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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소 정 

-

기획

영어로 something, 즉 ‘무엇인가’로 번역되는 단어는 한국사회에서 

특수한 관계를 지칭하는 ‘썸남, 썸녀, 썸탄다’의 어구로 활용됩니다.

관계에서 나타나는 something이란, 사랑이라는 개념을 형성하는 과정에 

포함되는 불안, 욕망, 경계, 긴장 등의 복합적 메커니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대상에게 성적인 이끌림을 느끼면서도 뇌의 기능을 

통해 애착과 정으로 전환합니다. 이는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의 본질적 

나약함이자 아름다움입니다. 

한국사회는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끊임없는 선택을 받으며 존재가치를 

확인하는 특수한 집단정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의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담입

니다. 이러한 심리적 갈등은 something을 ‘썸’이라는 애매한 관계로 

범주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복합적인 감정인 

something의 본질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는 각 개인의 기억이 재구성

되어 나타나는 연결지도, 뇌의 복합적인 작동 혹은 생체심리적 반응이 

만들어내는 순간 등 일 수 있습니다. 

본 전시는 인문예술과 과학기술의 결합을 통해, 개개인이 의식·무의식

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something, 즉 썸의 순간을 형상화했습니다. 

<SOMPLEXITY>는 ‘썸’이라는 주제를 통해, 일상적인 something을 복

잡계 이론과 연결하여 ‘일상의 미학’을 과학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복잡계는 수많은 변수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시스템입니다. 작가를 비롯한 다수의 참여자들은 ‘썸’을 고찰하는 

방법론으로써 뇌과학과 뉴미디어 기술, 물리학 등 다양한 접근법을 

활용했습니다.

이는 다양한 관계의 형성을 미학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으로 이어집

니다. 그에 더해, 영화, 연극, 무용, 음악공연 등의 대중적이고 친숙한 

형태로, ‘썸’의 함의를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SOMPLEXITY>에서 ‘썸’에 관한 보편적인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썸을 작품으로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창작자들의 

개인적 관점을 벗어나는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술적 표현과 과학적 개념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내는 시도 

자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관계의 다양한 

형태와 본질에 대한 폭넓은 이해로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SOMPLEXITY
SOME과
COMPLEXITY의 만남 

<SOMPLEXITY>는 ‘썸’의 특징을 '복잡계(Complexity)'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아트앤테크놀로지(Art & Technology) 전시입니다.

기 획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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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some)’, a trendy word in Korea now, is an abbreviation of ‘썸씽 
(something)’.  It is widely used to describe a complicated or ambiguous 
state in a relationship. It may imply an anxiety of indeterminacy and a 
desire for mystery when people create the complex concept of love. 
Like animals, people are sexually attracted to each other, but, with their 
mental capabilities, they can transfer this sexual energy to affection 
or attachment. These fragility and beauty of human beings are what 
distinguished from animals.

In Korean society, as a whole, people constantly define their values 
and identity based on other people’s evaluation of them, so personal 
relationships have become a burden in this era of limitless competition. 
Therefore, people may categorize their undefinable relationship as ‘썸

(some)’ to justify their uncomfortable situations or feelings although 
they can naturally experience ‘something’ in everyday life. Can we 
capture the essence of ‘something’ as complex emotions that only 
human beings can create? ‘썸(some)’ can be explained as the map of 
connections that each individual’s memory reconstructs, the complex 
processes of brain activities or the psychophysiological response 
patterns in human connections.

<SOMPLEXITY> is an Art & Technology exhibition that represents the 
various layers of  ‘썸(some)’ through the collaboration of art, technology 
and science. 

This exhibition presents the different significant moments individuals 
confront consciously and unconsciously in human relationships. 
<SOMPLEXITY> explores the features of ‘썸(some)’ in terms of ‘complexity’ 
- a term for describing a system that has many coaffecting variables that 
interact in diverse and unpredictable ways. The exhibition examines the 
chaotic process of forming relationships by combining various sciences 
and technologies such as neuroscience, new media and physics. In 
conjunction with the exhibition, a showcase expressing the meaning of 
‘썸(some)’ in more accessible genres to the public, such as film, dance 
and music, is presented.

As a curator, it was difficult to draw universal empathy about ‘썸(some)’ 
in <SOMPLEXITY>, because I could not be freed from the artists’ 
personal perspectives while curating the exhibition.
However, attempts to find an intersection between artistic expressions 
and scientific concepts are meaningful and significant. We hope 
that this exhibition helps us become closer to the essence of human 
relationships that the concept of ‘썸’ suggests through the scientifically 
informed explorations and artistic endeavor.

Curatorial Essay

Sojung Bahng 

-
Curator

SOMPLEXITY
The meeting of
‘some’ and  ‘complexity’



8 9

1988년, 수학자 Steven H. Strogatz의 “연애와 미분 방정식”이라는 글이 수학 

메거진에 실렸다. 저자는 가상의 두 인물을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장난스럽게 

지칭한 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이 둘의 연애를 하나의 수학적 모델로 나타냈다. 

그의 의도는 사회적 행동의 탐구보다 학생들에게 연결된 미분 방정식을 쉽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의 모델은 다양한 관계 안의 낭만적인 관계의 패턴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관계의 수학적인 복잡성과 현실적 괴리에도 불구하고, 

Strogatz의 모델은 특정 질서와 패턴으로 설명되는 시스템으로 인간의 상호

작용 혹은 자연계의 특정 행동양식을 반영한다.

이러한 세계관은 20세기 중반 초, 강력한 컴퓨터 기술의 등장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합리적인 원리를 적용하는 컴퓨터 과학, 정보 이론, 시스템 이론, 사이버네틱스  

등이 낳은 새로운 관점은 세계를 시스템 혹은 체계로 이해하고 그것의 행동양식을 

보편적 원리로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며 추상 표현

주의로 지배되었던 기존의 서양 미술계는 새로운 세계관을 빠르게 받아들였다. 

이는 곧 미니멀리즘과 시스템 아트, 프로세스 아트를 탄생시키기도 하였다.

이루니 

-

미술사

<SOMPLEXITY>를 역사적인 맥락에 두는 것은, 전시된 작품들 속에서 인간관계를 

시스템으로 조망하는 것에 대한 희망과 절망 사이의 긴장감을 살펴보게 한다.

이 전시는 겉보기에는 그들의 주제의식을 가볍고 낙천적으로 표현한다. 작가들은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최근 몇 년간 유행처럼 쓰이고, 대중매체에서 자주 다루어

지는 용어인 ‘썸’을 주제로 다룬다. 썸을 묘사하고자 하는 통합된 목표 아래에서 

썸에 대한 작가들의 해석은 모두 다르지만 결코 대치하지는 않는다. 주요 작품

들에는 공통분모가 존재하는데 이는 정량화가 가능한 흐름과 체계화된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인간의 경험을 모으고 수치화하는 입력값과 

출력 가능한 데이터로 다룬다.  ‘싱크로니시티 뮤직박스’와 ‘어떤의자’ 속에 있는 

뇌파로서의 정서, ‘기억의 미분’ 속 태그로서의 기억이 그 예이다. 

언뜻 보기에 작품들은 썸의 개념을 명료함과 확실성의 감각으로 표현한 것처럼 

보인다. 정교한 기하학적인 미학에 더해진, 정확하게 배열된 피드백 시스템은 썸이 

지도처럼 설계되고 이해될 수 있는 무엇이라는 인상을 남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여자가 작품을 물리적으로 경험하고 시스템의 일부가 되보면 뒤얽힌 와이어와 

장치들의 무질서, 기계 작동의 복잡성, 노이즈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의 취약성 

등을 즉각적으로 깨닫게 된다. 확정성과 불확정성을 넘나드는 곡예 속에서 작가

들은 관객들을 순응과 회의 사이의 긴장으로 초대하고, 썸의 맥락 안에 내포한 

시스템적 세계관에 배치시킨다. 즉 인간관계를 입력과 출력의 회로로서, 해독이 

가능하고 수학적 공식과 알고리즘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는 행동패턴으로 해석

할 수 있는지 고찰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퍼포머가 느끼는 것을 정량적으로 예측할 있을까? (싱크로니시티 

뮤직박스) 과연 디지털화되고 수치화된 정서의 형태를 주고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의자) 과거의 찰나 순간들을 연결하고 관계 패턴을 설계할 수 있을까? 

(기억의 미분) 이러한 복잡한 자연과학적 현상에서 명료함을 찾아내는 새로운 

통찰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이 우리가 일상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경험하는 불안, 

좌절, 불확실성 등을 극복하게 할 수 있을까? 

