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유 시인 비들의 이야기, The Tales of Beedle the Bard>, 소장판(CE) 아마존 독점 판매(한정 수량) 

 2007년 12월 조앤 롤링(J.K. Rowling)이 마법 이야기 5편과 직접 그린 삽화를 담고 고급 장정에 은과 월광석으로 장식하여 제작한 <음유 시인 비들의 이야기> 특별판을 소개했다. 아마존은 원본 중 한 권을 소장하는 행운을 안았으며, 이같이 놀라운 작품의 이미지와 리뷰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조앤롤링이 수 백만에 달하는 전세계 해리포터 독자들이 고대하는 신작 <음유 시인 비들의 이야기>(2008년 12월 4일 시판 예정)의 출간을 알리고, 아마존은 저자가 손수 쓴 원본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기도록 디자인한 고품격 소장판을 판매하게 되었다. 

 호그와트 도서관에 소장된 마법서처럼 장식된 케이스에 담긴 이 소장판에는 조앤 롤링이 직접 쓴 해설의 한정판 복사본 외에도 일반판이나 원본에는 없는 10가지 삽화가 추가되어 있다. 케이스를 열면 조앤 롤링의 서명이 수 놓여진 벨벳 주머니가 나오는데, 그 안에는 금속 해골, 모서리 장식, 버클, 모조 보석, 에메랄드 리본으로 장식된 특별 소장판 <음유 시인 비들의 이야기>가 들어 있다. 
 롤링의 독자층에게 친숙한 특유의 기지에 이솝의 지혜와 그림 형제의 암울한 일면이 가미된 
5편의 이야기에는 진실된 우정의 힘, 사랑의 치유력, 우리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는 진정한 마법 등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유익한 교훈이 담겨 있다. 롤링이 새로 쓴 해설에는 "긴 잠에 빠져버리거나 잃어버린 신발을 누군가 찾아주길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다", "마법은 치유하는 것만큼이나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식의 인물 묘사를 통해 스스로 문집에서 얻은 교훈을 이야기하는 설명도 담겨 있다. 
 신작에서 무엇보다 돋보이는 보물은 알버스 덤블도어(A. P. W. B Dumbledore) 교장이 전하는 계몽적, 포괄적 의미의 설명으로, 독보적인 마법사의 관점을 문집에 투영하고 있다(다양한 각주 포함!). "덤블도어가 자신의 의지대로 호그와트 서고에 남긴 수많은 글 중"에서 발견되어 문집에 실린 숭고한 마법사의 해설을 통해 오늘날 독자들이 16세기 머글 사회 - 결국 자처한 망명길로 마법 사회를 몰아넣는 사냥의 시대 - 속으로 빠져들 게 할 뿐 아니라 "비들은 머글에 대한 형제애의 메시지를 설교함으로써 시대와 다소 동떨어져 있었음"을 말해준다. 실제로 마법사 집안에서 전해지는 머글들의 잔혹한 태도는 가히 충격적이다. 
 덤블도어 교수편에는 마술 지팡이의 역사와 위력 등에 관한 재미난 단편, 어둠의 마법과 그를 추종하는 마법사들에 대한 간단한 논평, 조앤 스스로 불쾌하게 느꼈던 많은 어둠의 테마 이야기를 제거하도록 "베아트릭스 블록삼"을 유도하여 머글 청중에 대한 이야기의 의미를 영원히 바꿔버린 검열과의 싸움 등의 뒷얘기를 포함한 흥미진진한 역사적 배경도 실려 있다. 덤블도어는 또한 "많은 [마법사]가 마법으로는 생명을 부활시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인 "배이비 래비티와 꼬꼬 웃는 그루터기"를 통해 개인적 견해를 간략히 들려준다. 

 



해리 포터 정전에 지혜와 흥미를 모두 가미하고 있는 신작 <음유 시인 비들의 이야기>는 팬들이 기대하는 수준을 뛰어넘고 있는 작품으로 머글, 마법사, 마녀가 총망라되어 있는 노소에 관계없이 필독서로 꼽히고 있다. 

 어린이 발언(Children's Voice) 캠페인 
CHLG(Children's High Level Group) <음유 시인 비들의 이야기>는 2005년 열악한 환경의 어린이를 후원하기 위해 조앤 롤링과 엠마 니콜슨(Emma Nicholson MEP)이 공동 창설한 자선 단체(등록 번호 1112575)인 CHLG(hildren's High Level Group)에서 출간한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어린이 발언' 캠페인에 기부된다. 
 어린이 발언 캠페인은 CHLG에서 주관하고 있다. 유럽, 특히 수백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열악한 상태의 시설에서 보육되고 있는 동유럽에서 어린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불우 어린이들은 적절한 인간적 또는 감성적 교류 없이 방치되고, 온전한 주거지나 음식 등 삶의 기본 요소가 결핍된 상태로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CHLG의 어린이 발언 캠페인은 다양한 교육 활동, 봉사 활동, 전용 전화선과 이메일 지원 센터를 통해 매년 2~3십만에 달하는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있다. 

 기타 시판 제품: 일반판 
<음유 시인 비들의 이야기> 일반판에는 5편의 마법 이야기, 조앤 롤링이 새로 쓴 해설, 손수 제작한 원본에서 복제한 삽화, 알버스 덤블도어 교장이 들려주는 각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다. 
 소장판 제품의 특징: 

<음유 시인 비들의 이야기> 원본에 실린 5가지 마법 이야기 전편 호그와트 도서관에 소장된 마법서처럼 장식된 전용 케이스 조앤 롤링이 직접 쓴 해설의 한정판 복사본 일반판이나 수제작 원본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조앤 롤링이 직접 그린 삽화 10개 조앤 롤링의 서명이 수로 새겨진 벨벳 주머니 금속 해골, 모서리 장식과 버클 모조 보석 에메랄드 리본 
<음유 시인 비들의 이야기> 소장판에 대한 업데이트 이미지와 상세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