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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으고 흩어놓기: 
김나리의 «애그리게이터»에 대하여

Disperse Aggregate: 
about Aggregator by Nari Kim

이번 전시 «애그리게이터(Aggregator)»에서 

선보인 김나리의 작업을 짧은 글을 

통해 논하는 방식 중 가장 명료한 

방법은 작업 과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애그리게이터(Aggregator)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집계(자)’ 또는 ‘취합(자)’으로 번역될 수 

있는 애그리게이터는 Contemporary 

Art Daily 나 E-flux와 같이 ‘특정한 

학문이나 예술적 분야와 같이 큰 기준은 

있지만, 그 카테고리에 들어온 정보들은 

취사선택이나 배제 없이 모두 수평적으로 

나열하는 식’의 뉴스 제공 웹사이트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오룩(http://www.neolook.com)이나 

뮤움(http://www.mu-um.com)정도와 

같다. 인터넷을 기본 조건으로 하는 

애그리게이터는 데이빗 조슬릿(David 

Joselit)의 설명을 빌리면 ‘Asynchrony-
비동시성’과 ‘The Common-보편성’이라는 

두 가지 대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조슬릿이 말한 ‘비동시성’은 시간과 공간을 

모두 포함한다. 예컨대 그 정보가 언제, 
어디서 게시되는지와는 무관하게 인터넷과 

스마트폰만 있으면 그 정보는 추후 언제, 
어디서든 공유된다. 이와 같은 특성은 

김나리의 ‹만개›와 ‹아이패드 드로잉(정물)›가 

만들어지는 작업 과정과 ‹이동식 좌대›가 

작동되는 방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The Common-보편성’은 사실 ‘특별한 

개성이 없음’이란 번역이 더 가까운 표현일 

수 있는데, 취합된 결과물 묶음에 대해 

특정하거나 전략적인 계획이 없으므로, 
취합하는 방식은 임의에 가깝고 게시하는 

The clearest method to describe Nari 
Kim’s work Aggregator presented in 
this exhibition in the form of a short 
writing is to reveal her work process. But 
before we begin, I would like to briefly 
mention the concept of Aggregator. 
Aggregator which can be defined as 
‘(Someone who) collects’ or ‘(someone 
who) gathers’, talks about news contents 
providing websites which have ‘a 
wide standard such as a specific field 
of studies or art, but the information 
within the categories are listed laterally 
without being selected or excluded’. In 
Korea, Neolook(http://www.neolook.
com) or Mu-um(http://www.mu-um.
com) are examples of that. Aggregator 
with the Internet as its basic condition, 
has two major attributes ‘Asynchrony’ 
and ‘The Common’ according to David 
Joselit. ‘Asynchrony’ Joselit mentions 
includes both time and space. For 
example, irrelevant to when and where 
this information is posted, as long as 
there are Internet and smartphones, 
the information is shared anywhere and 
everywhere. Such traits are discovered 
in Nari Kim’s work process for Bloom and 
iPad Drawing(still life) as well as in how 
Portable Pedestal functions. It is actually 
more accurate to define ‘The Common’ 
as ‘no special individuality’ but since the 
collection of the gathered results had no 
specific or strategic plans, the method of 
aggregation is closer to temporary and 
the method of posting closer to listed. 
This is an attribute which can appear via 
Internet, a huge and powerful medium 
and the complete work of Bloom and 
iPad Drawing(still life) resembles this 
attribute and Portable Pedestal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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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나열에 가깝다. 이 또한 인터넷이라는 

거대하고 강력한 미디어를 통해 나타날 수 

있었던 속성이며, ‹만개›와 ‹아이패드 드로잉 

(정물)›의 최종 구현된 상태는 이 속성을 

닮았고, ‹이동식 좌대›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작동된다.
 

