의 상징적 스타일인 헤어의 꽃 장식을 바지

슈트에 코디네이션함으로써 프리다의 작품에서처럼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보여주었다.<그림 30>55)

Jean Paul Gaultier는 프리다 작품에서 보였던 홍조

를 띠던 부드러운 색감과 인너웨어로 대변되는 여성

적 이미지를 나타내었다.<그림 31>56) 또한 콧수염의

흔적이라든지 남장을 했던 프리다 자화상에서 보여

졌던 남성적 이미지는 직선적 라인의 테일러 자켓과

바지에서 느껴지는 남성적 이미지를 코디네이션함으

로써 프리다 작품의 이미지를 응용하였다. Lo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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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프리다 칼로 회화 작품에 나타난 패션 컨셉 표현 분류

Verdad는 멕시코계 미국 패션 디자이너로서 많은 헐

리우드 스타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디자이너이다.

그는 '05 F/W 컬렉션의 주요 컨셉을 프리다로 진행

하였으며 <그림 32>57)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남성 슈

트를 연상시키는 색으로 된 바지 정장, 하이웨이스트

로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바지와의 코디네이션, 꽃

으로 된 헤어장식의 첨가 등을 통해 전체적인 남성

적인 이미지의 스타일에 페미닌의 요소를 부여하는

코디네이션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프리다의 작품에서

때때로 보여졌던 중성적인 이미지들은 남녀 아이템

의 혼용에 의한 코디네이션과 색상, 직선적인 실루엣

을 통해서 전개되었다.

Ⅴ. 결론
프리다 칼로는 라틴아메리카를 대표하며 20세기

초, 초현실주의 멕시코 예술을 이끌었던 여류화가이

다. 인디오 문화를 반영하는 색채와 메소아메리카의

예술철학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멕시코의 신화적인

요소, 전통적 악세사리, 전통의상 등을 작품에 도입

함으로써 그로테스크한 프리다식 이미지의 초현실적

구성을 이루어내었다. 육체적 고통과 내적 슬픔을 예

술로 승화시킨 그녀의 작품들로부터 사랑과 이별, 삶

과 죽음, 남성성과 여성성 등의 대립적 이원성의 개

념을 지닌 패션 컨셉으로 도출하였으며 ‘프리다 칼로’

를 주제로 컬렉션을 진행한 해외 패션 디자이너들과

패션사진작가들의 작품을 분석하여 복식의 조형요소

인 ‘색상, 실루엣, 소재, 문양’을 기준으로 분류하였

다.<표 6>

첫째, 프리다의 자화상들을 통해 도출한 ‘사랑과

이별’의 패션 컨셉은 색상, 실루엣, 문양으로 표현되

고 있었다. 테우아나의 화려한 색상, 테우아나 전통

실루엣의 현대적인 변형 등은 디에고가 좋아했던 테

우아나 전통의상을 통해 프리다의 사랑을 전하고 있

으며 프리다 작품의 요소로 프린트되어진 문양 등은

이별의 슬픔과 예술작품의 패션으로의 유입을 보여

주고 있었다.

둘째, 교통사고로 인한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 죽음

의 고비를 경험한 프리다는 인신공양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마야와 아즈텍인들의 예술철학의 영향을 받았

다. 그들의 신앙심의 표현이었던 해골의 형상과 피의

이미지는 그로테스크한 프리다식 초현실주의를 구성

하는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부터 도출한 ‘삶과

죽음’이라는 패션 컨셉은 블랙이라는 색상과 거대한

실루엣으로 우리에게 강하게 전달되고 있었다.

셋째, 사랑으로 인한 내적 슬픔을 담은 작품들은

여성스러웠던 프리다가 남성적 이미지를 담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콧수염, 짧은 머리, 두꺼운 목과 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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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팔라인, 남성복을 착용한 모습 등을 통해 ‘남성성

과 여성성’이라는 패션 컨셉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색

상과 실루엣의 복식의 조형요소가 코디네이션되고 있

었다. 남성적 색상의 사용이라던지 남성의 전유물이

었던 아이템과의 코디네이션, 직선적 라인의 실루엣

등을 통해 성의 정체성의 혼재를 표현하고 있었다.

멕시코의 초현실주의 화가인 프리다 칼로가 주는

디자인의 영감은 프레타 포르떼(Prêt-à-Porter) 뿐만

아니라 악세서리, 헤어스타일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패션디자인의 컨셉 표현

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예

술작품의 패션디자인으로의 도입을 통해 예술로서

승화된 패션과 또한 상업예술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패션디자인의 컨셉 표현 개발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

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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