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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하는 동안 우정이 싹튼다.
에어스트림(Airstream) 캠핑카를 사랑하는
여성들의 동호회 ‘실버 시스터스(Silver
Sisters)’ 회원인 주얼리 디자이너 크리스티아나
스파울딩(Kristiana Spaulding)은
길에서 만난 사진작가 앨리슨 터너(Alison
Turner)와 친구가 되었다.

WomeN

on
the
road
어느 날 그녀들이 여행을 떠났다. 남부럽지 않은
직장을 그만두고, 캠핑카 한 대를 장만해 길을
달린다. 매일이 새로운 길이고, 매일이
새로운 인생이다. 그 여정에서 그녀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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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여행을 즐기는 라 베른(La Verne)은
마치 카우걸처럼 1954년형
캠핑카를 개조해서 차에 연결해 다닌다.

캘리포니아 주 빅서(Big Sur)에 위치한 캠핑장에서 41세의 앨리슨 터너
(Alison Turner)를 만났다. 1960년대 비트족 문인들이 모였던 곳이다. 안개

000

짜릿하고 위험한 경험들
15km쯤 달렸을까,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의 아트 디렉터인 샤론 파이낵

낀 아침, 앨리슨은 비니를 쓰고 해먹에 편안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새로 장만한

(Sharon Pienak)이 주립 공원의 캠핑장에 에어스트림(Air Stream) 캠핑카

캠핑카를 자랑했다. “2년 동안 텐트에서 잤는데 이제 호사를 누리게 된 거죠.”

를 주차했다. 샤론은 5년 전에 회사를 나왔다. “매일 아침 컴퓨터 앞에서, 왜 내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면 정장 차림에 하이힐을 신고 회의실에 있을 시간

가 고용주를 위해 나의 창의력을 전부 소진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어

이라고 말하며 그녀는 느긋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하루에 12시간을 일했어

요. 그동안의 삶이 어리석었다는 걸 깨닫고 이제는 꿈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

요. 집도 샀고, 매년 거액의 연봉을 받았죠. 그런데도 허전했어요. 내가 누구인

했죠. 여행을 떠나기로 한 거예요. 인터넷을 이용하면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죠.

지 알 수 없었죠. 당시 서른일곱 살이었던 나로서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마

심지어 숲 속에서도요. 6주 전에 플로리다에 왔는데 빅서의 캠핑장에 와보고

흔이 되기 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사표를 내고 나서 차

싶었어요. 이곳에서는 뭔가 신비로운 힘이 느껴져요. 바다와 고래, 플라타너스

에 오르는데 이제부터는 자유라는 게 실감이 났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

를 보세요, 모든 것이 거대한 곳이에요.” 샤론이 본격적으로 캠핑을 한 지는 이

죠. 해낸 거라고요! 직장에 얽매인 삶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제 두 달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일주일에 20~30시간은 캠핑장에서 지낸다. 샤

앨리슨 터너는 여덟 달 동안 미국을 여행했다. 그때는 내부의 높이가 1m

론은 이제 캘리포니아의 나파 밸리(Napa Valley)로 떠날 예정이라고 했다. 여

밖에 안 되어서 일어날 수조차 없는 소형 캠핑카 티어드롭(Teardrop)을 끌

행은 짜릿하지만 위험할 때도 있다. “밤에는 문을 전부 잠가야 해요. 언젠가는

고 다녔다. 그리고 2년 뒤에 텐트를 샀다. “텐트가 더 간편하고 눈에 안 띄어

주차장에서 밤을 보내는데 누가 캠핑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서 크게 놀란 적

서 좋았어요.” 방랑길에 오른 앨리슨은 여행을 하며 찍은 사람들의 사진을 블

도 있어요. 다행히 개를 데리고 있었죠. 한번은 어떤 남자가 사랑한다면서 꽃을

로그(http://alisontravelsblog.blogspot.fr)에 올리고 <에어스트림 라이프

들고 왔어요.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 남자는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주위

(Airstream Life)> 같은 잡지에 싣는다.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이제 나의 길을

를 빙빙 돌았어요. 그때는 더럭 겁이 났죠.” 앨리슨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려고

찾았다고 생각해요. 3년 전에 술도 끊었어요. 살면서 가장 잘한 결정이죠. 모아

자전거를 두 대 싣고 다니고, 텐트에서 잘 때면 호신용 스프레이를 종류별로 머

놓았던 와인과 와인 저장고를 팔아 전문가용 카메라를 샀어요.” 앨리슨은 지금

리맡에 둔다. 사람한테 쓰는 용도와 곰한테 쓰는 용도로 말이다. 그러나 최근에

도 회사에 다니면서 7년 동안 저금한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

는 안전한 캠핑카를 장만한 덕분에 생활이 좀 더 안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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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인 애미(Amie)와 졸리
사이크스(Jolie Siked)는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을 하며 새로운
길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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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을 만들어 에어스트림에 달고
집시처럼 사는 꿈, 나는 때로 그런 꿈을
꾼다네.’ 이 캠핑카 내부는
앞의 노랫말에 충실하게 꾸민 느낌이다.