비록 과학적 진보는 우리에게 이례적인 관점을 제공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썸의 

굴레에 박혀있다. 우리는 스스로를 방정식에 놓인 상수 변수로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속이고, 명료한 관계 속에서 고통스러운 아름다움에 대한 반복적인 환각에 빠진다.

<SOMPLEXITY>는 무정하게 이러한 환상을 분해하고, 우리를 이성과 비이성, 

보편성과 관계성, 분명함과 애매모호함 사이의 긴장상태에 둔다. 그리고 우리

들이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과감없이 노출시키고 있다.

썸도 통역이 되나요?

전문가의 글

❶

참고문헌: Strogatz, Steven H. “Love Affairs and Differential Equations.” 
Mathematics Magazine 61.1 (1988): 35.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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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t in Clarity

Catalog Essay

❶

Rooni Lee 

-
Art History

Reference: Strogatz, Steven H. “Love Affairs and Differential Equations.” 
Mathematics Magazine 61.1 (1988): 35. Web.

In 1988, “Love Affairs and Differential Equations” appeared in Mathematics 
Magazine. Written by mathematician Steven H. Strogatz, the note provides time-
evolution models of a love affair between two individuals, of whom Strogatz 
playfully names Romeo and Juliet. His models, of which intention is to educate 
his students on coupled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rather than to intensively 
examine social behaviors, predict the patterns of romantic relationships between 
various pairings. Albeit their mathematical complications and disjuncture from 
reality, of which Strogatz is well aware, his models in fact reflect a worldview that 
perceives human interactions—or any type of behaviors in the natural world—as 
systems that can be explained through certain principles or patterns. 

Such worldview finds its lineage in the emergence of powerful computing 
technology in the early to mid-20th century. The rise of computer science as a 
legitimate discipline an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heory, systems theory, 
and cybernetics all point to this new perspective that understands the world as 
a circuit or a system, of which behavior are explained by universal principles. 
Previously dominated by the Abstract Expressionism and its emphasis on 
individuals’ subjective experience, the western art world quickly adopted this new 
worldview, giving birth to practices such as Minimalism, systems art, and process 
art. 

Placing Somplexity in this historical context yields a close reading of the exhibited 
works’ tension between hopefulness and hopelessness towards looking at 

human relationships as systems. The works seemingly lightheartedly declare their 
subject as a romantic fling or some (썸), the term that gained popularity among 
young Koreans in the last couple of years and is now regularly adopted by the 
mass media. Under the unified objective to depict some, the artists’ interpretations 
of some are clearly diverse if not contrasting. Yet, the common denominator of 
the major works, Synchronicity Music Box by Jaehyun Shin, SoMe Chair by Wonseok 
Choi, and Differential of Memory by Sojung Bahng, is that they are composed of 
streams of quantifiable, systematic information. They treat human experience 
as data through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quantifying the inputs (emotion as 
brainwave in Synchronicity Music Box and SoMe Chair and memories as tags in 
Differential of Memory) and representing the outputs. 

At first sight, the works appear to exhibit a sense of clarity and certainty to the 
concept of some; the clear-cut geometric aesthetics in addition to the precisely 
arranged feedback systems succeed in creating the impression of some as a 
something that can be mapped out and understood. However, as one obtains 
physical proximity to the works and becomes part of the system through 
participation, he or she instantly realizes the jumble of wires and devices, the 
complexity in their operations, and the vulnerability of the system to possible 
noise. Juggling with the sense of certainty and uncertainty, the artists invite the 
audience to experience the tension between compliance and skepticism towards 
the deployment of systems worldview in the context of some—towards looking 
at human relationships as circuits of inputs and outputs, of which behavioral 
patterns can be deciphered or even governed by certain formulae or algorithms. 

Are we really: making empirical predictions about what the performers are feeling 
in Synchronicity Music Box?; sending and receiving the quantified and digitized form 
of our emotion through SoMe Chair?; and bridging the sheer moments of our past 
and constructing the pattern of our relationships in Differential of Memory? Can 
humanity ever overcome, despite its newly gained perspective that extracts clarity 
from complex natural and social behaviors, the sense of insecurity, frustration, 
and uncertainty in dayto-day interactions and relationships? 

Albeit the unprecedented perspective the scientific progress has granted us, we 
still remain stuck in a rut of some. We repeatedly hallucinate on the agonizing 
beauty in the clarity in our relationship patterns, deluding ourselves into thinking 
that we are the constant variables in the equation. Somplexity ruthlessly shatters 
this illusion by placing us within the tension between rationality and irrationality, 
universality and relativity, and clarity and obscurity, laying bare our struggles to 
bridge the gaps betwee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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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플렉시티– 

포스트휴머니스트의

플라토닉 섹스에 관한 실험

전문가의 글

❷

참고문헌:  [1]  N. K. Hayles, How We Became Posthuma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2]  S. Broadhurst, “Neuroaesthetic,”in Digital Practices : Aesthetic and Neuroesthetic Approaches 

to Performance and Technolog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7, pp. 47–68. 

‘썸’은 한국사회에서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는 단어로 ‘썸씽 (something)’의 줄임말이다. 이는 단어 그 자체보

다도 더 복잡한 관계를 떠올리게 한다. 썸은 욕망, 친밀함, 불확정성, 신비로움 등에 관한 성적인 의미를 함축

하고 있으며, 이들의 특징을 합한 것 이상의 무언가를 내포하고 있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 개념은 

한국 사람들이 의미하는 썸이 무엇인지 도저히 붙잡을 수 없게 만든다. 이는 사이버네틱(인공두뇌학)을 통한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선 텔레마틱(통신망 기반)한 친밀함을 연상시킨다. 이와 같이 신체적 접촉과 가상적 

접촉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은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본질, 정체성, 지각 등에 관한 질문을 이끌어낸다. 

<SOMPLEXITY>는 단순히 미술 전시일 뿐만이 아니라, ‘썸’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사회적 실험이기도  

하다. 이 전시는 포스트모던 사회의 물리적, 가상적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성애화된 문화에 대해서 

고찰한다. <SOMPLEXITY>는 낯선 사람과의 순간적인 계약관계를 제공하고, 갤러리에 컴퓨터로 연결되어 

세팅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용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한다. 오늘날의 사이버네틱스는 시공간을 가로지르며 

신체를 벗어난 관계를 가능하게 만든다. 육체를 이탈한 친밀함은 강렬한 상상을 요구하는 환상이며, 오로지 

기호학적 작용에 의해서만 지속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전적으로 플라토닉하며1) 신체를 넘어서는 것과 

동시에 외설적이다.  Katherine Hayles은 포스트휴머니즘을 물리적 형체가 사라지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기호와 상징을 조작하는 것은 실제 인간의 세계의 행위보다는 ‘정신’이다. [1] 이러한 친밀감과 정서는 수치화 

된 정보로 용해되고, 기의와 기표로 재생산된다. 결국 우리의 뇌에 남겨진 것은 상징적 해석이다. 

만일 우리가 성적인 쾌감을 어떤 종류의 지적인 활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상상해본다면, 그것은 전적

으로 뉴런의 작동이다. 최원석의 ‘어떤 의자’는 이러한 실험을 위해서 두명의 낯선 사람을 참여시킨다.

1) 플라토닉은 성적이지는 않지만 친밀하고 애정이 있는 관계 및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개념이다. 

플라토닉한 사랑의 어원의 기원은 플라톤의 심포지움의 대화 속에서 나타난다.

그들의 뇌의 전기적 활동은 뇌파 탐지기에 의해서 포착된다. 참여자들의 흥분도는 상대방이 앉아있는 의자의 

진동기 및 머리 주변을 둘러싼 LED빛으로 연결된다. 이는 친밀감이 텔레마틱한 기호학적 과정이 될 수 있고, 

성적 쾌감과 감각은 뇌의 생화학적 작동에 의해서 발현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신제현은 ‘싱크로니시티 뮤직박스’라는 작품을 통해 포스트휴먼이 뉴로섹슈얼리티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참여자의 뇌파를 측정한 후 성적인 은유를 함축한 다양한 악기의 소리로 전환시킨다. 두 사람의 

뇌파가 공명할 때, 시청각이 혼합된 공감각적2) 현상이 조화롭게 나타난다. 이는 참여자로 하여금 상대방과 

동일한 뇌파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만든다. 이러한 작업은 두명의 낯선 사람사이에서 

발생하는 뇌의 상호적 오르가즘에 관한 위트있는 비유이다. 

