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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학(world literature)이라는 말은 한국 독자에게 으레 서가에 가지런

히 정렬되어 있는 서양 고전 및 근대 영미 정전 작가들의 작품 전집을 상기시

킨다. 단정하고 통일된 디자인을 갖춘 이 책들의 표지에는 대개 해당 작품에 

대한 유명 작가들의 평, ‘○○매체 선정 필독서’ 선정 또는 저명한 문학상의 수

상 내역 등 작품의 문화적 권위를 강조하는 홍보문구가 실려있고, 때로는 논

술 시험 대비와 같은 좀더 현실적인 언어가 발견되기도 한다. 흥미롭게도, 이
러한 책의 외부적인 요소들은 세계문학이라는 개념이 독자에게 모종의 효용

을 약속한다는 점을 반영한다. 이 효용은 대학 입시에 필요한 지식 획득처럼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차원을 지시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적(local) 독자를 초국가적인 문학의 장과 매개해주는 가능성을 가리키기도 한

다. 세계문학이라는 최대의(über) 문학 범주 안에 자리잡고 있는 작품을 읽으

면서 독자는 (대개의 문학작품에 깃들어 있는) 구체적인 역사적/지리적/장르

적/민족적 지표(marker)를 익히면서 동시에 그것을 초월하거나 망라하는, 즉 

세계라는 기호에 함의되어 있는 보편성을 지향하는 문학의 영역과 만나는 것

이다. 가령, 디킨스(Charles Dickens)의 『위대한 유산』(Great Expectations)을 

읽는 한국의 독자는 19세기/영국/사실주의 소설을 읽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한정적 범주가 무용해지는 혹은 이를 모두 흡수하는 세계문학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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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입한다.
세계문학과 관련한 문학의 범주에 대한 이러한 논의를 감안할 때, 모신 하

미드(Mohsin Hamid)의 세번째 작품인 『떠오르는 아시아에서 더럽게 부자되

는 법』(How to Get Filthy Rich in Rising Asia, 2013)이 보여주는 텍스트의 무

국적성 혹은 초국적성은 흥미롭다. 우선 작가인 하미드부터 그 정체성이 쉽게 

정의되지 않는다. 파키스탄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자랐고, 십대 시절 돌아

간 모국에서도 미국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다시 미국 대학에 진학했으며, 현
재는 파키스탄과 미국, 영국 등 전세계 각지를 옮겨 다니면서 영어로 글을 쓰

는 그의 코스모폴리탄적인 삶과 창작 활동은 특정한 국가 및 민족문학의 계

보 안에 그를 위치시키는 일을 까다롭게 만든다. 이주자(migrant) 작가 정도

가 하미드에게 적용가능한 범주가 될 수 있겠지만, 『부자되는 법』이 보여주는 

무국적인 성격은 이마저도 어렵게 만드는 텍스트다. 이주자 작가의 작품들에

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특성들, 이를테면 작가의 민족적(ethnic) 정체성을 공

유한 인물이 등장한다거나 작가의 모국과 정착한 국가 간의 관계 및 긴장에 

대한 사유 등이 이 작품에는 부재하기 때문이다. 대신에 하미드는 고유명사

를 완전히 배제한 채,1) ‘~하는 법’(how-to)의 매뉴얼, ‘~하라’는 행동 가이드

의 언어 같은 자기 계발(self-help) 장르의 관습을 활용하여 성장 서사, 부자되

기 서사(rags-to-riches), 로맨스가 뒤섞인 이야기를 독자에게 제시한다. 그렇

다면 독자 입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독자는 특정한 장르, 서사

적 양식, 지역 또는 민족문학과 같은 특정한 범주로 고정되는 것을 거부하는 

이 텍스트의 세계와 어떻게 만나고 교섭할 수 있는가? 하미드는 독자와 텍스

트 간의 접점을 어떻게 형성하고 또 견고하게 만드는가?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세계문학을 둘러싼 논의와 자기 계발 장르에 대한 기존의 이론을 점검하

면서 이 두 영역 간의 연결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를 통해 해당 작품을 읽어 

보고자 한다.