우리는 이미 동시대 미술가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거나 새로운 물질/재료를 

개발해내는 존재가 아님을 알고 있다. 
작가들은 생산자라기보다는 선택자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마르셀 뒤샹으로부터 작가에게 

‘선택’이라는 것이 주요한 방식이자 언어가 

된 즈음의 선택 개념과는 조금 달라졌다. 
그때는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물을 ‘어떻게 보여주는지’의 문제인 

것이다. 인터넷을 주요 도구이자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김나리의 방법론은 자신만의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필요한 정보나 

이미지를 취합하고 그것들을 수평적으로 

나열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현재 가장 지배적인 지식 유통의 환경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보 구성 

형태인 ‘하이퍼텍스트’의 개념과 유사하다. 
하이퍼텍스트는 서로 연관이 있는 키워드가 

하이퍼링크를 통해 비순차적이고 임의적이며 

임시적인 나열형의 정보 구조이다. 이 

구조는 취합한 정보들 사이에 위계를 만들지 

않고, 이용자 혹은 독자의 선택에 따라 

의미나 구조의 형식이 변할 수 있는 속성을 

가졌으며 이는 김나리의 방법론과 닮아있다. 
이 유사성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생산한 

영향력 아래 사는 지금의 젊은 세대로서의 

based on this.

We already know that contemporary 
artists do not create from scratch or 
develop new materials/ingredients. It 
would be more accurate to describe 
the artist as a chooser rather than a 
manufacturer. But the concept of choice 
has slightly changed since Marcel 
Duchamp, when ‘choice’ became a main 
method and language to the artist. If 
‘what to choose’ was important then, 
the problems now are ‘how to choose’ 
and ‘how to present’ these choices. 
Nari Kim’s methodology which uses the 
Internet as her prime tool and platform, 
sets her own minimum standard and 
gathers necessary information and 
images to list them laterally. This is 
similar to the concept of ‘hypertext’ 
which is the most powerfully influential 
form of information structure within 
the presently most predominant 
environment of knowledge information 
circulation, the Internet. Hypertext is 
a formation of inter-related keywords 
to a non-sequential, arbitrary and 
temporary list structure of information 
through hypertext. This structure 
does not build a hierarchy between 
the gathered information and has a 
property to change its meaning or form 
of structure which resembles Nari Kim’s 
methodology. This resemblance might 
be a natural reflection of the present 
young generation who lives under the 
influence created by the Internet and 
smartphones but it could also be caused 
by Nari Kim’s astute and sensitive 
reaction to her environment. If I were to 
borrow Joselit’s words again, as the traits 

of contemporary art(ists) are said to be 
‘super-velocity-extremely astute’, Nari 
Kim’s consciously or subconsciously 
astute reaction to the change/progress 
of technology and environment seem 
to have drawn her work language more 
similar to the Internet language.

The ultimate purpose of Nari Kim’s work 
is the realization of a ‘non-hierarchical’ 
state. We live in a net of hierarchy that 
may be recognizable but oftentimes 
impossible to realize its existence. We 
traverse through numerous hierarchies 
without even being aware of them in our 
daily lives. In the process, sometimes 
I am in a higher position, sometimes 
positioned lower and occasionally 
disillusioned to equality, I disregard 
someone (or something) or I am the 
disregarded one. For example, on the 
way to work, people scatter around the 
bus station to wait for the bus and when 
the bus arrives start queuing in seconds. 
If I am part of that queue, for that 
moment, I am included in the hierarchy 
and the moment I take the bus I break 
away from that hierarchy. And the worst 
case is to miss that bus and wait for the 
next one.
Nari Kim focuses on such hierarchy that 
is inherent in our life and society. Through 
her work, she exposes this hierarchy 
then overturns, rearrange or eliminates to 
form a non-hierarchical environment and 
she is also sensitively precautious that 
the process or result of her effort do not 
yield to another hierarchy. Therefore, the 
artist might have thought a lot about ‘how 
to choose and how to present’. Gathering 
and rearranging necessary information 

자연스러운 반영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환경에 반응하는 김나리의 기민함과 예민함 

때문일 것이다. 조슬릿의 다른 말을 한 번 더 

빌려 말하자면 동시대 미술(가)의 특성을 

‘super-velocity(극도의 긴민함)’이라고 

했듯이 변화/발전한 기술과 환경에 대한 

김나리의 의식적, 무의식적인 민첩한 

반응으로 작업의 언어와 방식이 인터넷의 

언어와 닮아지게 된 듯하다.
 