방소정의 ‘기억의 미분’은 마음의 현상을 다루는 뇌의 독백이다. 그녀는 현실세계의 통합된 지각을 비디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녹화된 사건의 파편들로 세밀하게 분해했다. 이는 우리 뇌에서 측두엽이3) 

작동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관객들은 ‘멀티레이어 비디오 콜라주’에 상영되는 아주 작은 사건들을 선택하

면서, 그들의 현실세계를 적극적으로 투사한다. 방소정의 작업은 뇌 그 자체에 관한 은유이며 다층적으로 

겹쳐진 우리 의식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Zeki의 말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통합된 경험은 작은 의식적인 

발생들에 의해서 구성되고, 이 미세한 요소들은 시각의 과정 시스템 안에서 서로 다른 뉴런의 활동 및 시

공간의 노드(node)에 연결되어 있다. [2] 이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기억의 작동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기억의 

미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점이다. 

뇌의 뉴런을 닮은 LED조형물인 소중희와 방소정의 ‘생성 조명’은 우리 자신의 회귀적인 성찰을 직면하게 

하는 고백의 방과도 같다. ‘생성조명’안에 있는 심박수 탐지기는 공포와 쾌감을 동시에 일으키는 포스트휴먼

으로의 이행을 지켜보게 하고, 우리가 휴머니즘에서 포스트휴머니즘으로 갈 준비가 되었음을 알린다. 

심박수와 함께 반짝이는 빛의 신호는 <SOMPLEXITY>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들의 친밀한 경험의 잔여물

이다. 이러한 관계의 공명(resonance)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봐야만 이해될 수 있다. 

<SOMPLEXITY>의 사이버네틱한 구성은 피부에 접촉한 신체적 기억이 없는 시공간을 가로질러 우리를 연결

시킨다. 우리는 이를 통해 곧 낯선 이, 곧 타자가 된다. 타자란 제우스의 번갯불4)에 의해서 둘로 쪼개진 우리 

인간의 형상과 다르지 않다. 이제 우리는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서 깨어있는 매 순간 잃어버린 반쪽을 찾고 있다.

2) 공감각은 그리스어로‘연결과 감각’과 동의어이다. 지각적 현상이 뇌의 혼선으로 인해서 뒤섞이고 어우러지며 나타나는 감각이다. 

3)  측두엽은 뇌의 대뇌 피질을 차지하는 주요 네 개의 대뇌엽 중 하나이다. 측두엽 안에는 해마가 존재하는데, 이는 장기기억 형성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4)  그리스의 신화에서 인간존재는 본래 두명의 인간의 합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던 어느날, 신은 인간의 형태가 지닌 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인간을 번갯불을 통해서 둘로 쪼개버렸다. 이는 곧 인간이 자신의 잃어버린 자신의 반쪽을 찾아서 정처없이 해맬 수 밖에 없는 사랑의 탄생을 낳았다.    

Lim Kok Yoong

-

숭실대학교 글로벌

미디어학부 교수,

말레이시안 미디어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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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PLEXITY– 
An Experiment of 

Posthumanist Platonic Sex 

Catalog Essay

❷

‘썸(some)’, a trendy word in Korea now, is an abbreviation of ‘썸씽(something)’. It is used to conjure 
complexity in a relationship with no less complex than the definition of the word per se. The word has a sexy 
connotation of desire, intimacy, indeterminacy, and mysteriousness and it is ‘something’ more than the sum 
of its attributes. The slipperiness of its definition makes it extremely difficult to pin down what Koreans mean 
by ‘썸(some)’. As cybernetic progress opening more pathway for telematics intimacy which transcend the 
boundaries of space-time; there is even more dissolution between corporeal intimacy and virtual intimacy, 
which ultimately leads to the questioning of the very nature of our being, identity and perception.   

<SOMPLEXITY> is not only an exhibition but also a social experiment that was set up to explore the 
complexity of ‘썸’. On the one hand, <SOMPLEXITY> reflects a broader sexualized culture of our post-
modern social world happening in both physical and virtual world. On the other hand, it offers a momentary 
contract for unknown strangers to experience permissive intimacy mediated by wired interfaces in a gallery 
setting. Today, cybernetic is allowing intimacy to assume an ‘out of body’ form to be intimately performed 
across time and space. Disembodiment intimacy is an illusion that requires a powerful imagination which 
can only be sustained by semiotic processes. The experience is purely platonic1), transcending the body but 
putting obscene at bay. Katherine Hayles explained posthumanism with the erasure of embodiment so that 
“intelligence” becomes a property of formal manipulation of symbols rather than enaction in the human life 
world. [1] With this in mind, intimacy and the feelings emanated are dissolving into quantifiable information 
and reproduced as both a signified and signifier. What is left for our brain to make sense of is symbolic 
interpretation. 

1)  Platonic is used to describe love or relationship that is intimate and affectionate but not sexual. Platonic love in  this original sense of  
  term is examined in Plato’s dialogue the Symposium.

In speculating if we can redirect sexual pleasure to some kind of intellectual activities, purely neuron activities, 
Won Seok Choi’s ‘SoMe Chair’ put two strangers to test: participants’ brain electrical activity are picked up by 
EEG reader. Their levels of excitement are articulated by the vibrated chair which they sit on and the flashes 
of the strobe LED light in the apparatus that enclosed their head. The work suggests that intimacy can be a 
semiotic process that can be telematised and sensations (sexual pleasure) can be endowed with the brain 
biochemical functions.

To further validate posthuman are susceptible to neurosexuality, Jaehyun Shin’s ‘Synchronicity-Music Box’ 
read the brain electrical activity of two participants with EEG reader and extend them to various prosthetic 
sound making objects with sexual innuendo. When the brain waves of the participants are in resonance, 
harmony in the sound can be heard, producing a synaesthesia2)  performance joining visual and audio. It put 
the participants in an active role to work towards a synchronized brain activity. With a bit of imagination, this 
performative piece is a witty simulation of a mutual orgasm of the brain in two complete strangers. 

Sojung Bahng’s ‘Differential of Memory’ is the brain monologue dealing with the phenomena of the mind. 
Bahng meticulously dissected our integrated perception of reality into fragments of events prerecorded 
and stored in a video database analogy to the way temporal lobe works3)  in our brain; at the same time, it 
allows audience active participation in the projection of such reality in choosing the micro events they want 
to make visible in a multilayered video collage. Bahng’s work is acting as a metaphor for the brain itself, 
demonstrating multilayered nature of the consciousness. The unified whole experience is made up of, in 
Zeki’s word, microconscious events; each one tied to the activity of different neurons/ nodes at different 
times and locations, in the processing system of vision. [2] It is this intricate brain’s memory function that is 
important in the comprehension of her multilayered video installation. 

Joong Hee Soh and Sojung Bahng’s ‘Generative Light’ is similar to a confession room, where you come face 
to face to recursive reflection of yourself with a LED sculpture resembling brain’s network. In tracing the shift 
from human to posthuman, which both evokes terror and excites pleasure, the pulse detector in the piece 
acts as an indicator for our posthumanism readiness, signaling the LED sculpture to blink in resonance to 
your pulse rate, with that being the remnants of your intimate experience you have found in <SOMPLEXITY>. 
One has only to look inside himself to understand its resonance.

In <SOMPLEXITY>, the cybernetic setups connect us across distance and time without that memory of skin 
against skin intimacy, we become, once again, strangers – strangers of no difference from men split half by 
Zeus’s lightning bolts4), now spending every waking moment in search of our missing halves, by all means, 
transcending the boundaries of space-time.

2) From the Greek syn: joining and aesthesis: sensation, a perceptual phenomenon where there is a mingling of 
the senses due to cross-wiring in the brain.

3) Temporal lobe is one of the four major lobes of the cerebral cortex in our brain. It contains the hippocampus 
which plays a key role in the formation of explicit long-term memory. 

4) In Greek mythology, human being was comprised of two person stuck together. Sooner or later the god began to 
fear the human’s strength in this form so Zeus the thunder god split each human being in half right down the middle with his 
lightning bolt. That was the birth of love and now human beings spent every waking moment searching for their missing halves. 

