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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 하늘...꽃
                                김 재 철 

하늘은 하늘인지라 늘 아래만 내려다본다.

아마도...목을 다친 사람은 아래만 내려다보니 자기가 하늘인 줄 아나보다.

아래를 내려다보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 아래가 보이고 또 그 아래가 보였나 보다.

하늘의 눈에 수많은 꽃들이 보였나 보다.

하늘은 눈을 두 배 크기로 만들었다.

그리고 또 다시

수 만개의 눈을 만들었다.

수 만개의 눈이 꽃에 가까이 다가갔다.

꽃들은 자신을 바라보는 하늘을 의식하고,

더 많은 색깔과 더 많은 빛깔과 더 많은 향기를 자랑하기 시작했다.

수 만개의 눈을 가진 하늘은 수 만개의 마음으로 수 만개의 즐거움에 젖어 

수 만개의 춤을 추기 시작했다.

꽃들은 춤을 추는 하늘이 즐거워 더 많은 미소를 보내었다.

그러자 하늘의 눈에는 꽃들이 춤을 추는 것으로 보였다.

정작은 지가 즐거워 춤추고 있는 것을

작가의 그림은 수많은 꽃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자신의 즐거운 마음이 춤으로 변하여 화폭의 꽃들은 춤을 춘다.

아마도 춤추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그림을 본다면 

그림속의 꽃들이 더 많은 빛깔과 향을 선사할 것이다.

The sky is the sky, so it always looks down.

Maybe... a person, who has hurt his neck, 

always looks down and thinks of himself as the sky.

As looking down and again looking down, 

he must see a lower level and again further level below it.

Many flowers in the sky’s eyes must have been seen.

The sky made its eyes twice as big.

And again it made thousands of eyes.

Thousands of eyes came close to the flowers.

The flowers started to recognize the sky looking at them,

And they tried to show off their colors, their shapes, and their scents.

The sky with thousands of eyes started to dance with 

thousands of joys as many hearts as they have.

The flowers were happy because of the sky's dance and they gave lots of smiles.

Then the flowers seemed to dance in the eyes of the sky.

Actually it was that the sky was dancing with joy.

The paintings of the artist are looking down at lots of flowers.

The joyful heart of the artist turns to dance, 

and the flowers on the canvas are dancing.

If people who feel like dancing see this painting, 

perhaps they will get lots of colors 

and scents from the flowers on the painting.

Dancing Sky...Flowers
Kim, Jae-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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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묵정원-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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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Acrylic on canvas/23X23cm/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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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묵정원-음악은 번져...

Acrylic on canvas/120X60cm/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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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Acrylic on canvas/23X23cm/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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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 하늘-꽃
Acrylic on canvas/45X45cm/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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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개의 바람
Acrylic on canvas/120X120cm/2014

45 두개의 물
Acrylic on canvas/120X120cm/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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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정원-별 하나
Acrylic on canvas/23X23cm/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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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ylic on canvas/23X23cm/20144

49

하늘정원-달개비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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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정원-별꽃 셋
Acrylic on canvas/23X23cm/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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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정원-별꽃 다섯
Acrylic on canvas/23X23cm/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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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정원-별꽃 넷
Acrylic on canvas/23X23cm/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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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ylic on canvas/23X23cm/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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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정원-소곤소곤
Acrylic on canvas/61X70cm/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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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태양같이
Acrylic on canvas/90X120cm/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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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ylic on canvas/120X120cm/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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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 하늘-물 하나
Acrylic on canvas/23X23cm/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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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 하늘-물 둘
Acrylic on canvas/23X23cm/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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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ylic on canvas/23X23cm/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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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 하늘-물 다섯
Acrylic on canvas/23X23cm/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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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ylic on canvas/23X23cm/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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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 하늘-물 일곱
Acrylic on canvas/23X23cm/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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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ylic on canvas/23X23cm/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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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정원-나팔꽃은
Acrylic on canvas/23X23cm/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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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ylic on canvas/23X23cm/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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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ylic on canvas/23X23cm/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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