   1) 이 때의 고유명사는 인물과 지명, 사물을 모두 아우른다. 인물들은 이름이 없으며, 작
품은 인물들이 옮겨다니는 지역을 비롯하여 특정한 문화적/민족적 표식으로 이주자 

문학에서 매우 흔하게 등장하는 음식마저 구체화 하지 않는다. 작가의 전기적인 정

보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작품의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힌트는 오직 “떠오르는 아시

아”를 언급하는 제목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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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이 글은 모레띠(Franco Moretti)의 「세계문학에 대한 추측들」

(“Conjectures on World Literature”, 2000)과 블룸(Beth Blum)의 『자기 계

발의 충동: 현대 문학에서 조언 찾기』(The Self-Help Compulsion: Searching 

for Advice in Modern Literature, 2020)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두 연구자의 

작업은 각각 근대 소설과 자기 계발이라는 특정한 서사의 전지구적 발전 양상

을 주목한다는 점에서 모종의 접점을 형성한다. 모레띠와 블룸의 논의를 참조

할 때, 시대/지역/민족적 특수성을 지시하는 기표를 완전히 제거한 채 자기 계

발 장르의 관습을 이식하고 있는 소설인 『부자되는 법』의 독특한 위치성은 가

능한 많은 독자들과 만나기 위한 작가의 전략으로 읽힌다. 특히 이름 없는 주

인공을 ‘당신’(you)으로 부름으로써 끊임없이 이야기 밖 독자를 호명하는 작

품의 화법은 이러한 말걸기를 가능케 하고 이 유사 자기계발서(pseudo self-
help)에서 계발되는 ‘자기’를 화자와 독자, 주인공으로 공동 구성함으로써 작

품의 무국적/초국적 세계에 독자를 초대하고 붙들어놓는 목소리의 인력을 증

폭시킨다. 또한 이 글은 실제 작가인 하미드가 그의 작품과 공유하고 있는 특

수한 위치성, 다시 말해 그의 코스모폴리탄적인 정체성과 이력이 이러한 작품

의 목소리에 어떻게 힘을 더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살피고자 한다. 
‘당신’으로 호명되는 독자는 어디에 있는 누군지 간에 작품의 세계에 연루되

며, 『부자되는 법』은 이처럼 더 많은 ‘당신’을 끌어들이면서 스스로 새로운 형

식의 세계문학이 된다.
세계문학 담론의 원류에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가 있다는 것

은 주지의 사실이다. ‘Weltliteratur’라는 말 자체는 그 전에도 몇몇 역사가들

에 의해 쓰인 적이 있으나, 괴테는 이 단어를 1827년부터 사망년도인 1832년

도까지 여러 글과 기록된 대화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한다(D’haen et al xi). 괴
테가 제안한 초기의 세계문학 개념은 그 자신의 한정적인 경험에 기반한, 아
직 뚜렷하게 이론화 되지 않았던 개념이자 유럽 내 국가 간의 상호 교류를 가

능케 하는 매개물에 가까운데, 이러한 구상이 이루어지던 배경에는 당시 물질

적 환경의 변화와 정치적 요구가 자리한다. 19세기 들어 급격히 성장한 정기

간행물(periodicals) 시장이 다양한 텍스트의 발행과 유통을 가능케하면서 유

럽 전역의 문화적 소통을 증진시켰고, 이는 근대 국가 만들기에 돌입하면서 

나폴레옹 전쟁 이후 안정과 균형을 꾀하던 당대 유럽의 정세에도 유익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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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2) 다만 괴테는 국경과 언어에 한정되어 있는 민족문학의 경계를 넘어선 

초국적인 문학의 장을 적극적으로 상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에게 

있어 세계문학은 특정한 중재자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다시 말해 그의 모국

인 독일이 주도하는 것이 이상적인 문화 교류의 수단적 개념이었다. 또한 시

민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면 국가 간 협약은 무용하다는 식의 논의는 그의 

구상 안에서 세계문학을 통해 소통하는 시민들이 다시금 국가라는 단위에 귀

속된 존재로 수렴된다는 점을 보여준다.3) 