Lim Kok Yoong
 
-
Professor at 
School of Global 
Media in Soongsil 
University,
Malaysian Media 
Artist

References:  [1]  N. K. Hayles, How We Became Posthuma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2]  S. Broadhurst, “Neuroaesthetic,”in Digital Practices : Aesthetic and Neuroesthetic Approaches to 

Performance and Technolog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7, pp. 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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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로니시티 뮤직박스 (인터렉티브 사운드 설치  2015) 

Synchronicity Music Box (Interactive Sound Installation  2015) 

‘싱크로니씨티 뮤직박스’는 뇌파측정장치인 뉴로스카이를 착용한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파동을 느낄 때 악기가 연주되는 ‘감성 공유 연주 장치’이다. 인간의 뇌는 뇌세포와 

뉴런, 시냅스 연결의 상호 작용으로 작동한다. 그 과정에서 동원된 전기 신호가 뇌파

이고 뇌파는 주파수에 따라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로 나뉜다. 깊은 수면

에서는 델타파, 명상상태에서는 세타파, 편안할 때는 알파파, 긴장상태에서는 베타파, 

불안하거나 흥분될 때에는 감마파가 나온다고 한다. 이 장치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편

안함을 느끼면 알파파가 커지면서 평온한 소리가 연주되고, 감마파가 높아지면 고음의 

불안한 소리를 낸다. 두 명이 단 한 번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지 않다면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다. ‘썸’은 두 명 이상의 이성 혹은 동성이 서로의 동질감과 유사상태를 

공유하면서 경계와 이질감을 줄여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서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서상태는 뇌파측정이라는 디지털적이고 이성적인 과정을 거쳐 음악이라는 

감성적이고 아날로그한 방식으로 변환된다. 또한 공유된 정서는 연주 장치에 의해 표현

된다. 이는 측정 불가한 감성의 영역에서 인과성이 없이도 유사성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썸을 공시성(共時性, Synchronicity)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Synchronicity Music Box’ is an EEG musical instrument operated by two people 
interacting with each other. In this artwork, different types of analogue musical 
instruments are played when two individuals reach the same brainwave frequency. 
For example, soothing sounds are played when the participants reached Alpha waves 
together, and if they experience Gamma brainwaves simultaneously, the instruments 
producing discordant noises operate in real time automatically. 

신 제 현
- 

Jaehyun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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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현 | Jaehyun Shin

싱크로니시티 뮤직박스(인터렉티브 사운드 설치  2015) 

Synchronicity Music Box(Interactive Sound Installati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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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수 없는 (비디오 영상, 2분  2015) 

Unspeakable (1 Channel Video, 2min  2015) 

영상에 등장하는 두 명의 여성 퍼포머는 오랜 친구사이로 애증의 관계이다. 나는 이 둘

에게 서로에 대해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차마 말로 하지 못한 생각들을 초콜릿으로 

서로의 얼굴에 쓰고 핥아 먹게 했다. 그리고 그 퍼포먼스를 촬영한 영상을 거꾸로 재생

되도록 편집해 마치 혀에서 초콜릿이 나오는 것처럼 만들었다. 얼굴은 사람의 신체 중 

유일하게 스스로 볼 수 없는 부분이다. 남에게 가장 많이 노출되면서도 정작 본인은  

볼 수 없는 얼굴에 서로의 비밀을 적고 없애는 행위는 영상 편집을 통해 다시 드러난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생각이 얼굴에 쓰이지만 볼 수는 없고 다만 상대방의 혀가 얼굴에 

닿는 감각만으로 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극도로 예민해진 감각으로 인하여 

논리적인 판단이 힘들다. 나는 두 사람이 관계를 통해 스스로의 진심을 숨기고 상대의 

진심을 알아내고자 하는 욕망의 과정을 ‘썸’으로 봤다. 이러한 ‘썸’의 소통은 얼굴에 초

콜릿으로 글을 쓰는 것처럼 전달하기 어려운 일, 즉 논리로는 설명되기 어렵지만 감각

적인 그 무엇이다.

Two performers wrote words using chocolate on each other faces and then they licked 
it off.  When the video is played backwards, it appears as if the chocolate-written words 
are coming out of their mouths.

신 제 현
- 

Jaehyun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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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원 석
- 

Wonseok 
Choi

어떤 의자 (인터렉티브 복합매체 설치 2015) 

SoMe Chair (Interactive Mixed Media Installation 2015)

‘썸’은 인간 감정과 현실적 제약이라는 불확정적인 요소에 의해 연애의 성공 여부가 

중첩되어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의자’는 썸을 타는 심리적인 행위가 상대방을 

직시하는 것보다 대상의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환상을 강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폭로한다. 두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심전도 및 뇌파 측정기를 착용한다. 본인의 뇌파와 

심전도의 정보는 빛과 소리, 진동이라는 매질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뇌파와 심

전도 정보는 사운드 트랙의 조합과 LED를 통한 빛과 색으로 전환된다. 의자에 설치된 

진동모터의 타이밍과 전기자극 강도 또한 이 정보에 의해 결정된다. 결국 대상에게 전

달된 감각적 자극은 그(그녀)가 착용하고 있는 뇌파와 심전도 정보에 영향을 미치고, 

본인에게 동일한 매질을 통해 다시 피드백 된다. ‘어떤 의자’에 앉아있는 썸의 상태 속

에서 두 사람은 직간접적이고 순환적인 방식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직접

적인 접촉에는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환상을 보고(빛), 듣고(소리), 느끼며(진동, 전기) 

상상적인 관계 속에 머무른다. 

Two individuals sit on an ‘SoMe Chair’ and wearing EEG detectors and heartbeat sensors. 
Their brainwave frequency and heartbeat rates are linked to each other’s senses 
delivered through light, sound and vibration. They exchange unlimited, unfixed, circular 
interaction through the chair, however their communication stays illu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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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 Wonseok Choi

어떤 의자 (인터렉티브 복합매체 설치 2015) 

SoMe Chair (Interactive Mixed Media Installati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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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 미분 (제너레이티브 확장 영화  2015) 

Differential of Memory (Generative Expanded Cinema 2015)

제너레이티브 시스템, 네트워크 시각화: Patrick Hutchings 

멀티레이어 스크린: 유두원  

Generative System, Network Visualization: Patrick Hutchings 
Multi-layered Screen: Doowon Yoo 

‘기억의 미분’은 각 개인의 기억이 관계 속에서 마주하며 무한하게 생성되는 Something의  

순간들을 표현한다. 이는 개인 안에 내재된 기억이 타인의 기억과 마주하면서 형성해내는  

불확정적이고 다층적인 관계의 가능성을 나타낸다. 관객이 직접 몽타주를 구성하고  

멀티레이어 스크린 사이를 횡단하는 것은 개인화된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장치이다. 

즉 관계형성의 패턴을 스스로의 기억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자신만의 Something에 대

해서 고찰하도록 하는 것이다.

1. 관객들은 ‘썸some’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남녀배우의 모습이 담긴 짧은 영상을 본다.

2.  관객들은 남녀배우 각자의 기억과 관련된 단어를 선택하고 조합해서 타임라인을   

 형성한다. (수십 개의 영상클립에는 단어로 태그가 달려있다.)

3.  네트워크 컴퓨터 생성 시스템에 의해서 선택된 단어가 랜덤으로 조합된다. 영상물  

 조합의 과정은 뇌가 연결지도를 형성해나가는 것처럼 가시화된다.

4.  네 개의 층위로 설치된 스크린 위에 단어의 네트워크로 조합된 남녀배우의 기억 이 

 미지들이 상영된다. (관객의 단어 선택에 따라 매번 다른 영상이 만들어진다.)

‘Differential of Memory’ interprets an individual as a set of memories. A set of memories 
forms fluid and unlimited connections with that of another person’s. In this artwork, the 
chaotic process of forming various layers in a relationship is examined by using multi-
channel video projections, light, and a visualization of the system network model.

방 소 정
- 

Sojung 
Bah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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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임호경, 한주원 촬영 최원석 조명 최현호

Actor, Actress Hokyung Im, Joowon Han Cinematographer Won Seok Choi Lighting Director Hyeonho Choe 

방소정 | Sojung Bahng

기억의 미분 (제너레이티브 확장 영화 2015) 

Differential of Memory (Generative Expanded Cinem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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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조명 (인터렉티브 라이트 설치  2015) 

Generative Light (Interactive Light Installation  2015)

‘생성광’은 사람의 심박수를 인식하여 그에 맞는 조명을 밝히는 감성 조명이다. 작품을 

만지는 감상자의 심박 수에 따라서 빛의 깜빡임이 실시간으로 변화한다. 심장에도 신

경세포들로 이루어진 작은 뇌가 있다고 한다. 심장박동을 뇌 형태의 빛으로 표현한 것은 

‘심장 뇌’를 상징한 것이다. 바깥쪽의 붉은 조명은 화학작용을 관장하는 뇌의 혈관을 

나타내며, 안쪽의 노란 조명은 뇌 안에서 오가는 전기 신호를 나타낸다. 거울을 통해 

반사 및 반복되는 이미지는 신경 네트워크에 의해 구조화된 감성 패턴을 의미한다. 

