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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  

If there is one little strip of hope in this devastating world today, that will be in the young generation 
around us who will lead us to a brighter future.  The devastating incidents continue to take place in the 21st 
century.  There are human trades, violation of human rights, ethnic massacre, famine, diseases, and the irreducible 
gap between the poor and the rich around the world.  To make it even worse, the war, terrorism, environmental 
insensitivity, and the tyranny of materialism are threatening the survival of the planet earth and the people who 
live in it.  Religious conflicts, lack of understanding among those from different cultures and ethnicity, conflicts 
of interests among nations are the hindrance to a harmonious life in the world.  In the midst of these harsh 
circumstances, there are people around us who dream of a paradise on earth that they can bring about. My beloved 
daughter, son, and other young people are the main protagonists of such a vision who will contribute to create a 
brighter future. 

The term “young people” refers to those who are in between the ages of 16 and 35, the generation 
between the teenager and the middle aged.  Although there will be individual variables depending on each 
person’s mental maturity and social relations, this age is a formative years for their personality and character.  For 
this reason, they enjoy their own special characteristics, unlike any other generations.  They are sensitive to the 
events taking places around them, insightful in overcoming the pre-existing conditions without having to make 
excuses, and are focus on accomplishing what they believe to be right without hes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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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young people brighten the discriminating, utilitarian, and calculating world, full of desires for wealth, 
authority, and social recognition.  They brighten the world with their forgiveness of the offender, enthusiasm for 
the work they believe to be worth committing themselves to, compassion for those who are oppressed, and with 
the humor and wit even in harsh circumstances.   

At times, these young people cannot find a way out of their pessimistic thinking and thus end up 
committing suicides.  While facing the crossroad of life and death, they raise a question of how to live their life.  
They also raise questions about their life partners, the meaning of life, and the existence of God, their future 
vocations, reconciliation among people, and the possibility of a new world in this ruined world. 

The above questions stem from the indispensable relationships with the following six elements that the 
young people have as a part of their growing up.  These elements include the romantic relationship that consumes 
their passion, the devastating reality that does not seem to have any hope, the existence of God they experience 
while they go in and out of conscious and unconscious realm, the process of self awareness and identity 
development throughout their childhood and youth by learning experiences, the countless neighbors they meet in 
their social and religious activities beyond their blood relationships, and their encounter with the natural 
environment they experience as they escape from the convenient life with modern technology.  

Those young people experience sudden mood changes: they change suddenly from being gentle and 
delicate to vehement emotions.  Sometimes, their emotions quickly turn from being lively and passionate to being 
depressive and apathetic.  Sometimes, they become so excited about the infinite possibilities. Then they become 
depressed when they face despair. They struggle with doubt and anguish and then swiftly move on with life 
confidently. Their life with a blazing passion of love, is like a music piece by a sextet ensemble, which 
harmoniously creates a higher, deeper, and wider melody with six different musical instruments.  If the young 
people pour out their passion in their relationship with those six elements to play their serenade of love, they will 
surely find a true meaning of life so as to grow as a holistic person. This is the theme of this book: a holistic 
growth through the art of love.  

The world has become close as a global community in the 21st century.  In such a changed world, the 
slogan of the democratic society, “e pluribus unum-Out of many, one” becomes more real than any other time. Yet, 
I develop this slogan further  and propose that we as one global community should be “e caritas unum-Out of 
Love, one,” because there continues to be conflict, division, and antagonism among the many in the one world. 
One may criticize my use of the word, “love” because it is a western-oriented concept. However, I suggest it 
would not be problematic if one may substitute the term “love” with a term that is prevalent one’s culture and 
worldview, such as, “the heaven,” “the earth,” “Gaia,” “the universe,” “the life,” and “the creativity.” 

All the living beings are born out of the power of love. Thus, each living being encapsulates the spirit of 
love within him/her/itself. Since this love is the source of all life, every living being from humans to animals and 
even to the wild grass has the invaluable significance of love in its existence. Love is the indispensable element 
that will mature humans to become more holistic persons, and also unite the world as one community. Thus love 
is not a characteristic of one race. Rather, it is a universal characteristic of all races, whether they are Asian, 
African, Arian, Russian, German, Irish, and Samoan. 

Love is not an exclusive Christian concept either.  Love is respected and shared by Buddhists, Jews, Islam, 
Hindis, and even by atheists or those who do not confess any religious beliefs.  Thus all human beings inherited 
love together and thus can be united in the name of ‘love.’ Especially the love of young people is the driving force 
for their reconciling broken human relationships and transforming a meaningless life into a meaningful life. If the 
young people unite with one another regardless of their religious, national, and cultural differences in the name of 
the love, there will surely be a brighter world awaiting us.  