김나리의 작업의 최종 목적지는 ‘탈 위계적’ 

상태의 구현이다. 우리는 인식 가능한 

그리고 그보다 훨씬 많은 인식 불가능한 

위계질서의 그물망 안에 살고 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의식하지 못한 채 다양한 위계질서 

속을 횡단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내가 상위에 자리하기도 하고 하위에 

자리하기도 하며, 종종 평등하다고 착각한 

채 누군가(또는 무엇인가)를 배제하고, 내가 

배제당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출근길에 

사람들이 정류장 주변에 흩어져 버스를 

기다리다가, 기다리던 버스가 오면 순식간에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된다. 내가 그 줄에 

들어가 있다면 그 순간 나는 위계질서 

안에 포함되는 것이고, 버스를 타는 순간 

그 위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버스를 타지 못하고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김나리는 이러한 

우리의 일상과 사회에 내재하는 위계에 

집중한다. 작업을 통해 그 위계를 노출하고 

전복, 재배치, 삭제 등의 방식으로 탈위계적 

환경을 만들어 내기 위한 시도를 하며, 
그 노력의 과정 또는 결과물이 또 다른 

위계를 만들게 될지도 모르는 가능성을 

예민하게 경계한다. 이 때문에 작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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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ethods of hypertext -the arbitrary, 
temporary list structure and order- has 
become Nari Kim’s method. The effort 
to make a list structure and order, that is, 
to hoist or bring down the subjects to an 
equal state is to make lateral exchange 
and rearrangement possible. In Nari 
Kim’s work process, her method of 
arbitrary and temporary selection may 
need more scrutiny but by admitting 
the arbitrariness and leaving the option 
open for an intuitive choice could be the 
artist’s alternative for the ‘limits of trying 
to completely exclude arbitrariness’.

A‘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보여주는가’ 에 

대한 고민이 거듭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하이퍼텍스트적—임시적이고 임의적이며 

나열적인 구조와 질서— 방식으로 필요한 

정보를 취합하고 재배치하는 것이 김나리의 

방법이 되었다. 나열적 구조와 질서를 위한 

노력 즉, 대상물들을 동등한 선상으로 끌어 

올리거나 내려서, 수평적인 교환과 재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이다. 김나리의 

작업 과정에서 임시적이고 임의적인 선택의 

방법은 조금 더 고민될 필요가 있어 보이나, 
임의성을 인정하고 직관적인 선택을 길을 

열어둔 것은 ‘임의성을 완벽히 배제하는 시도 

자체의 한계’에 대한 작가의 대안일 수 있다.
 

‹만개› Bl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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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10‹이동식 좌대› Portable Pedestal

- 1D D

‹이동식 좌대›를 위한 QR코드 #1 QR Code for Portable Pedesta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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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순서는 이렇다: 

A

1-1 유투브 웹사이트(http://
www.youtube.com)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조화’를 검색한다. 
1-2 검색 결과물들은 최대한 다양하게 많이 

본다(영상물은 개인이 올린 조화를 

만드는 튜토리얼 영상, 중국 조화 생산 

공장의 작업 과정 영상, 조화라는 

제목을 가진 노래의 뮤직비디오 등 

다양하다). 
1-3 겹치지 않게 자신의 마음에 드는 

영상들을 고르고 소리만 채취한다. 
2-1 아마존 웹사이트(http://

www.amazon.com)에 가서 ‘조화’를 

검색한다(물론 미국 사이트니 ‘Plastic 

Flower’라고 검색했을 것이다).
2-2 자신의 눈에 띄는 조화들을 

직관적으로 골라 장바구니에 담고 

주문한다.
2-3 K-Mart나 a dollar store에 가서 

마음에 드는 조화를 산다. 
 * 김나리는 2-2과 2-3의 과정을 

진행할 때 앞서 유튜브에서 찾은 

중국 조화 공장 영상을 통해 봤던 

조화와 꼭 같은 조화를 뉴욕 

시내에 있는 마트에서 실제로 

발견하게 되어 놀라웠다고 

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애그리게이터의 ‘비동시성’에 

부합되는 예이다.
 ** 조화와 화병을 받치고 있는 

선반의 다리들도 위와 같은 

The order of work is as follows;

A

1-1 Search for ‘Plastic flower’ on 
Youtube.com. 

1-2 Watch as many search results as 
possible. (There are a myriad of 
movies about self-made tutorials 
on making plastic flowers, work 
process of plastic flowers in a 
Chinese manufacturing factory, 
music videos on songs titled plastic 
flower etc.) 