심박 수에 따라 빛이 깜박이고, 이미지가 반사되어 반복되는 것은 강박적이고 신경증

적인 감성의 구조를 연상시킨다.  ‘썸’은 실질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대상에 대한 상상적

이고 자기 투사적인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뉴런의 연결구조로 저장된 무의식적 

기억이 외부 대상에 의해 자극되어 정서를 촉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성광’은 자기 

투사적인 관계 형성의 패턴을 썸과 뇌, 심장의 연관성을 통해서 형상화한다. 

Generative Light is an interactive LED artwork generating light by detecting the heart 
rate of audiences. The affective LED light symbolizes neurons in the heart and unlimited 
mirrored images project the audience’s emotional patterns as networks in the brain.

Joong Hee 
Soh

Sojung 
Bahng

소 중 희 · 방 소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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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 (비디오, 3분  2015) 

Space, Difference, Dot: 4320cuts (1 Channel Video, 3min  2015)  

디지털 카메라의 기록 방식이 그러하듯, 등장인물들 사이의 인식은  

물론 그것을 감상하는 감상자의 인식 모두 완전한 연속성을 갖지 

못한다. 작품은 이러한 인식의 간극을 영상의 분절을 통해 표현

하고자 한다. 초당 24장의 프레임, 각 프레임 내의 수많은 도트, 

도트를 구성하는 0과 1. ‘무언가’는 디지털 카메라로 기록된 영상

이다. 이는 동명의 단편영화 제작에 이어서 제작되었다. 일반적인 

극영화는 scene의 연결을 통해 이야기를 완성한다. 하지만 ‘무언

가’는 등장하는 인물 간의 ‘썸’을, 영상을 이루는 도트의 뒤엉킴을 

통해 표현한다.

The video reveals nonlinear fragmented digital images by using 
dots in a video, symbolizing recognition gaps among three people.

우 정 민 

- 
Jungmin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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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예술은 본질을 추구하며 본질은 아름답다. 그러므로 과학과 예술의 동행은 자연스러우며 필연적이다. 

본 전시에서는 ‘썸’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과학과 예술이 만났다. 썸이라는 사회 현상 이면에 내포하고 

있는 자연과학적인 요소를 통찰하여 예술적으로 풀어보았다.

 

신제현 ‘싱크로니시티 뮤직박스’ - 교감과 공명 그리고 음악.

본 작품에서는 뇌파의 본질인 파동이라는 개념과 특성을 다루었다. 만물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띄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만지고 지각할 수 있는 물질로만 이해되었던 우주 만물에 파동이라는 속성이 깃들어 

있다는 깨달음은 우리의 인식을 크게 확장시켰다. 뇌파는 뇌의 전기 작용으로 생기는 파동으로, 뇌에서 일

어나는 일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지문 같은 역할을 한다. 뇌파를 읽어낸다고 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뇌 작용의 흔적을 읽을 수 있다.

작가는 두 사람의 교감을 뇌파의 공명으로 해석하여 음악으로 표현하였다. 둘 이상의 파동이 공명을 일으

키면 진폭이 보강간섭을 통해 증폭된다. 음악에서 협화음으로 알려진 음들이 내는 파동은 아름다운 정수

비의 주파수로 공명하는 관계에 있다. 반면 불협화음의 경우 두 파동의 phase가 어긋나 공명하지 않고 아

름답지 않게 찌그러진 양상이다.

뇌파의 공명을 정확히 음으로 표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힘든 일이므로 본 작품에서는 작가의 해석을 거쳐 

음악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미추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녹음된 문장과 특이한 악기 소리의 조합으로 

두 뇌파의 공명성을 표현하였다. 본 전시의 플랫폼은 뇌파를 보다 정교하게 읽어내는 기술력이 뒷받침 된

다면 훨씬 다채로운 체험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원석 ‘어떤 의자’ - 관계의 종속성

썸은 두 사람의 관계에 관한 단어이다. 썸을 타는 두 사람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러나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가령 어제 초콜릿을 두 개 주었을 때 상대방이 행복했다고 해서 다음날 

초콜릿을 네 개 주면 어제보다 두 배 행복해 할까? 알 수 없다. 이것은 이 세상의 비선형적인 특성 때문이다. 

이처럼 두 사람의 마음이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 받으므로 썸을 타게 된다.

비선형성은 우리 뇌의 작용이 복잡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속성이다. 복잡계에서는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

이재근

-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원, 

화학공학 박사

하여 직관적인 원리를 파악하기 힘들다. 뇌의 구조와 정보 전달 체계는 너무나 복잡하고 방대하여 흔히 뇌를 

작은 우주에 비유하곤 한다. 이런 복잡계에서는 정해진 답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직 경험과 직관에 의지

하여 불확실성 속에서 소통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어떤 의자’는 썸을 타는 두 사람을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얽혀 영향을 주고 받는 종속변수로 해석하였다. 

‘어떤 의자’에 앉은 두 사람은 서로의 뇌파에 영향을 받아 소리와 빛과 기계적 진동의 자극을 받게 된다. 그 

자극은 수용자의 뇌파에 영향을 끼쳐 다시 상대방이 받을 자극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것은 썸을 타는 두 

사람의 상호작용을 공학적으로 풀어낸 흥미로운 시도이다.

 

방소정 ‘기억의 미분’ - 기억의 절편(切片)과 관계의 불확정성.

현대 물리학자들은 더 이상 환원할 수 없는 우주의 본질을 정보와 에너지로 이해하고 있다. 개인이 살아오

면서 축적되어 온 정보는 의식과 무의식에 기억된다. 기억이 저장되는 과정에는 개인의 뇌와 마음의 작용이 

관여하므로 같은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개인의 개성에 따라 다른 정보로 남는다. 세월이 흐르며 어떤 기억은 

변형되기도 하고 어떤 기억은 옅어져 거의 희미하게 점멸한다.

시간이 흐르며 축적된 - 즉, 시간을 축으로 적분된 - 정보가 개인의 기억이라면, 역으로 기억을 미분함으

로써 순간의 감정과 느낌을 파악할 수 있다. 작가는 인간을 순간순간 쌓여온 경험의 미분 값들로 이루어진 

고유한 정보의 집합으로 해석한다. 두 사람이 만나 관계를 형성할 때의 순간순간의 작용들은 각자가 가진 

정보의 만남이다. 이는 두 집합이 만나 곱집합을 형성할 때 생기는 다양한 층위의 원소들과 다름없다.

본 작품에서 감상자가 선택하는 단어들은 기억의 절편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갖고 있던 

정보의 조각들이 상대방의 정보 조각들과 다양한 층위에서 상호작용 하며 만들어 지는 다양한 심상을 멀티

레이어 스크린에 표현하였다. 멀티레이어 스크린을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경우의 수의 결과값을 표현하는 

것이 수월해졌고, 이것이 관계의 복잡성을 표현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입력값의 미묘한 변화에도 

다양하게 변화하는 스크린의 조합은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새삼 느끼게 한다.

인류는 오랫동안 뇌와 마음의 작용에 관하여 다양하게 고민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과학적 

접근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뇌에 대한 과학적 이해도가 상승하고 그와 관련된 기술 수준이 발달한다면 

더 좋은 작품이 가능해 질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도 향상의 여지가 많이 있음을 제안

한다. 세 작품 모두 공통적으로 입력값을 출력값으로 변환하는 함수를 얼마나 정교하게 프로그래밍 하느냐에 

따라 더욱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다. ‘싱크로니시티 뮤직박스’에서는 두 뇌파의 조합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폭넓게 구축한다면 뇌파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이용해 더 정교하고 다양한 소리를 만들 

수 있다. ‘어떤 의자’에서는 뇌파에 따라 음악의 빠르기, 소리 요소의 조합, 음계, 볼륨 등을 세심히 바꾸도록 

코딩한다면 더욱 실감나는 감상이 가능할 것이다. ‘기억의 미분’에서는 단어와 스크린에 출력되는 영상의 

관계를 랜덤함수 - 엄밀한 랜덤함수는 아니지만 - 로 표현하였는데, 영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단어와 영상의 

관계성을 짓는 함수를 개발한다면 창작의 여지가 훨씬 풍부해 질 것이다. 

