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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 KAHLO 소개

FRIDA KAHLO (1907.7.6~ 1954.7.13)



1. 멕시코 대표 여성 미술가

프리다칼로는 멕시코 혁명이 일어날 무렵인 1907년 7월 6일, 멕시코
코요아칸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멕시코 혁명이 시작된 1910년을 자
신이 태어난 해라고 주장할 만큼 자신의 삶과 멕시코 혁명의 연관성
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프리다칼로의 스타일은 멕시코 토착 문화의 영향을 받아 강렬한
색감이 특징이다. 그녀의 작품은 전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이는 사회적 운동인 Fridamania, Neomexicanismo 그리고
Kahloism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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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다칼로는 평생 신체적 고통을 안고 살았다. 어린 시절 심한
소아마비를 앓은 뒤 한 쪽 다리를 절게 되었고, 1925년 프리다
칼로가 18세 되던 해 교통사고로 척추, 골반, 자궁에 극심한 손
상을 입어 많은 시간을 침대에 누운 채로 보내야만 했다. 

그녀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이 때부터이다. 침대 천장에
붙은 거울을 보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프리다칼로 작품의 대
부분은 자화상이다. 하지만 사랑, 즐거움, 열정 그리고 창의성을
자유롭게 담아내고 있어, 현재 멕시코를 대표하는 작가이자 스

타일 아이콘으로 인정받고 있다.

2. Pain and Pa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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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다칼로는 멕시코 전통 벽화 작가인 디에고 리베라를 만나면서 두
번째 삶의 변화를 맞이한다. 21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1929년 이
둘은 결혼하게 되었다. 결혼 초기에는 유명 벽화 작가인 디에고 리베
라의 연인으로 그의 미국 작품 활동에 동행했지만, 점차 자신의 작품
에 대한 인정을 받았고, 전세계적으로 명성을 쌓아갔다. 

그 결과 그녀는 1939년 뉴욕에서 전시회를 열었고, 이어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작품을 전시한 최초의 멕시코 작가가 되었다. 디에고 리베라
는 프리다칼로의 일생의 연인이지만 디베라의 외도와 이혼은 프리다
칼로에게 신체적 고통보다 더 큰 절망을 주었다. 그녀는 이러한 아픔
을 그림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았
다. 1953년 멕시코 시티에서 프리다칼로는 단독 전시회 열며 그녀의
오랜 꿈을 이뤘고, 다음해 세상을 떠났다.

3. 디에고 리베라의 연인

"Yo sufrí dos accidentes graves en mi vida, uno en el que un autobús me tumbó al suelo. 
El otro accidente es Diego; Diego fue el peor.." 

“평생 나는 큰 사고를 두 번 당했다.
하나는 16세때 나를 부숴버린 버스이고 두 번째는 바로 디에고를 만난 일이다.
두 사고를 비교하면 디에고가 더 끔찍했다”

- FRIDA KAH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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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프리다 (2003년 11월 국내 개봉) 조카 Isoda P. Kahlo가 쓴 프리다 칼로의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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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 KAHLO 작품



Target: 25~35세 여성 (Core)

Brand Identity: PASSION FOR LIFE 

열정(Passionate), 아방가르드(Avant-garde), 창조(Creative), 강인(Strong), 토착(Native)

BRAND IDENTITY

"PASSION FOR LIFE" 



COYOACAN, MX

아트워크 컨셉

VIVA LA VIDA



FRIDA KIDS

FRIDA FREAK

아트워크 컨셉



Icons

아트워크 컨셉



Assets

아트워크 컨셉



Patterns

아트워크 컨셉



아트워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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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라이선싱 사례



국내 라이선싱 사례



해외 라이선싱 사례

MEXICO VOGUE 1937년 10월호 커버

멕시코 화폐 (500페소)

Google 초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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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다 칼로 에디션

해외 라이선싱 사례



해외 라이선싱 사례



해외 라이선싱 사례



해외 라이선싱 사례



프리다 칼로 일대기와 작품에 대한 퀴즈를 풀 수 있는 어플

해외 라이선싱 사례



라이선스 제품 예시



라이선스 제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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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제품 예시



• www.fridakahlocorporation.com

• http://www.fkahlo.com/

http://www.fridakahlocorporation.com/
http://www.fkahl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