Dear my beloved young people! If you would like to achieve a holistic maturity in your young age, 
Love your partner with passion and enthusiasm. 
Love the difficult moments that come into your life unexpectedly. 
Love the existence of God with your free will and creative spirit. 
Love your identity that struggles with inconsistency within your life. 
Love those offending neighbors you have been avoiding because they have caused you hurt. 
Love all the living beings in nature, because love is the only transforming power for the people, 
the planet, and the un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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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invest the passion of love for a holistic maturity, the power of love beyond all the common sense, 

knowledge, and wisdom will not only brighten your own personal life, but it will also turn the world into a more 
beautiful place to live. You may wonder how such a transformation is possible.  It is possible only if the dim 
spark of love within you turns into a burning flame in your life. 
 
Synopsis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paradise on earth.  As the origin of the word “Eden” indicates, it was a 
place full of joy. The place had an endless supply of a clean water stream, a bountiful amount of food, and floral 
fragrance. It was the most abundant shelter on earth.  Many immigrants come to the states with a similar vision 
called “American Dream.”  Many of them decide to immigrate to the U.S to provide their children with a better 
education and a better future for their families. Likewise, many Korean immigrants come to the states to create an 
abundant shelter for their families. 

I left my home country and moved to the U.S in my late twenties. I later decided to stay here for my 
children’s better future.  And I lived my life diligently to taste a fraction of the paradise that seemed to be so close 
at hand. However, as time passed, my passion for life gradually dimmed. I then realized that I was running a race 
towards a meaningless death.  After this realization, I gave up my profession, thinking that it was not too late to 
make my life more meaningful, and I started a communal life in Myra House at the cost of my entire savings. I 
could experience the joy of life on many different levels through the simple life at Myra House. I could also 
recognize the art of love that leads to holistic maturity.  

The Myra House is not so different from any other households in the US.  It is nonetheless quite different 
in a sense that it is a place where people decided to live together across racial, cultural, generational, and regional 
boundaries. Residents in Myra House live their lives differently from the way our materialistic and secular world 
suggests. Yet it is not an escape from the outside world. Myra House is where one realizes the meaning of life 
again and again to live a new life each day.  In the midst of this chaotic world, it is a place where you can live 
passionately to see glimpse of paradise now on earth. 

I firmly believe that the young people are the crucial role to herald the bright future. From my experiences 
based on Korean-American-ness I affirm that Korean American young adult can be a part of great leadership for 
the next generation by initiating such a paradise in this multicultural society. In order to do so, the Korean 
American young adult should mature as a holistic person. Becoming a holistic person can only happen when they 
live their lives with the passion of love. To begin, I ask some questions about immigrant life. Immigrants, who are 
we?  How did we come to the place where we are now? What are we looking for our lives ?  These are the 
questions I raise and try to answer in this book.   

This book is filled with my most impressive memories and invaluable experiences and the lessons I have 
learned from them. It includes letters I shared with my love in my early young adult age, the thankful memories I 
have with my friends, bitter experiences with people who are close to me, and the understanding of my own 
identity in relation to my discovery of the existence of God. Notes and diaries of my experiences with nature will 
supplement the stories as well. In other words, it is a love story that reveals the particular aspects of the Myra 
House residents’ lives.   

This book is targeted to reach out the following young Christian fellows.  The first group of people are 
those who are interested in moving to the states to study abroad or for settle down with their families. The second 
group of people are those who were born in the U.S as Korean descendants who are now trying to find their own 
Korean American identity.  The last targeted group of people are non-Koreans, who are interested in the multi-
cultural life (for this reason, I hope this book will be translated into other languages). I write this book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I desire for those young Christian fellows to mature their faith through their own 
spiritual experiences.  Second, I want them to build relationships with those from different religious traditions, 
who are not religious, or who are atheists to create a peaceful world without religious conflict and war. Third, I 
want them to pursue an environmentally friendly life to protect our planet. Fourth, I want them to be in charge of 
the well-being of the global community along with other ethnic young leaders.  

In order to reach out to the younger generation, I deal with the interesting issues that the young generation 
faces today. It is written in a conversational format between a middle aged father and his children who have 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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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ome adults.  My daughter and son raise questions out of their life experiences and I try to answer those 
questions out of my own experiences. Therefore, this book does not have as much of literary sophistication and 
religious terms as other books may have. I also try to avoid having an authoritarian attitude in answering their 
questions.  

