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 아기부터 노년까지의 오하이오의 여성들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전 세계 여성들을 부릅니다.

샤론 메디가 그녀의 다섯 살 손녀에게 들려 주는 경이로운 이야기를 썼습니다,
‘침묵하며 모여있는 할머니’란 우리에게 강한 영감을 주는 이야기의 줄거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길 건너 공원이 보이는 창문이 있는 카페에서 일하는 한 웨이터가 나이가 지긋한
노년여성들이 아무 움직임도 없이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은 체로 공원에 하루
종일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들은 자신들이 가진 가장 좋은 듯한 옷을
입고는 시청 건물을 응시하며 서 있었습니다. 이 것을 궁금하게 여긴 웨이터가
카페있는 손님들에게 그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카페
단골 손님들은 여러가지 이유들을 추측해 냈습니다.

이 때 카페에 있던 다섯

살 짜리 소년이 말했습니다.: “저 중에 한 분이 우리 할머니라서 저는 그 분들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안답니다. 저 분들이 저기 서 계시는 이유는 세상를 구하기
위해서에요.”
그 말을 듣고 카페안에 있던 모든 남자들이 야유하며 웃어 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웨이터는 그녀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았고 그

대답은 확실히 ‘세상를 구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그 웨이터는 부모님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의 아버지는 카페에 앉아 있던 다른 남성들처럼 조롱하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 함께 그 이야기를 들은 웨이터의 어머니께서는 완전히
침묵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그의 어머니는 그녀의 친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 그 웨이터는 다시 카페의 창문을 바라보았고 어제 그 두 분의 노년
여성들과 함께 서 계시는 자신의 어머니와 또 어머니의 친구 분들을 보았습니다.
또 공원에는 어제 카페에 앉아 있었던 여자 손님도 함께 서 있섰습니다. 함께
모인 여성 분들은 침묵속에서 역시 시청 건물을 응시하며 서 있었습니다.
어제 처럼 카페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그것을 보고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
공원에 서서는 지구를 구할 수가 없지!!.” “ 지구 구하려고 군대가 있는거
아니야?” “그리고 지구를 구하려면 깃 발하고 슬로건 정도는 있어야 되는거
아니겠어” “ 어떻게 공원에 서 있는 걸로 지구를 구하겠다는 거야.?”

또 하루가 지나고, 공원에는 어제 남자들이 조롱하며 말할 때 카페에 있었던 다른

여성들이 그들의 친구들과 함께 그 침묵하며 서있는 운동에 참여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지역 뉴스의 남성 기자에 의해 실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침묵하며 서
있는 여성들에 대해 조롱하며 기사를 썼습니다. 뉴스가 신문에 실린 다음 날,
수백명의 여성들이 공원으로 몰려와 함께 침묵하며 서서 세상을 구하려는
움직임에 참여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도시 전체를 바보처럼 보이게
한다고 믿은 남성 시장은 경찰 청장에게 여성들을 해산 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경찰 청장이 여성들에게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빌미로 해산을 강요하자, 여성들
중의 한명이 대꾸하며 말했습니다.: “ 우리가 연설을 하거나 남들을 선동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 적으로 공원에 서있을 뿐인데 왜 우리에게 시의 허가가
필요하죠?”
이 말을 들은 경찰 청장은 그냥 동의하며 공원을 떠 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지구를 구하려는 이 움직임에 대한 여성들의 참여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장의 부인과 경찰 청장의 부인 심지어는 5짜리 소녀를 포함에 2,223 명에
다다랐습니다.

오하이오 지역 시간으로 2007년 5월 13일 오후 1 시 여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지역 공원, 학교 운동장 혹은 어디든 여러분이 생각하시게
알맞은 모일 장소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사를 알려 주시고 그 곳으로 오셔서
5분간 침묵하며 함께 서 있어 주십시오. 저희는 여성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 하고
싶은 남성들을 데리고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 운동의 시작과 종료를
알리기 위해 여러분 각자가 종을 가지고 오셔서 울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침묵의
시간 5분동안에 세상을 구하기 위해 여러분이 개인 적으로 할일가 우리 모두가
집합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해 주십시오. 혹시 서 계시는 것보다
앉아 계시길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또 종료 후에,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분들이 함께 어떻게 세상을 구하는 것을 달성 할 수 있을지 이야기
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침묵 하며 서 있는 목적은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 더 나아가 일곱 세대
아래까지의 후손들을 위해서 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곳은 우리의 자녀들이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실수 있고 충분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우리의 자녀들이 기초 교육을 받아서 인성을 발달 시킬수 있고 그들의
자라나는 몸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세상은 우리의 자녀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공간
입니다. 또 그 세상은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 이웃, 학교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속에서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이 꿈이 우리를 침묵속에 서 있게 할 그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