괴테의 이같은 착안 이후 약 200년 동안 문학의 제도/교육/시장은 근대 국

가 및 자본주의와 발맞추어 고도화 되고 세계화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세계

문학을 둘러싼 논의도 자연스럽게 발전했다. 괴테가 제안했던 ‘세계’의 외연이 

시대적 한계로 인해 유럽이라는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한 세기 

반의 시간이 흐르면서 세계문학의 담론 또한 진정한 세계화를 거치게 된 것이

다. 이 중에서 지리적 위치에 따른 근대 소설의 발산/수용 양상을 살피며 세계

문학의 연구방법론을 모색해온 모레띠의 작업은 경제사회학자 월러스틴(Im-
manuel Wallerstein)이 대표하는 세계체제론(world-system theory)의 세계

인식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세계체제론이 자본주의에 의해 형

성된 세계를 “단일하면서 동시에 불평등한 하나의 체제”(a system that is si-

   2) 1828년 『에딘버그 리뷰』(Edinburgh Reviews)에 실린 괴테의 기고문은 국가 간 상

호 이해와 관용을 도모하는 수단으로서의 세계문학에 대한 그의 제안을 담고 있다: 
“These journals, as they win an ever wider public, will contribute in the most 
effective way towards that universal world literature for which we are hoping. 
Only, we repeat, the idea is not that the nations shall think alike, but that 
they shall learn how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if they do not care to love 
one another, at least that they will learn to tolerate one another” (13).

   3) 1827년의 한 평론에서 괴테는 다음과 같이 쓴다: there is being formed a universal 
world literature, in which an honorable role is reserved for us Germans. All 
the nations review our work; they praise, censure, accept, and reject, imitate 
and misrepresent us, open or close their hearts to us. All this we must accept 
with equanimity, since this attitude, taken as a whole is of great value to 
us. We experience the same thing from our countrymen, and why should the 
nations agree among themselves if fellow citizens do not understand how to 
unite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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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aneously one, and unequal)로 보고, 그것의 구성을 “점증하는 불평등의 

관계로 묶여 있는 중심부와 주변부 (그리고 반주변부)”(a core, and a periph-
ery (and a semiperiphery) that are bound together in a relationship of 

growing inequality; 56)로 파악하듯이, 세계문학 또한 중심부의 문학과 주변

부의 문학이 불평등하게 병존하고 있는 거대한 하나의 체제라는 것이다. 모레

띠는 18세기 중반부터 두 세기에 걸쳐 진행된 근대 소설의 발산(diffusion)이 

세계문학 체제의 어떤 역학으로 발전하는지를 그가 제안하는 방법론인 “거리

두고 읽기”(distant reading; 57)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데,4) 이를 위해  “일

본 근대 소설의 형성에 대한 고진(Karatani Kojin)의 연구” 및 그와 유사한 

여러 주변부 문학 연구를 참조하는 읽기를 통해 “문학적 진화의 법칙”(a law 

of literary evolution; 58 이탤릭 원문)을 도출한다. 유럽으로 등치되는 중심부

의 문학과 달리 비-유럽 지역을 함의하는 주변부의 문학은 “독자적인 발전이 

아니라 타협”(not as an autonomous development but as a compromise; 

58)의 산물이며, 세계문학의 체제에서 벌어지는 중심부와 주변부의 교섭은 

“언제나 외국의 형식과 현지의 소재 간 타협”(it’s always as a compromise 

between foreign form and local materials; 60 이탤릭 원문)으로 나타난다

는 것이 그가 주장하는 문학적 진화론의 요체이다.  
이처럼 모레띠가 세계체제론의 세계 구성에 기반하여 근대 소설이라는 서

사적 형식의 지리적 확산과 변이를 살펴본다면, 블룸은 자기 계발이라는 장르

의 전지구적인 유통과 수용 양상을 주목하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문학 연구

   4) 이러한 모레띠의 연구 방법은 그가 주창하는 “거리두고 읽기”(distant reading), 즉 

“단 하나의 직접적인 텍스트 독해가 없는 다른 이들의 연구 모음”(a patchwork of 
other people’s research, without a single direct textual reading; 57)을 경유하는 

읽기이다. 「추측들」에서 모레띠는 “우리를 둘러싼 문학은 현재 틀림없이 전지구적인 

체제다”(the literature around us is now unmistakably a planetary system; 54)
라는 전제와 출발하면서 “세계문학이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 새로운 비평적 방법

을 요구하는 문제”(world literature is not an object, it’s a problem … that asks 
for a new critical method; 55)라고 하는데, 이는 그저 더 많이 읽는 것으로 수렴되