텍사스에서 스타일리스트이자
실내장식가로 활동하는 로빈(Robin)의
화려한 캠핑카.

노마드 네트워크

여행지에서 새롭게 찾은 일

최소한의 짐만 갖고 다니는 앨리슨과 달리 샤론은 여행지에서의 아름다

텍사스 주 오스틴에서 법률 고문으로 일하던 애미 사이크스(Amie

움과 편안함도 중요하게 여긴다. 샤론의 야영지는 인테리어 잡지의 한 페이지

Sikes)는 15년 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여행을 떠날 때만 해도 자신의 방랑벽

를 방불케 한다. “이곳에서 한 달 동안 머물기로 정하고 나서 캠핑카를 카펫

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마치 제가 새

과 패브릭, 꽃으로 장식했어요. 방랑자라고 해서 꼭 그런지 스타일로 다니라

장 안에 갇힌 새 같았어요. 그래서 차를 팔고 커다란 픽업 트럭을 사서 분홍

는 법은 없잖아요.” 문학 애호가인 샤론은 웃으며 말한다. 웹진 <트레일러 시크

색으로 칠하고 캠핑카를 달고서 텍사스의 벼룩시장을 돌아다녔죠. 계획도 없

>(trailerchix.com, 5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의 창립자인 셸라 존슨

이 빈티지 상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휴스턴에서 구급 요원으로 일하던 여동

(Shelah Johnson)은 최근 들어 여자들이 캠핑을 즐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생 졸리(Jolie)가 합류한 후, 자매는 ‘라지 마지’라고 이름 붙인 캠핑카를 끌고

말한다. “예전에 캠핑은 대개 남자를 위한 문화였죠. 그런데 요즘은 불경기 때

다니며 빈티지 상인으로 꿈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다. “길에는 낭만이 있어요.

문인지 일을 그만두고 길 위에서 시간을 보내는 여성들이 늘었어요. 25세에서

추운 새벽에 일어나서 방한복을 입고 가죽 장갑을 끼고 자동차 엔진 소리를

50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들이 사이트에 남긴 댓글을 보면서 느낀 건데,

들으며 진동을 느끼면 세상이 온전히 내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자유죠.” 예

요즘 여성들은 1960~70년대에 유행하던 히피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려 하

술적인 재능이 뛰어난 애미와 졸리 자매는 웨스턴 스타일과 집시 스타일을 합

고 있어요.” 회사 중역이던 여성이 사표를 내고 멋진 캠핑카를 몰고 여행을 떠

친 듯한 독특한 스타일을 창조했다. 자매는 가방, 장신구, 버클, 직접 디자인

나는 일도 있다. 꽃이 그려진 빈티지 캠핑카를 타고 미국 전역을 여행하는 여

한 티셔츠를 선보이고, 유명 뮤지션의 에어스트림을 장식한다. 1년에 30주 정

성들의 동호회도 생겼다. 텍사스 출신의 60세 여성인 라 베른 파멜(La Verne

도를 길에서 보냈지만 3년 전에 여행을 그만두었다. 아이들을 키우고 인터넷

Pamell)은 바이크, 승마, 파티를 즐기며 직접 캠핑카를 개조해서 한 달에 두 번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결정이다. 현재는 패션, 소품, 장식 용품 전문

‘시스터스 온 더 플라이(Sisters on the Fly)’ 회원들과 여행을 떠난다. 이 동

쇼핑몰(www.gypsyville.com)을 운영하고 있다. “2천 달러로 창업한 지 13

호회는 25세부터 88세까지 3천여 명의 여성이 활동하며, 이들은 서른 대의 캠

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1년 수익이 1백만 달러가 넘어요. 근데 또다시 여행을

핑카에 나누어 타고 미국을 가로지른다. “우리 동호회에는 세 가지 규칙이 있어

생각하고 있기는 해요.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MC

요. 남편, 아이들, 개는 데려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writer Catherine Castro editor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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