This book consists of six chapters.  Each chapter complements the other so as to weave one single story. 
Each chapter is categorized by subjects with additional questions for further contemplation, practical application, 
and group discussions. A brief summary of each chapter is as follows. 

I. ‘Love of partner’ introduces a story about a Christian school boy meeting a Buddhist school girl. This 
chapter shares the details about their nine years of dating and twenty four years of living as life partners as they 
raise two kids. In this chapter, some fundamental questions are raised. How does a dating story turn into a love 
story?  Why do couples break up so easily today?  What can transform a loving relationship into a lifetime 
partnership?    

II. ‘Love of darkness’ deals with personal inner conflicts—insecurity, devastation, disappointment, failure, 
separation, and hurt that one may experience through unexpected incidents at school or work as we live our lives 
as immigrants.  The chapter ends with the following questions. Why do young adults easily give up on 
themselves?  How can they overcome the darkness? What does it mean to love the darkness in their life? 

III. ‘Love of God’ is a story about my personal reflection in experiencing God from an early age.  This 
story also deals with the existence of God, theological questions and answers transcending the conflicting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science, and an understanding and affirmation of faith through such personal 
experiences. This chapter addresses the following questions. Why do young adults deny the existence of God?  
How can they encounter with God?  What does it mean to love God? 

IV. ‘Love of self’ reveals my own personal life secrets. The first part of the chapter begins with the 
experience of being separated from my own birth mother at an early age that is followed by an unhappy childhood. 
I share another story about giving up my profession as an architect in order to become a pastor and about the 
realization of true self through faith, knowledge, and experiences. This chapter closes with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does it mean to love oneself? Why do many young people get lost in searching for their 
identities? How can one find her/his vocation?  

V. ‘Love of neighbor’ depicts a story about reconciliation and forgivenes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nd also between spouses. It is a story about engaging with our own suffering neighbors through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The closing questions are: who are our neighbors?  What does it mean to be neighbors?  How can 
we love our neighbors? 

VI. ‘Love of nature’ highlights the correlation between human’s physical and psychological suffering and 
the suffering of the eco-system. Having realized the intricat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 turned to an 
ecologically organic lifestyle to promote the sustainability of our planet as well as the sustainability of my 
family’s health.  This chapter addresses the following questions. Why are so many people indifferent and 
insensitive to the eco-system? What can we learn from living an organic lifestyle? What does it mean to love 
nature? 

The last chapter serves as a closing remark to envision a new life. The appendix includes an introduction 
of life in Myra House where young people strives towards a holistic maturity everyday.  Then, I offer twelve 
resources that transformed my way of thinking and elaborate on the content of my book. 
Book Review 
"This naked love story moved me to tears. It is purer, truer, profounder, sublimer, and more beautiful than the 
story of Romeo and Juliet! The Sextet Love Story is a poignant story of a human being yearning to share his love 
with a woman, family, commune, community, nature, and God. Here is the gentle wisdom of life from a beautiful 
mind for you and me! I finished it in one sitting."  

Andrew Sung Park, Professor of Theology 
United Theological Seminary, Dayton Oh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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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ation 

You  a r e  c o r d i a l l y  i n v i t e d  t o  b e  a  p a r t  o f . . .  
 t h e  s p e c i a l  e v e n t  o n  May  1 2 ,  2007  Sa t u r d a y   
 
8 : 3 0  am ,  G r adua t i o n  Se r v i c e ,  C l a r emon t  S c hoo l  o f  T heo l o g y .   
               Sung Sohn’s  Ph. D in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Dissertation Title: Love Changes: Pedagogy of Acology- 
              A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al Model for Young Adults 
 
11 : 3 0  am ,  L un ch  p a r t y ,  My r a  Hou se ,  3 6 43  N .  M i l l s  A v e .   
             F rom CST campus, take Foothill Blvd east, make a left turn heading  
                north and make a final left turn at Pomello Drive. You can park  
                along side of the southwest corner of Mills Avenue and Pomello  
                Drive.  
 