는 기존의 방법이 “전지구적인 체계”를 이루는 방대한 텍스트 앞에서 무용하고 불가

능하다는 진단에 기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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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대안적인 문학사를 구성해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5) 이

는 20세기에 들어 문학 연구가 제도화 및 고도화 되는 역사적 흐름을 거치면

서 “제도권에서 추방되어 버린, 주체성, 효용, 안녕함, 그리고 자기 변화를 지

향하는 특정한 양태의 읽기”(a specific mode of reading—for agency, use, 

well-being, and self-change—that was being expelled from institutional 

spheres; 8)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장르가 바로 자기 계발이라는 그의 진

단에 기반한다. 즉, 자기 계발은 “역사적 시기나 장르가 아니라 개인적 필요에 

의해 읽기가 분류되는 문학적 대항역사의 조달처”(a purveyor of a literary 

counterhistory in which reading is not cataloged according to historical 

period or genre but according to personal need; 33)라는 의의를 가지며,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의 자기 계발은 “인간 경험의 공동 아카이브에 대한 

조언 전통의 헌신이 연장된 것”(an extension of the advice traditions’ com-
mitment to a communal archive of human experience; 7)으로 재정의 된

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자기 계발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이 장르의 관습을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있는 일련의 현대 소설들을 단순히 자기 계

발 담론에 대한 비판이나 패러디로 읽는 제한적 독법을 벗어나게끔 만든다.
이러한 주장이 성립되기 위해 자기 계발을 둘러싼 기존의 이해가 먼저 점

검될 필요가 있는데, 자기 계발을 철저히 미국적인 장르이자 20세기 이후의 

현상으로 보는 관점은 해당 장르에 대해 가장 흔한 인식이다. 그러나 블룸에 

따르면 이는 “해당 산업의 범위와 복잡성에 대한 빈곤한 이해”(an impover-
ished sense of the industry’s reach and complexity; 15)이며,6) 더 큰 맥락

   5) 자신의 연구가 갖는 의의에 대해 블룸은 다음과 같이 쓴다 :“The Self-Help 
Compulsion is an experiment in imagining and enacting alternatives to a 

strictly chronological methodology, and, to a degree, it can be aligned with 

the growing chorus of scholars questioning the usefulness of periodization in 

literary study” (37). 

   6) 블룸에 따르면 자기 계발의 신화적 아이콘이자 미국적 이상인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이 즐겨 읽고 직접 모방했던 텍스트 중에는 라틴어로 번역된 유교 경전이 

있었다. 미덕을 배양하는 조언들이 실린 이러한 텍스트가 프랭클린 이전부터 존재하

고 유통되었다는 사실은 자기 계발에 대한 오늘날의 일반적인 이해가 해당 장르의 

“국제적인 전사”(international prehistory; 12)를 간과하는 오해임을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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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기존의 인문학/사회과학 진영이 자기 계발에 대해 가하는 익숙한 비

판과 맞닿아 있는 오해이다. 자기 계발이 미국의 얼굴로 대표되는 신자유주

의 이데올로기의 훈육 기제라는, 즉 “자아가 계발되지 않고 끝없이 채찍질 되

는 순환”(a cycle where the self is not improved but endlessly belabored; 

McGee 12)에 개인을 가두어 버리고 “자유주의적 통치의 사회적 주체”(social 

subject of liberal governance; Rimke 63)의 생산과 공모하고 있는 문화적 

담론이라는 비판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도 자기 계발 담론만큼이나 친숙한 

내용이다. 그런데 블룸은 이런 비판들이 자기 계발 장르의 독자들이 보여주는 

읽기의 유연하고 능동적인 측면, 그리고 해당 장르의 유통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화적 교류의 가능성을 간과한다고 지적한다. 그의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자기 계발서의 독자들이 그들만의 욕망과 방식으로 주체적인 독서를 

실천한다는 점이다.7) “자기 계발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부자 되기나 친구를 