1-3 Select your favorite videos by being 
careful not to choose one multiple 
times, then extract sound only. 

2-1 Search for ‘Plastic flower’ at 
Amazon.com. 

2-2 Intuitively select plastic flowers that 
pop to your eyes and add them to 
cart to order. 

2-3 Buy plastic flowers that you like at 
K-Mart or One Dollar Store. 
 * Nari Kim was surprised to 

actually find the same plastic 
flowers manufactured in the 
Chinese factory she saw in 
the Youtube videos when 
conducting steps 2-1 and 
3-1, at a store in downtown 
New York City. It is an 
example corresponding to 
the previously mentioned 
‘asynchronism’ of Aggregator.

 ** The legs of the stand holding 
up the plastic flowers and the 
vase were also aggregated 
in the method above. Then 
the order can be randomly 
mixed. It becomes a specimen 

- 2D

‹이동식 좌대›를 위한 QR코드 #2 QR Code for Portable Pedesta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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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모인다. 그리고 이 모든 

순서를 임의로 자유롭게 뒤섞일 

수 있다. 이렇게 모여진 일종의 

표본이 된다. 즉 각각의 개성이 

중요치 않은 하나의 군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3 취합한 꽃들을 싸구려 화병에 물을 

채우고 마구잡이로 꽂는다. 
4 유튜브에서 구한 조화 관련 소리가 

꽃에서 나오는 것처럼 설치한다. 
5 모은 선반 다리들을 수평을 맞춰 

좌대로 만든다. 
6 꽃과 화병을 그 위에 놓는다. 

이로써 태생부터 생화보다 하등의 

복제물로서만 존재하는 조화가 생화의 

등가물로 제시된다. 

B C

1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구글 검색창에 

‘정물화’(still-life였을 것이다)를 

검색한다. 
2 수많은 정물화 이미지를 살펴보며 

빈번히 등장하는 정물, 일종의 

정물화의 전형적인 정물들을 단어로 

목록화한다(그 전형적 객체들은 

우리도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사과, 
바구니, 병, 꽃 등이다). 

3 구글 검색창에 단어들을 차례로 넣어 

이미지를 검색한다.
4 정물의 가장 전형적인 이미지들을 

직관적으로 선택한다.
5 선택한 이미지들을 아이패드 드로잉 

애플리케이션에 임의적 순서로 

of some sort, existing as one 
group where each individuality 
is insignificant. 

3 Randomly put the gathered flowers 
into a cheap vase filled with water. 

4 Install the sound retrieved from 
Youtube videos so it seems to come 
out from the flowers. 

5 Make a pedestal by adjusting the 
gathered legs of the stand flat to the 
ground. 

6 Place the flowers and vase on it. 

Thus plastic flowers which by creation 
exist as inferior copies of fresh flowers 
are presented here as equivalents to 
fresh flowers. 

B C

1 Use iPad to google ‘Still life’. 
2 Search through numerous still life 

images and categorize frequently 
seen still lifes or typical still lifes 
of a certain type of still lifes with 
nouns(The typical objects are 
nouns we can easily imagine such 
as apple, basket, bottle, flower etc.). 

3 Google these words one by one and 
search for images. 

4 Intuitively select the most typical 
images of still life. 

5 Randomly import the selected 
images to an iPad drawing 
application. 

6 While leaving the drawing 
application open, stick a screen 
protector on the iPad and 
repeatedly draw on the still life 
shown on the screen with acrylic 
paint.

불러온다. 
6 드로잉 애플리케이션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아이패드 보호필름을 

부착하고 화면에 있는 정물들을 아크릴 

물감으로 반복적으로 겹쳐서 따라 

그린다.
 * 이때 사용되는 색은 구글에 

색상표(color chart)를 검색해서 

얻어진 색들을 직관적인 선택에 

따른다.
7 드로잉의 과정을 마치면 보호필름에는 

아크릴 물감으로 알록달록한 물감의 

흔적이 남게 된다. 그리고 드로잉 

애플리케이션에는 드로잉을 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스쳐 지나간 모든 

흔적이 남게 된다. 
8 애플리케이션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흑백으로 전환하여 163x122cm의 

크기로 확대 인쇄하고, 그 위에 아크릴 

물감 드로잉이 된 보호필름을 차량용 

아이패드 거치대를 이용하여 앞으로 

튀어나오도록 설치한다. 