썸의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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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of SOME
Jaegeun Lee  

-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hD in 
Chemical Engineering

Science seeks after truth and truth is beautiful. Their encounter is thus natural and inevitable. In this 
exhibition, ‘some’, a social phenomenon was addressed on the basis of science and art. Scientific elements 
lying behind ‘some’ was unfolded in an artistic way.

Jaehyun Shin  ‘Synchronicity-music box’ – sympathy, resonance, and music.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wave property which is the essential of brain wave was dealt with. 
The universe had been understood as a collection of materials that we can touch and perceive until wave-
particle duality was revealed. The enlightment that wave property spreads across the universe enormously 
broaden our cognition. Brain wave generated as a result of electrical work by the brain plays a role like a 
fingerprint containing important information about what happens in the brain. Brain wave does not tell us 
one’s thinking, but provides traces of brain’s work.
In this artwork, a sympathy of two individuals was interpreted as a resonance of brain wave, and expressed 
into a music. When waves are in resonance, they are amplified due to constructive interference. In music, the 
sound waves generated by notes in a consonance are in resonance with the frequencies of constant ratio. 
On the contrary, sound waves in dissonance are out of phase and distorted.
Since it is a technically difficult task to express the resonance of brain waves into a music, the brain waves 
were symbolically expressed via simple analysis. The synchronicity of two brain waves was expressed by 
combinations of short recorded sentences and unusual instrumental sound whose beauty and ugliness 
can be felt intuitionally. The platform used in this exhibition is highly expected to allow much diversified 
experience when better supported by technical power to read brain waves more accurately.

Wonseok Choi ‘SoMe chair’ – dependence of relationship
‘Some’  is a word about two persons’ relationship. Two persons in ‘some’ affect each other. However, no one 
can predict how one person affects the other. For instance, even though two pieces of chocolate yesterday 
gave happiness, four pieces of chocolate today do not necessarily guarantee two times of the happiness. 
This is due to non-linearity of the world. People are frequently getting into ‘some’ relationship because they 
interact in unpredictable and complex ways.

Non-linearity stems from complexity of our brain. In a complex system, too many variables work together, 
making it difficult to understand how they work by intuition. The structure and information transfer system 
of brain is so complex and vast that a brain is often referred to as a small universe. In such a complex system, 
there is no definite answer, and the only way to communicate is by relying on experience and feeling with 
uncertainty.
‘SoMe Chair’ interpreted two persons in ‘some’ as non-linear dependent variables. Two persons sitting on the 
‘SoMe Chair’s experiences various kinds of stimulus including sound, light, and mechanical vibration which 
are generated from the other person’s brain wave. The stimulus affects the acceptor’s brain wave and, in 
turn, affects the other person’s stimulus. This is an interesting trial to express the interaction between two 
persons in ‘some’ with an engineering methodology.

So Jung Bahng, ‘Differential of memory’ – intercept of memory and uncertainty in relation
Modern physicists understand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universe as information and energy. The 
information accumulated by a person is recorded both in his or her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The same experiences can be stored as different information because brain and mind of an individual play a 
role in the recording process. Some memories go through deformation and some are diluted with time. 
If the information accumulated with time – i.e., integrated with respect to time – is one’s memory, we can 
derive one’s emotions and feelings of a moment by differentiating the memory with respect to time. The 
artist interprets an individual as a unique set of differentials of one’s experiences. When two persons form a 
relationship, the interaction comes from the meeting of the information of each other. This is analogous to 
creation of various elements as a result of a Cartesian product.
In this artwork, the words that audience chooses symbolically express intercepts of derivative of memory. 
Various images generated by interaction of two persons’ pieces of information at various levels were 
expressed on the multi-layered screen. Multi-layered screen enabled us to express a big number of cases, 
and was beneficial for expressing the complexity of a relationship. The large number of combinations of the 
screen which change dramatically even from a subtle change in the input words make us feel the complexity 
of human relationship.

Humans have contemplated on brain and mind for a long time. Nevertheless, scientific approach to 
those are still at beginning level. Increased scientific understanding on brain and development of relevant 
technology will surely contribute to better artworks. Meanwhile, I suggest that there is still plenty of room for 
improvement with the current technology. In all the three artworks, more delicate expression is possible if 
the function is programmed more elaborately. In ‘Synchronicity-music box’, if database on the combination 
of two brain wave is established more broadly, there will be more various analyses. Based on the analyses, 
more sophisticated and various sounds can be created.  ‘SoMe Chair’ is required to be equipped with a 
higher degree of freedom in the music. If the bpm, combination of each sound source, scale, and volume 
can be controlled through a sophisticated coding, the experience can be even more vivid. ‘Differential of 
memory’ used a random – though not strictly random – function. Instead, however, use of a meaningful 
function correlating each word and video will provide a further room for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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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플렉시티

-

작가, 기획자 그리고

과학자와의 대담

참여자 대담

신제현  저는 뇌파에 따라서 움직이는 악기와 영상을 제작했어요. 영상에서 두 퍼포머는 오래된 친구인데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얼굴에 초콜릿으로 쓰고 핥아먹어요.

그것을 영상편집으로 리버스시켜서 마치 혀에서 글씨가 나오는 것처럼 효과를 주었구요. 또 배우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동상이몽이라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썸을 자신의 마음 안에서 진심과 거짓과 왔다갔다하는 갈등으로 

표현했어요. 저는 로맨틱한 사람이 아니어서 기계적인 장치 등을 통해서 그러한 포인트를 잡아내고 싶었어요. 

기획자이신 소정씨는 이 전시를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나요?

방소정  음… 많은 분들한테 썸이 무엇인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물어보면 의외로 각자가 굉장히 다른 

정답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썸이라는 화두가 우리가 관계맺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요소들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규정되고 명확한 것 보다 애매모호한 표현들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이 오고가고, 그 안에서 여러 

의미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과학이 본질이나 진리를 복잡계로 이해를 하고있는 것처럼 썸을 

다양한 관계를 살피는 지점으로 보기 위해서 이러한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어요. 또 과학과 기술 예술의 만

남을 통해서, 시대적인 화두를 가지고 많은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

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과학기술분야의 여러분들이 모여서 전시를 기획하게 되

었구요. 

방소정  저는 제 작품에 등장하는 배우분들에게 무의식이나 과거의 경험에 관련된 단어를 자유연상처럼 

적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것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그 영상에 단어로 태그를 달았어요. 그래서 

관객들이 아이패드에 나와있는 단어를 타임라인으로 조합을 해서 클릭을 하시면 새로 영상이 만들어지고,  

네트워크 시스템에 의해서 뉴런처럼 계속 연결성이 바뀌면서 매번 다른 영화, 나만의 영화가 상영이 되요. 

저는 썸을 각각의 기억이 만나서 발생되는 그 순간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양하지만 규정할 수는 없는 순간들…? 그래서 나의 어떤 기억과 상대방의 어떤 기억이 만들어내는 그 무

엇에 대해서 고민해봤으면 했어요. 나중에 체험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원석  어떤의자를 제작한 최원석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썸이라는 것은 사실 연애의 슈뢰딩거의 법칙과 

같이 느껴졌어요. 슈뢰딩거의 고양이 아시죠? 이도저도 아닌 상태, 확실치않은 상태. 연애를 하면서 관계를 

맺을 때, 썸을 탄다는 것이 불확실할 때가 있잖아요. 자신과 상대방의 생각이 동일한지 확실치가 않을 때…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관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았어요. 개인의 감정이 

나아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았구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자라는 것을 만들었구요. 어떤 의자를 

통해서…. 어… 혹시 여기서 썸을 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웃음) 끝장을 보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

걸음 더 진전하셨으면 합니다. 