1 : 0 0  pm ,  Ce l e b r a t i o n  o f  Sung ’ s  Boo k  Pub l i s h i n g ,  My r a  Hou se 
                 The Sextet Love Story: A Perfect Love Story in Imperfect Society- 
                  Myra House Love Story. (Seoul, Korea: Youl Lin Publishing 
                 House, 2007), 279 pages.  Having Sung’s book you may support 

   the Myra House financially for realization of new program and 
   upcoming projects                        

              
  
We will be serving lunch, so please RSVP by Thursday, May 10, either by phone:(909) 624-4648, by e-mail 
sung@myrahou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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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태어나 반세기를 살아온 후에야 비로소 한 권의 책을 내놓는 행운을 얻었다. 내가 살아온 날 중 가장 강력한 추억들, 
지금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 후세들에게 넘겨줄 가장 자랑스러운 것들을 간추려보았다. 세월이 흐르면 결국 잊어지고 
마는 것들이지만 이렇게 하나의 책자로 엮어낼 수 있었던 것은 내 주위에 변함없이 나의 작업을 돕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 안에 무한히 잠재된 가능성이 실현되도록 격려와 인도를 아끼지 않던 John B. Cobb 박사님과 Elisabeth Conde-Fraizer 
교수님, 젊은이들이 이끌 새로운 세계의 꿈을 잃지 않고 90 평생을 꿋꿋하고 겸손하게 사셨던 Roger 수사, 지난 4년간 
젊은이들을 위한 생활 공동체, 마이라 하우스(Myra House: Holistic Living Center)의 취지를 이해하고 신뢰와 기도, 물질과 
노동으로 적극 지원해 주었던 몇몇 동역자들, 그리고 원고 초안을 읽고 평가하고 교정하여 한권의 책으로 출판되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여러 선후배들과 친구들의 덕이다. 더우기 바쁜일정에도 불구하고 마우라하우스를 방문하시고 책 내용을 
살피신 후 추천의 글을 주신 감리교 신학대학교 김외식 총장님과 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님의 배려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또한 내 삶 속에 수시로 찾아와 생명력을 공급하고 깊은 신비의 세계로 안내해준 자연 생태계의 은덕도 빼놓을 수 없다. 
비록 각자의 배경은 서로 다르지만 현(現)시대의 세속적 풍조에 저항하여 묵상기도와 단순노동 습관을 일상화하고 생활 
공동체 운동을 벌여온 형제자매들의 노고도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연인이자 배우자로서, 친구이자 동역자역인 미라가 
부어준 헌신적 사랑은 그동안 엄습했던 어떠한 역경도 헤쳐 나올 수 있도록 한 힘의 근원이었다.  

50년 전 오늘 한 여인의 진통어린 사랑의 힘으로 한 아기가 태어났다. 오늘은 그 아이가 장성해 50번째 생일을 맞는 날이다. 
온갖 위험, 비난, 구속, 혼돈에서 벗어나 사랑의 혼에 찬 생의 경이로움을 맛보는 날이다.  
  지난 12월 첫 주일(Advent Sunday) 즈음에 사랑의 혼이 내 안에 불꽃을 지폈다. 그 뜨거운 불길은 내 안에서 활활 타올라 
온갖 의심, 미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태워버린후 결국 오늘(Easter Sunday), 이 책을 한 생명체로 탄생시켰다. 
생명체의 탄생이 어느 하나 우연이 아니 듯 한권의 책으로 창조된 이 작업도 필연의 소산이다. 어머니 사랑의 혼이 내안에 
남아 있듯이 내혼도 이 생명체 안에서 영원히 살리라.  바로 사랑의 혼이 담긴 이 생명체를 그동안 무수한 문젯거리들로 
나에게 도전하여 깊은 지식, 강한 믿음, 생의 보람 등을 깨닫게 해준 나의 사랑하는 딸, 아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바친다.  
                                                                                                                                                          2006년 4월 16일(Easter Sunday)   
                                                                                                                                                        마이라 하우스 글방에서,  손      성  
머 리 말 / Forward  
  금세기가 처한 암담한 현실에 한 가닥 희망이 있다면 바로 우리 주위에 밝은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이들이 있다는 점이다. 
21세기가 시작된 지 이미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각종 참사가 끊이질 않는다. 인신매매, 인권유린, 
인종말살, 빈부격차, 기아 및 질병이 만연하다. 더구나 연이은 무력전쟁, 테러리즘, 환경파괴, 물량제국주의 횡포 등은 지구 
공동체의 생사(生死)에 위기를 재촉하고 있다. 특히 서로 다른 종교 간의 이념대립, 민족 간에 판이한 문화 전통의 이해 결핍, 
국가 간의 정치 경제 이권 마찰로 인해 온 세계가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안타까운 현 시세(現 時世)에도 
불구하고 우리주위엔 이 땅에 도래할 낙원을 꿈꾸며 전인격체로 성장해가는 이들이 있다. 나의 사랑하는 딸, 아들, 그리고 
젊은이들이야말로 밝은 세계를 조성할 주인공들이다.      
   