어떠한 ‘구도’를 가지고 주인공이 되는 것과 

배경이 되는 것으로 구성되는 정물화의 

모든 정물을 한 레이어 안에 같은 중요도로 

남게 되고, 보호필름과 실제 드로잉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의 위계는 뒤바뀐다. 

D

‹이동식 좌대›는 불특정 다수의 참여로 

작동되는 작업으로, 작업의 과정보다는 

작동과정에 대한 설명이 의미 있을 것이다. 
김나리는 전시 공간에 동영상으로 제작된 

 * The colors used here are 
search results from googling 
‘color chart’ and selected by 
own intuition.

7 When the drawing step is over, the 
screen protector is left with traces 
of acrylic paint’s colors. Meanwhile, 
traces of the finger made from 
drawing are left on the drawing 
application. 

8 Switch these traces left on the 
application to black and white, 
enlarge and print by 163x122cm and 
install the screen protector with 
acrylic drawing with an iPad car 
mount so that it is protruded to the 
front. 

Still life which its objects become 
protagonist or background according 
to its ‘composition’, places all objects in 
one layer with equal importance and the 
hierarchy between the screen protector 
and the application for the actual drawing 
is reversed. 

D

Portable Pedestal functions with the 
participation of unspecified persons. 
Therefore, it is more meaningful to 
explain about how it operates rather 
than the work process itself. Nari Kim 
presents a user guide video of the venue 
and a 33(w)x40(l)x9(d) cm portable 
pedestal with a handle attached. Any 
spectator can be the first participant 
and s/he can participate by following the 
steps below. 

1 The participant must br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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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설명서와 함께 가방처럼 손잡이가 달린 

가로 33cm, 세로 40cm, 폭 9cm 크기의 

이동식 좌대를 제시한다. 관객 중 누구든 첫 

번째 참여자가 될 수 있으며 참여하는 방법은 

이러하다. 

1 참여자는 좌대를 전시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 한다. 
2 이 좌대는 좌대 혹은 액자처럼 사용될 

수 있으며 참여자는 자신의 물건이나 

사진, 그림 등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올려놓고 사진을 찍는다. 
3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JJEE56U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한다. 
4 게시 후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사람을 다음 주자로 지정하여 좌대를 

전달한다. 
5 좌대를 전달받은 사람을 2, 3, 4의 

과정을 수행한다.

첫 번째 참여자에 의해 좌대가 전시장 

밖으로 나가면서 애그리게이터의 두 가지 

특성 ‘비동시성’과 ‘보편성’이 모두 발현되기 

시작한다. 이 작업의 미래, 전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좌대 위에 

올려지는 것들은 어떤 것이 될지 예상이란 

것이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임시적이고 

임의적이 된다. 이것은 더는 작가의 소유도 

아니며,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이 좌대는 

이미 누군가의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존재가 

되었을 수도 있고, 영원히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게 될 수도 있다. 김나리는 

인스타그램의 #JJEE56U를 통해서만 한발 

늦은 확인을 할 뿐이다.

pedestal outside the venue. 
2 This pedestal can be used as a 

pedestal or a frame on which the 
participant can place his/her things 
or pictures, drawings etc. and take a 
picture of it. 

3 Upload the picture on his/her 
Instagram with the hashtag 
#JJEE56U. 

4 Upon uploading it, designate the 
next participant s/he wishes to 
deliver the pedestal to and deliver it 
to that person. 

5 The person who receives the 
pedestal executes steps 2,3 and 4. 

As the first participant brings the 
pedestal out of the venue, two attributes 
of Aggregator, ‘asynchronism’ and 
‘universality’ begin to manifest. The 
future of this work is in an unpredictable 
state. It is impossible to predict what 
will be placed on the pedestal and it all 
becomes temporary and arbitrary. This 
does not belong to the artist anymore 
and it does not belong to anyone. This 
pedestal can exist in the corner of 
someone’s room or it can travel around 
for eternity. Nari Kim merely confirms 
through Instagram’s #JJEE56U one step 
beh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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