신제현  어떻게보면 하이퍼텍스트 시처럼 아까 제 퍼포먼스에서 관객들에게 얻은 지시어로 전혀 선형적

이지 않은, 비선형적인 연극을 만들었듯이 소정씨도 저랑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비선형적인 

극이 관객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재근  저는 과학감독이라는 타이틀로 이번 전시에 참여한 이재근이라고 하구요. 저는 썸에 대해서 소통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보았어요. 그렇다면 소통을 어떻게 공학적으로 해석해볼 수 있을

까… 저는 소통을 정보의 전달과 수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21세기 정보화시대잖아요. 그런데 정보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해보는 것 같아요.정보라는 것은 상당히 정의내리기 힘들죠. 고대

과학자부터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왔어요. 불, 물, 흙 이런 것들로 구성 

되어있다고 하다가, 원자와 같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들로 이 루어져있다고 하다가, 이제는 백년전에 아이

슈타인 할아버지께서 E=MC2다. 즉 질량을 에너지로 바꿀 수 있고, 에너지는 질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자폭탄도 만들고…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원자가 우주의 본질이 아닌거죠. 그래서 현대과학자들은 세상의 

더 이상 환원할 수 없는 본질을 정보와 에너지로 보고있어요. 둘 다 굉장히 흔하게 듣는 말인데, 정의하라고 

하면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얻는 정보의 집합을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기억의 미분’의 경우에는 태그를 선택하는게 있어요. 그런 단어들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을 

하나의 집합으로 보았을 때, 그 개인이 포함하고 있는 원소로 파악한 것이죠. 그런 한 개인을 정보 덩어리로 

이해를 해서 두 개인이 서로 만났을 때, 즉 이 정보를 가진 개인과 이 정보를 가진 개인이 만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호작용들. 

굉장히 복잡하게 펼쳐지는 작용들을, 복잡하게 나타나는 조합들을 스크린에 나타낸 것이 아닌가… 

신제현  원석씨도 작업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신제현  소정씨도 작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방소정  재근씨는 과학자로서 이 전시에 대해서, 썸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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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소정  강의…하시는건가요? 

이재근  죄송해요. 너무 설명식이 되어버렸네요.

신제현  이제 좀 흥미진진해진다. 혹시 궁금한 것 있으세요? 굉장히 단순한 것이라도?

신제현  예산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보다는 적게 썼어요.

관객 2  그렇다면 호르몬이라던지… 그런 것들로 더 정교하게 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관객 1  제작비는 어떻게…

방소정  서울문화재단 다원예술프로젝트에 지원을 했어요. 영화, 전시, 공연 등 다양하게 진행하는 프로젝

트로 지원을 해서 기금을 받았어요. 예산은… 공개해야하나요? 

방소정  모든 것은 열정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재료비… 이외에는 남는 것이 없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좀 시도해보기 위해서… 굉장히 아껴서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관객 2  썸이 정보와 정보의 만남 속에서 뭔가 카드 놀이와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나의 패가 상대방의 패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양식이 바뀌는? 그런 것들이 여러

장치와의 인터렉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궁금한 것은 과학에서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파

악하는 것들이… 실제로 과학에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나요? 

이재근  지금 제가 아는 정보로는 엄청 많이 연구가 되고있어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시간 

문제라고 보는데… 굉장히 뇌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생각만으로 텔레비전을 킬 수 있다거나, 

그런 정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구요. 현재는 뇌파를 읽는 정도로 이 전시에서 사용했는데 뇌파라는 

것은 쉽게 비유를 드리자면 그림자같은거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생겨있지만,  제 그림자를 보면 이렇게 

2차원적으로 생겼죠. 그림자를 보면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정보를 담고있죠.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엄

청난 많은 정보들을 다 담지는 못하죠. 뇌의 작동은 굉장히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의 지문… 즉 그

림자를 통해서 이 사람이 악수를 하고 있구나, 점프를 하고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이

라고 볼 수 있죠.

이재근  지금 제가 아는 정보로는 엄청 많이 연구가 되고있어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시간 

문제라고 보는데… 굉장히 뇌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생각만으로 텔레비전을 킬 수 있다거나, 

그런 정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구요. 현재는 뇌파를 읽는 정도로 이 전시에서 사용했는데 뇌파라는 

것은 쉽게 비유를 드리자면 그림자같은거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생겨있지만, 제 그림자를 보면 이렇게 

최원석  사실 이것을 설계할 때 에러가 좀 많이 났는데… 기본 처음 샘플링 값이 저의 뇌파였어요.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에서 제 뇌파를 제가 48시간 동안 기록을 했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이럴 때는 이러한 

뇌파가 나오는구나… 구축을 했는데 문제는 나중에 보니까 제 뇌파가 이상했던거죠. 남들보다 델타파가 무지

막지하게 높더라구요. 그걸 수면파라고 하는데… 그 수면파가 저는 항상 나오더라구요. 뒤늦게 다른 사람들의 

방소정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Affective Computing’과 같이 정서와 컴퓨팅 기술을 결합하는 것

들이 많이 연구되고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트래킹이라던지, 원석씨가 활용한 심박센서라던지… 

생리적인 신호를 측정하는 센서들이 많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정서를 바로 감지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인터페

이스나 시스템이 있는데… 사실 정서라는 것이 고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를 환경과 시간을 고려해서 조합해서 패턴을 찾아내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가지로는 좀 힘들고, 여러가지 정보를 함께 보기도 하고, 실험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번 전시같은 경우는 

좀 단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인의 정서를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좀 시간이 

주어져서 데이터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여러 가능성이 생길 것 같아요.

2차원적으로 생겼죠. 그림자를 보면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정보를 담고있죠.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엄

청난 많은 정보들을 다 담지는 못하죠. 뇌의 작동은 굉장히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의 지문… 

즉 그림자를 통해서 이 사람이 악수를 하고 있구나, 점프를 하고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그 정도 수준

이라고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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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파를 수집한다고는 했는데… 이를 어째… 아직 오류가 많이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처음에 

실험을 해봤을 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정확할 거에요. 제 뇌파의 흔적이 많이 지워졌거든요….

관객 2  저는 과학자분이 전시에 참여한 것은 처음보거든요. 아주 신선해요. 예술의 입장에서는 과학이 

들어왔을 때, 어떤 효과들이 있을지 상상이 되는데 반대의 입장에서는 잘 상상이 안 되는데… 큰 질문이긴 

하겠지만 과학에 예술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상생효과가 있을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재근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은 구체적인 방법이나 정석은 없겠지만… 과학사적으로 보면 과학은 

예술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이 자연계가 본질적으로 아름답기 때문이죠. 예시를 들자면 끝도 

없겠지만… 

소중희  기본적으로 과학과 예술은 세상의 본질을 탐구하는 일이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명명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한 예를 보자면 과학 논문 중에 잘 나가는 좋은 논문들을 보면  

이미지가 아주 예뻐요. 이미지가 깨끗하고 결정이 잘 만들어졌고 그러한 것들이 호감을 얻고 좋은 저널에 

올라갈 가능성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미학적이고 아름다운 것에 끌리는 것이 아닌가… 

저도 과학분야에 있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요. 

관객 4  각자 작가분들이 어떠한 썸을 생각하셨는지는 알겠는데, 이 기획에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각자가 말하고자 하는 썸이 다 달라서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건지… 혹은 다양한 썸이 있으니까 

관객들 여러분들의 썸을 찾으라는 건지… 그 목적성이 잘 와닿지가 않아서….

신제현  또 과학이나 예술이나 순수쪽으로 가게되면 서로 많이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순수쪽…”

신재현  사실 저희도 항상 모이면 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썸이 뭔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뇌파와의 상관관계는 뭔지… 각자가 막연하게는 알고있지만 뭔가 뚜렷하게 잡히는 부분이 없어서…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이야기도 해보고 데이터도 얻어서… 사실 많이 궁금했어요. 

최원석  저는 각자가 생각하는 썸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전시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미술의 가장 큰 특징이 관객이 단순히 수용자에서 머물지 않고 자기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고, 최소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점에서 이 전시가 큰 의미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방소정  저희가 전시 이전에 영화와 공연도 함께 진행하면서 리서치를 진행했어요. 그러면서 몇백명의 

분들에게 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많은 데이터를 받았는데 궁극적으로 귀결된 지점은 썸을 타는 이유가 주로 관계 정립의 두려움이라던지 

거절공포, 책임지는 것에 대한 어려움 같은 것이더라구요. 그래서 단순히 미디어에서 다루는 뭔가 셀레이는 

썸보다 썸 이면에는 있는 관계의 본질적인 것들을 탐구하고자 했어요. 썸을 우리가 관계맺는 방식에 대

해서 하는 통로로 보려고 노력했던 것이 이 전시의 핵심인 것 같아요.