  젊은이들이란 사춘기 청소년과 완숙기 중년 사이의 세대로 16세부터 35세까지의 연령층을 가리킨다. 물론, 정신적 
성숙도와 사회적인 관계성을 고려하면 개인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젊은 세대는 인간 성장 발달 과정 중 가장 뚜렷한 
개성과 독특한 인품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그러기에 젊은이들은 어느 세대와 달리 그들만의 특별한 자산을 누린다. 주변에 
벌어지는 일에 호기심으로 대하는 풍부한 감수성, 구태여 변명하려 들지 않고 기존 제약들을 벗어나려는 예리한 통찰력, 
단순한 믿음으로 주저함 없이 밀고나가는 강력한 추진력 등이다.  
현시대가 편파적, 실리적, 이해 타산적이며 부, 권력, 명예욕으로 권모술수가 만연해도 젊은이들은 
그들에게 상처를 준 이들에겐 관대한 용서로,  

  자신들의 마음이 동하는 일에는 넘치는 열정으로,  



  암담한 현실에 처한 자들에겐 따뜻한 연민으로,  
  어두운 그늘에서도 꾸밈없이 맑고 소박하게  
  고통스런 애환에서도 유모와 위트로 세상을 밝게 한다.    
    
  그러나 때때로 젊은이들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움츠려 들고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비관하여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경우도 흔하다. 수시로 찾아오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막연함 속에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휩싸이곤 한다.   
  내 인생의 동반자는 누구일까?    
  내 삶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신(神)은 정말 존재하는가?  
  나의 진로는 어떻게 펼쳐질까?  
  인간들 사이는 다시 화해할 수 있을까?  
  폐허 되가는 이 지구에 새로운 세상은 가능할까?  
    
  위의 질문들은 젊은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음 여섯 가지 요소들과의 필수적인 관계성에서 야기된다.  
  이성에 눈떠 젊음을 불사르는 연인 사이,  
  알게 모르게 때때로 엄습하는 암흑 같은 현실,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오고가며 경험하는 신(神)의 존재,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지나 학식, 견문과 더불어 개발되는 자아의 세계,  
  혈연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학교, 사회 및 종교 활동 중에 만나는 수많은 이웃들,   
  기계 문명의 편리한 현대 생활에서 벗어나 새롭게 접하는 자연 생태계 등이다.  
 
  사랑의 열정을 불태우는 삶이란 젊은이들이 연인사이, 암흑의 지경, 신(神)의 경험, 자아개발, 이웃과의 교제, 
자연환경과의 연관 속에서  
  때로는 부드럽고 섬세하다가도 격한 감정에 빠지기도  
  때로는 생기가 넘치다가도 우울한 상념에 휩싸이기도  
  때로는 무한한 가능성에 흥분하다가도 좌절에 부딪쳐 괴로워하기도  
  갖가지 의혹과 번민으로 갈등하다가도 여유롭고 의기양양하게 전진하는   
  마치 여섯 악기의 선율이 어우러져 더 높고 깊고 폭 넓게 자아내는 멜로디, 육중주의 앙상블과 같다. 만약, 젊은이들이 
위의 여섯 요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열정을 쏟아 육중주 사랑을 연출하면 분명 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잇다. 그리고 
분명 그들은 전인격체로 성장할 것이다. 바로 이 책의 주제가 사랑의 도(道)를 통한 완전한 성숙(成熟)이다.   
 
  21세기의 세계는 한 공동체처럼 가까워졌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의 표어: ‘수많음 속에서 하나 (e pluribus unum-out of 
many, one)’가 과거 어느 때보다 실감난다. 그러나 난 ‘사랑으로 하나 (e caritas unum-out of Love, one)’ 되기를 주장한다. 
왜냐하면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싸우고 분열하고 대립하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서양문화의 
소산이라 비평한다면 온 인류가 공유하는 단어 즉 '하늘,' '지구,' '가이아 (Gaia),' '우주,' '생명' '창조력 (創造力)'등으로 
대치해도 무관하다.  
  모든 생명체는 사랑의 힘으로 태어났다. 태어난 생명체는 누구나 사랑의 혼을 지닌다. 사랑이 생명체의 근원이기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꽃이나 다 어느 누구도 침해 할 수 없는 존재 가치를 지닌다. 특히 사랑은 인간을 완전한 성숙체로, 
세계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다. 그러기에 사랑은 어느 한 민족의 특성이 아니다. 아시아 족, 러시아 족, 
아프리카 족, 아리안 족, 게르만 족, 아일랜드 족, 사바나 족 심지어는, 사모아 족 들을 포함한 모든 민족의 보편적 특성이다.  
사랑은 기독교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불교도,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심지어는 신의 존재를 거부하거나 
아무 종교도 없는 자들까지도 누린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는 공통으로 부여받은 속성인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 
특히 젊은이들이 소유한 사랑의 원동력은 부서진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고 무의미한 삶에서 의미 넘치는 삶으로 이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종교, 국가, 문화를 초월하여 세계 각처의 젊은이들과 사랑의 힘으로 합하면 분명 밝은 세상이 오리라 
확신한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그대들이 만약 젊은 시절에 완전한 성숙을 원한다면  