얻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또 왜 읽는지에 대한 것이다”(Self-help’s 

most valuable secrets are not about getting rich or winning friends but 

about how and why people read; 3). 블룸의 입장에서, 자기 계발서 읽기는 

단순히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내재화 하는 수동적인 읽기가 아니라 “자

기 계발 이데올로기에 대해 [독자들이] 그들의 문화적 환경 내 지배적인 도덕 

체제와 연관 지어 벌이는 지속적인 교섭과 조건 달기”(continual negotiation 

and qualification of self-help ideology in relation to other moral systems 

prevalent in their cultural environments; 54)의 수행이라는 적극적인 읽기 

행위의 실천이다.
블룸은 이처럼 유연한 자기 계발의 해석학이 가능한 이유로 “자기 계발이 

   7) 이와 관련하여 블룸이 참조하는 연구자 중 하나인 너드슨(Sarah Knudson)은 자기 

계발서의 독자층을 목표 독자(targeted readers)와 습관성 독자(habitual readers)
로 구분한다: “[habitual readers] are most likely to express dissatisfation with 

the advice and see a need to reinterpret it from their own social standpoint. 
Habitual readers, unlike targeted readers, also express awareness of how 

the texts’ message create and maintain social boundaries by validating or 
promoting the lifestyle and resources of advantaged members of the cultural 
mainstream; such awareness is most acute amongst those who transcode and 

talk back” (22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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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자기 변화를 고양하기 위한 문헌화 된 조언의 아카이브를 발굴, 
수집, 재조립하는 또다른 큐레이션 기능을 수행”(self-help has historically 

served another, curatorial function: to mine, collate, and reorganize the 

archive of textual counsel for the purpose of inspiring self-transforma-
tion; 41)했음을 지적하며, 이 큐레이션 기능의 작동이 잘 증명된 역사적 사

례로 해당 장르 최초의 베스트셀러이자 자기 계발이라는 바로 그 말을 제목

으로 삼고 있는 사뮤엘 스마일스(Samuel Smiles)의 『자기 계발』(Self-Help, 

1859)을 든다.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와 밀튼(John Milton), 키
츠(John Keats) 등 저명한 영국 문호들의 글 조각들을 담고 있는 이 책은 서

구 고전의 입문서이자 핸드북 역할을 하면서 19세기 후반 이후 전세계적으

로 널리 읽혔는데, 일본이나 아프리카처럼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던 여러 

국가/지역의 독자들은 『자기 계발』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환경과 조건

에 따라 선택적이고 창의적인 해석과 변용을 보여준바 있다(44-68). 『자기 계

발』의 전지구적 유행과 지역 특수적인 수용 사이에서 빚어진 다양한 교차문

화적(cross-cultural) 연결은 오늘날의 문학 연구와 자기 계발 간의 연결, 즉 

“세속적인 장르를 경유한 문학의 전지구적 전이”(literature’s transmission 

through vernacular genres around the globe; 44)를 예증했던 것이다. 이에 

블룸은 “자기 계발 장르의 초기 독자들이 보여주었던 이러한 혼성모방적인 방

법론이 [하미드를 포함하여 자기 계발 관습을 비튼 작품을 창작한] 현대 작가

들의 중심적인 착안이 되었다”(the pastiche methodology of self-help’s first 

readers has become a mainstream conceit of these contemporary novel-
ists; 44)고 주장한다. 자기 계발서를 읽는 독자의 읽기는 결코 수동적이지도 

단일하지도 않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는 법’을 일러주는 이들의 소설

들은 자기 계발의 강압적인 교훈주의를 하나의 작문 방법으로 변화”(These 

how-to fictions turn self-help’s steamroller didacticism into a composi-
tional method; 211)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 계발 장르를 둘러싼 이같은 탄력적인 해석적 실천들은 모레띠가 지적

한 주변부 문학의 타협을 환기시킨다. 물론 블룸과 모레띠의 글이 서로 동일

한 차원을 논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체제론에 기반하고 있는 모레띠의 논의

가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중심부/주변부의 불평등한 권력 역학을 반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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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대 문학의 관계, 특히 소설이라는 문학 형식의 생산 조건을 살피는 반면

에, 『자기 계발의 충동』은 독자의 능동적인 텍스트 수용 양상에 관심을 기울

이면서 자기 계발이라는 특수한 장르의 읽기에 관해서는 세계의 지형이 평등

한 것으로 재편된다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블룸이 주목하듯이, 자
기 계발 장르의 읽기에서 가장 잘 관찰되며 보존되고 있는 텍스트 읽기의 주