*위 글은 전체 대담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편집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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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nd Table 

Discussion 

Somplexity 

-
A discussion among 
artists, a curator and 
a science director

I made an EEG musical instrument called ‘Synchronicity Music Box’ and a video titled ‘Unspeakable’. 
In the video, two performers, who are old friends, wrote some words on each other’s faces with 
chocolate and were asked to lick it. It seems as if the words are coming out from their mouths 
when the video is played backwards. I also directed a performance using the EEG musical 
instrument. When two people reached the same brainwave frequency, music is played. Also 
a pair of actor and actress act in front of them following instructions from the audience. The 
psychological states of the actors were expressed through pre-recorded emotional words 
according to their brainwave frequency. I tried to express  ‘SOME’ as conflicts in our mind such 
as confusion between truth and lie. Well… I am not a romantic person, so wanted to capture the 
point of ‘SOME’ through this mechanical devices. Sojung, how did you start to plan this exhibition?

When I asked many people about ‘SOME’, they gave me very different answers. I think that 
the concept of ‘SOME’ has a lot of hidden meanings related to the way of creating human 
relationships. Through observing complex and ambiguous verbal expressions rather than 
concrete or predefined ones, I believed that we could discover creative essential meanings. I 
thought that this could be similar to contemporary science that tries to understand universe 
and truth as forms of complexities, so I really wanted to communicate with scientists and artists, 
discuss the social phenomena called ‘SOME’ and create something together.

Wonseok, could you describe your work?

For me, the special relationship called ‘SOME’ is like the psychological version of Shrodinger’s cat.  
I assume that everybody knows what Shrodinger’s cat is. You see, there’s always moment when 
you are about to start a new relationship with someone new but you don’t actually want to make 
it happen because you are not sure what the other person is thinking. I see that moment as 
something that everyone must overcome with zeal and passion. Without the progress, there’s no 
meaning in the relationship. Is there any couple here who is in a ‘SOME’ relationship now? I hope 
you will have progress in your relationship with the ‘SoMe chair’.

Jaehyun

Jaehyun

Sojung

Wonseok

Jaehyun

Jaegeun

Jaegeun

Jaehyun

Jaehyun

Sojung

Sojung

Sojung

Audience 1

Sojung

Could you explain about your work? Sojung?

Using an iPad, audiences can click and drag tags to create a storyline. The tagged words are 
connected to the actor and actress’s memory. Hence, audiences can create their own film in real-
time. It is similar to the way the brain processes information and creates memories. I saw ‘SOME’ 
as momentary encounters of individuals’ memories. Umm… it is a kind of spark… but hard to 
grasp?  

You know, I also created a non-linear and improvisational performance using instructions from 
the audience like a hypertext poem. I guess it is quite similar to yours.

You are right; then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exhibition on ‘SOME’ as a science director, 
Jaegeun?

I participated in this exhibition as the science director. I interpreted  ‘SOME’ as a phenomenon 
resulting from incomplete of communication. I contemplated how to interpret communication 
using an engineering approach. I concluded that communication is the transmission and 
acceptance of information. We are living in the 21st century, the age of information, but people 
seem to overlook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It is quite difficult to define ‘information’. 
Scientists have long thought about how the universe is constructed. In ancient time, people 
believed that things like fire, water, and soil compose the universe. Then, the atom was 
considered as the fundamental element of the universe. A hundred years ago, Einstein revealed 
the famous equation, E=mc2, which means energy and mass can be interchangeable. So, the 
atom is no longer considered as the fundamental element of the universe. We can compare 
mass and information as similar. Now, modern physicists understand that information and 
energy are essential elements in the universe. Both are very common words, but it is hard to 
define them. From the viewpoint of modern physics, I regard a person as a set of information 
accumulated through their experiences. In the case of ‘Differential of Memory’, you are requested 
to choose words. These words indicates the information a person has, and the meeting of two 
persons was interpreted as the interaction of two sets of information. Various combinations of 
interactions are displayed on the screens.

Wow… are you… lecturing?

Oh, sorry. I was too serious. haha.

I think it is becoming more interesting!! Um…Do you have any questions?  

How did you get funding?

This is the part of the 2015 multi-disciplinary art project from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I submitted a proposal; then I got grant from there. 
Well… do I need to tell you the exact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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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ha, whatever you imagine, we used less amount of money than that…!

We try to save most of money to try many different things together… actually there are no labor 
costs. As they say in Korea, ‘passion pays’!

I perceived that ‘SOME’ is just like playing a card game using information instead of card, in which 
how well I understand my self and others affect my behavior pattern. It was interesting that such 
phenomena are expressed through interactions of individuals using various equipment. What 
I am wondering is whether the current technology has the capability to read human minds or 
thoughts. 

To my knowledge, there are active researches on that field. I think it's technologically possible 
and just a matter of time. I think it will be soon possible to turn on and off the television just by 
thinking about it. However, I think we are at the beginner level. In this exhibition, we just read the 
brainwaves. Brainwaves are similar to shadows. When you look at my shadow, you can imagine 
how I really look. The shadow contains a part of the information of my appearance, not all of it. By 
reading brain waves, we can barely obtain pieces of information generated by a brain. That’s the 
current level.

Can you give more details?

There are many researches in this field such as the use of affective computing and interfaces 
like eye tracking, EEG, biological sensors, etc., which aim to connect emotions and computing 
techniques. However, you see… emotion is dynamic and fluid, so it might be hard to identify 
people’s emotions using simple data. Nowadays, people try to find the behavioral or 
psychological patterns of people by taking into account different information, environment, 
and time. In this exhibition, it was impossible to evaluate individuals’ emotions in sophisticated 
ways because of limited time, space and budget. If we can get more detailed data, I think the 
possibilities of our work could be expanded.

When I programmed the ‘SoMe Chair’ for the first time, I got a lot of errors. The first sample was 
my brainwave. I recorded data for two days and used them when I designed the program. The 
problem was that my brainwave was a little bit different from the others. Usually the delta wave 
is high only when you are in deep sleep. In my case, my delta wave was high all the time and 
it was blurring the other signals. I changed design of my program by collecting other people’s 
brainwave.  By analyzing them and applying the information I learned, I was able to make my 
program better. But still it’s far from perfect.

This is my first experience to see a scientist participates in an exhibition. It’s very new. I can 
imagine the effects of science when it is involved in art, but I cannot easily think about the 
opposite case. What kind of synergetic effects can we expect when art is involved in science?

That’s a very good question. Definitely, there is no specific standard method, but when we look 
at the history of science, science has been continually inspired by art. This is because nature is 
beautiful. There are endless examples…

I think science and art are both about exploring the essence of the nature, and how we name 
it depends on the means of expression. For a simple example, scientific papers published in 
journals with high impact factors have very good-looking images. Clearly arranged crystals, clear 
and high-quality microscopic images... They help to appeal to both the editorial board and the 
readers, and also give the paper a higher possibility to be published in a targeted journal. As a 
life science major, this makes me guess that humans are instinctively attracted to something 
aesthetic. 

I guess that we are becoming more similar in the field of fine art or fine science.  “Fine” areas…

I can understand the artists’ view of  ‘SOME’, but I’m a bit confused about the exact purpose of this 
exhibition. Did you guys want to express just artists’ personal perspectives or general, different 
types of  ‘SOME’?

I think it is a good question. We talked about ‘SOME’ every time we met, but it was very difficult 
to draw a unanimous idea about ‘SOME’. What is its the correlation with brainwave? What is 
the essence of ‘SOME’? Of course, we could kind of…understand, but it is still very chaotic and 
ambiguous. Ironically, the more we talked, the more we felt confused. In the exhibition, we really 
want to know audience’s ideas and thoughts, and it is also part of our intentions. 

This exhibition is meaningful because everybody feels different and cannot trust each other 
when they have ‘SOME’ relationship. It is similar to finding meaning of contemporary art these 
days. Many great art pieces and artists don’t allow audiences to just remain as viewers. Audience 
must think about the performances and find out their own point of view.

Before the exhibition, there was a showcase that presented film, play, dance and music, and in 
the showcase, we conducted surveys about ‘SOME’ with some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We got data from several hundreds of people; then we discovered that most people are in an 
ambiguous ‘some’ relationship  mainly because they are afraid of rejection, they don’t want 
to be burdened with responsibilities, they are anxious of being abandoned, etc…. It was really 
interesting because the mass media mainly draw ‘SOME’ in very bright, light and romantic colors. 
Therefore, we tried to explore the nature of human relationship inside of ‘SOME’. If we unwrap 
the romantic surface of ‘SOME’, the dark side of ‘SOME’ would be revealed. I think ‘SOME’ is just a 
tool for observing our relationships. 

* The above is extracted from the original discussion.  

Jaehyun

Jaehyun

Jae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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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enc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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