  만나게 되는 연인을 뜨거운 열정으로 사랑하라.  
  예고도 없이 찾아드는 암흑의 순간들도 사랑하라.  
  자율적 의지와 창조적 영감으로 하나님의 존재도 사랑하라.  
  모순 속에 갈등하는 자신의 정체도 사랑하라.  
  상처를 준 그래서 미운 마음으로 멀리하던 그 이웃들까지도 사랑하라.  
  그리고 산천초목 자연의 무수한 생명체들까지도 사랑하라.  
  왜냐하면 오직 사랑의 힘만이 사람도 지구도 우주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대들이 완전한 성숙을 위해 사랑의 열정을 쏟으면 인간의 모든 상식, 지식, 지혜의 경지를 능가하는 더 위대한 사랑의 
힘이 그대들의 삶은 물론 온 삼라만상을 더 아름답게 바꾸어 놓으리라. 그러나 그대들은 또 의혹에 빠지겠지. 과연 어떻게 
그런 사랑이 가능하냐고? 오직, 그대 안에 가물거리는 사랑의 불꽃이 타오를 때만이⋯⋯.  
 
개 요 / Synopsis     
  그 옛날 이 지구상에 낙원이 있었다한다. “에덴” 그 말 어원대로 “환희”가 솟아 넘치는 곳이었다. 사시사철 생수가 흐르고 
먹을 것이 넘치고 각 종 꽃향기 그윽한 그 곳, 이 지구상에서 가장 풍족한 보금자리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에덴을 꿈꾸고 
미국을 찾는다. 그들 대부분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미국행을 택했고 보다 나은 장래를 위해 이곳에 정착했다고들 한다.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이 이곳에 와 저마다 알찬 보금자리를 꾸민다.  
  나도 20대 후반에 고국 땅을 떠나 낯선 미국 땅에 이주했다. 그 후 두 자녀의 앞날을 위해 이곳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마치 손에 닿을 듯한 보금자리 낙원을 향해 열심히 살아왔다. 그러나 시대의 물결에 휩쓸려 살아가다보니 생의 의욕은 점점 
사라져갔고 기대와 달리 죽음을 향해 달음질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라도 늦지 않아’ 라는 간절함 속에 그동안 갈고 
닦아온 전문직을 내 팽개쳤다. 그리고 가진 것을 다 털어 시작한 삶이 마이라 하우스 생활이다. 그 변혁된 삶의 틀을 
통해  낙원에서나 느낄 수 있는 크고 작은 환희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완전한 성숙(成熟)으로 이끄는 사랑의 
도(道)도 깨칠 수 있었다.   
    마이라 하우스는 일반 가정집과 다름없다. 그러나 혈연, 지연, 학연, 민족성을 넘어 찾아든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곳이다. 
마이라 하우스는 이 세상에서 제시하는 삶의 방법과는 좀 다르게 사는 집이다. 하지만 결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여 사는 
곳이 아니다. 마이라 하우스는 생(生)의 의미를 다시 깨쳐 그날그날 ‘새로남’을 찾는 곳이다. 그리고 혼돈스런 세상 안에서 
넘치는 활력을 쫒아 사는 곳이다. 혹시라도 이루어질 지상의 낙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한국계 젊은이들은 분명 이 다민족 사회를 지상의 낙원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러기위해서는 그들이 
전인격적체로서 성장해야한다.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란 그들의 젊음을 사랑의 
열정으로 불태울 때 가능하다. 바로 이글을 쓰게 된 동기이다. 이민자,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 올 수 
있었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하는가? 등의 질문과 그 해답이 이 글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 책엔 나의 생애 중 가장 강렬한 기억들, 가치 있는 것들 그리고 고귀한 것들로 채워졌다. 내 젊었던 날에 목숨 
걸고 사랑한 여인과 나눈 편지들, 주위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쓰라림의 추억들, 하나님의 존재를 터득하며 자신의 정체를 
발견한 기록들이 들어있다. 그리고 자연 환경에서 얻은 생의 원동력 등을 체험한 노트와 일기들, 주옥같은 추억들로 엮었다. 
한마디로 마이라 하우스 식구들이 벌인 러브스토리이다.   
  특히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크리스천 젊은이들을 독자층으로 겨냥했다. 첫째는 미국유학을 꿈꾸는 이들로 미국문화나 
이민생활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다. 둘째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자란 이들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찾고자하는 이들이다. 
셋째는 한국인이 아닌 타민족 젊은이들로 복합문화의 생활에 관심을 갖은 이들이다(이 연유로 앞으로 이 책이 
영어이외에도 타 언어로 번역되어질 것이다). 내가 이 글을 쓴 이유는 다음 세 가지에 기인한다. 첫째, 위에 밝힌 여러 
부류의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각자의 신앙 체험을 통해 더욱 자신만의 확고하고도 독특한 믿음을 키워나가길 원함이요, 
둘째, 그들이 타종교 배경에서 자란 이들 혹은 비종교자나 무신론자 젊은이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 살생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구현을 추구해 주길 원함이요, 셋째, 평범한 삶 속에서 자연 친화와 환경보호의 습관을 키워나갔으면 하는 바램이요, 
넷째, 타민족 젊은이들과 손잡고 보다 윤택한 세계 공동체의 웰빙을 책임지는 선구자들로 성장해주길 소원함이다.        
  그러기에 이 책의 내용은 현대 젊은이들의 관심거리를 주요 소재로 삼았다. 그리고 중년의 아빠가 자신의 산 체험을 통해 
이제 막 성인이 된 내 딸과 아들이 부딪치는 의문거리들과 그 해답을 찾아 그들에게 들려주는 대화체로 쓰여 졌다. 
그러므로 어떤 문학적 기교로 미화하거나 종교의 어휘로 승화함을 피해 연장자의 권위를 나타내지 않도록 주의했다.  



  이 책의 구성은 여섯 장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각 장이 서로를 보완하고 이해를 도와 내용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진다. 매장마다 독립된 주제별로 짜여 있고 더 깊은 사색과 실질적인 삶의 적용, 그리고 그룹토론을 위한 추가 
질문들을 덧 부쳐 마무리했다. 각 장의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 ‘연인 사랑’은 기독교 남학생이 불교 반 여학생과 우연히 만나 첫사랑을 꽃피운 9년의 연애시절, 결혼하여 두 아이를 낳아 
키우며 지난 24년간 살아온 연인사이의 이야기다. 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 질문들: 이성과의 사귐이 어떻게 
사랑하는 연인 사이로 깊어 가는가? 왜 연인사이가 쉽게 갈라지는가? 무엇이 연인 관계를 영원한 인생의 동반자 사이로 
이끌어 가는가? 등을 다루며 마무리하였다.   
 
II. ‘암흑 사랑’은 학교와 직장 유학 이민 생활에서 예측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들이 주는 시련들, 역경 속에서 겪는 불안, 
좌절, 실망, 실패, 이별, 상처 등의 심적 갈등 이야기다. 이 장의 마무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 젊은이들이 암담함에서 쉽게 
자포자기하는 까닭은? 어떻게 그들이 암흑 같은 역경에서 헤쳐 나올 수 있을까? 암흑 같은 지경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등의 답변으로 이루어졌다.   
 
III. ‘하나님 사랑’은 유아기를 거쳐 성장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접한 하나님 존재와 그에 연관된 의문거리들, 과학과 
종교의 양립을 초월한 신학적 질문과 답변, 개인 체험을 통한 이해, 확신 등의 믿음 생활이야기다. 이장에서는 왜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멀어지는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등의 답변으로 마무리 지었다.   
 
IV. ‘자기 사랑’은 어린나이에 생모와 이별 후 암울한 성장과정, 천직으로 여겼던 건축 설계 분야를 떠나 목사의 길로 
전향하고 믿음, 학식과 견문을 통해 자아발견과 자신의 특성을 발굴해가는 이야기다. 이 장의 끝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의 정체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가? 어떻게 자기의 
진로를 바로 찾아갈 수 있을까? 등의 답변으로 정리되었다.     
 
V. ‘이웃 사랑’은 부모자식간과 부부 사이를 넘어서 뼈아픈 상처를 준 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과 사이에서 화해와 
용서를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들을 기행 후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펼친 사회활동 이야기다. 이장의 마무리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웃 사이가 의미하는 것은? 어떻게 이웃사랑을 해야 하는 것일까?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되었다.    
 
VI. ‘자연 사랑’은 자신과 가족이 겪었던 신체적, 심리적 고통이 폐허 되가는 자연 생태계의 고통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깨닫고 죽음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방향을 바꾼이야기다. 유기적 자연 친화 방식을 통해 가족은 물론 지구 생태계를 살리는 
삶으로 전환한 내용이다. 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 왜 많은 사람들이 자연생태계와 멀어져 살아가는가? 우리가 
자연 생태계 안에서의 삶을 통해 얻는 의미는? 어떻게 자연 사랑을 해야 하나? 등의 답변으로 엮어져있다.    
 
마지막 맺는말에는 여섯 장의 총정리와 새 비전으로 마감하였다.  
부록에는 젊은이들의 전인격적 성숙을 매일 실습하는 삶의 공간 마이라 하우스 소개를 첨부했다. 끝으로 내 삶의 틀을 
바꾸고 이 책 내용의 근간이 된 참고 자료 12가지를 뽑아 놓았다.  
 
책읽은 소감들/Book Review 
이 러브스토리를 읽어나갈 때 적나라하게 노출된 한 인간모습을 보았다. 그 처절함과 아름다움을 접하며 흘러내리는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다. 책 내용 전반에 흐르는 순수함과 진실됨, 심오함과 고상함은 <로미오와 쥬리엣>을 능가한다! 이 
책은 사람의 성장과정 중 이성교제와 가족 사이에서, 친구와 이웃지간에서, 각종 써클 및 사회활동에서, 그리고 신의 
존재와 자연환경 속에서 얻었던 배움과 열망뿐 아니라 가슴속에 사무친 아픔과 분노와 절망감 등을 쏟아 내야만하는 
인간의 정체를 드러낸다. <6 중주 러브스토리> 야말로 때 묻지 않는 심안을 통해 삶의 지혜가 온다는 사실을 나와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나는 이 책의 첫 장을 피는 그 순간부터 자리를 뜨지 못한 채 단번에 끝까지 다 읽을 수 있었다.  

박  승호 교수(Andrew Sung Park) 
The Wounded Heart of God: The Asian Concept of Han and the Christian Doctrine of Sin 외 다수  권  저자,  

United Theological Seminary, Dayton Ohio  
 



진솔하게 쏟아 놓은 저자의 인생 이야기에 나 자신이 푹 빠져들었었다. 책을 든 순간부터 마칠 때까지 놓지 못했었다. 이 
책이야 말로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할 가치가 무엇인지, 사랑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여러 
관계를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하는지, 젊은 이 뿐 아니라 읽는 이 모두에게 길잡이  역할을 하는 글이다. 손 성 목사는 
자녀들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 이 되고자,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썼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이 책을 적극 권하고 싶다. 

김  웅민 목사 , 미국  연합감리교  캘리포니아-태평양  연회  감리사  
 
이 책을 읽으면 저자가 때로는 연인처럼, 때로는 어버이처럼, 그리고 때로는 아빠스(영성지도자)처럼 부드럽게 속삭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내러티브 형식의 모두 여섯 개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저자는 과감하게 자신을 열어 보이고 
독자들에게도 자기 내면세계를 열도록 초대하고 있다. 가령, 처음에 나오는 연인사랑에서 저자는 과거의 러브레터를 
꺼내어 공개하였다. 이 장은 우리를 젊은 시절로 돌아가 지금은 잊고 지냈던 우리들의 옛 러브레터를 기억나게 해준다. 그 
외의 다섯 장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무뎌진 감성을 일깨워 새로운 각성의 길로 향함을 호소하고 있다. 
참으로 이 책은 영성분야에 관심 있는 이들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을 막론하여 읽을 수 있는 매우 유익한 글이다.  

김  외식 총장 ,  감리교 신학대학교    
 

<6중주 러브 스토리>는 우리인생의 고비마다 만나는 질문에 다시금 돌아가게 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질문을 여섯 가지 사랑을 통해 따뜻한 언어로 권면해 주고 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독자들은 그냥 스쳐갔거나, 
마음속에 무작정 덮어 두었던 물음들과 진지하게 대면하게 된다. 사랑의 능력은 미래를 보는 능력이라고 한 저자의 말처럼, 
숨기고 싶었던 부끄러움이나 떠 올리고 싶지 않은 고통까지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최  일도 목사 , 다일공동체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