체성과 능동성은 재차 현대 작가들의 창작에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와 에너지

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문학의 생산과 독자의 읽기 간의 엄밀한 구분을 흩뜨린

다. 아울러, 모레띠 또한 중심부와 주변부의 불평등한 병존을 고착화 된 것으

로 보고 이 둘 사이에 일방향의 힘만이 작동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

다. 「추측들」의 후속 연구인 「더 많은 추측들」(“More Conjectures”, 2003)에서 

그는 “「추측들」은 소수의 문화에만 [문학의] 발명을 허락하고 나머지 문화들에

게는 그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 글은 [문학의 발명이] 더 높은 확률로 발생

할 수 있는 조건과 그것이 취할 형식을 구체화 한다”( ‘Conjectures’ does not 

reserve invention to a few cultures and deny it to the others: it specifi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it is more likely to occur, and the forms it may 

take; 77 이탤릭 원문)며 자신의 입장을 보충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러시아

의 관념 소설(novels of ideas)이나 라틴 아메리카의 마술적 리얼리즘과 같은 

반/주변부 문학의 성취들, 즉 “새로운 지리학적 공간의 결과물”(the outcome 

of a new geographical space)의 인상적인 사례들이 “새로운 소설적 공간”(a 

new fictional space; Atlas 197 이탤릭 원문)의 탄생 가능성을 증명한다면서 

세계체제 내 문학 지형의 변화 가능성을 긍정한다. “새로운 공간을 탄생시키

는 새로운 형식, 그리고 다시 그 형식을 탄생시키는 새로운 공간. 그것이 문학

의 지리학”(A new space that gives rise to a new form—that gives rise to 

a new space. Literary geography; Atlas 197)인 것이다.
「추측들」의 결론부에서 모레띠는 문화사 연구의 핵심적인 두 가지 은유적 

표상으로 나무(tree)와 파도(wave)를 꼽으면서, 각각이 다양성과 통일성(uni-
ty)을 지시한다고 지적한다(67).8) 세계는 이 두 가지의 기제, 즉 나무와 파도, 

   8) 나무가 다윈의 계통발생론을 설명하는 도상(iconography)이자 기원으로부터의 가지 

치기를 통해 다양성을 배태하는 발산의 움직임을 은유하는 반면, 파도는 서로 상이한 

개체들을 하나로 겹쳐지게 만들어 통일성을 고도화시키는 힘을 은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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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다양성과 통일성 사이를 진자운동하며,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타협”의 

결과가 문학, 나아가 문화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레띠와 블룸의 논의를 

종합하여, 전세계적으로 보편화 된 자기 계발 장르를 파도로, 소설이라는 문학

적 형식을 통해 그것과 교섭하는 작가의 시도를 나무로 유비해 볼 수 있지 않

을까?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뉘어진 세계에서 양 편 모두에 걸쳐있는 정체성의 

소유자인 하미드는9) 주변부인 ‘떠오르는 아시아’라는 공간을 ‘더럽게 부자되는 

법’과 같은 중심부에서 수출된 자기 계발 이데올로기의 지향과 언어적 관습을 

이식하여 텍스트의 열매를 맺는다. 한 편의 우화처럼 읽히는 작품의 무국적성

과 독자와 주인공을 한데 묶는 독특한 2인칭 화법은 중심부와 주변부, 나무와 

파도의 교차점에서 최대한 많은 독자들을 포섭하기 위한, 이를테면 중심부와 

주변부에 위치한 독자들, 그리고 자기 계발서의 독자와 소설의 독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야기에 얽혀들게 하기 위한 작가의 전략이다. 
이러한 텍스트의 공간에 독자를 초대하기 위해 작품은 문자 그대로 독자에

게 말을 거는 기발한 화법을 채택하며, 첫 문장에서부터 텍스트의 작가/화자

의 자리에 독자를 끌어들이면서 시작한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직접 쓰고 있

는게 아니라면, 자기 계발서는 애초에 모순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아닌 누

군가가 당신을 돕도록 자기 계발서를 읽으며, 그 누군가는 바로 그 책의 작가

이다”(Look, unless you’re writing one, a self-help is an oxymoron. You 

read a self-help book so someone who isn’t yourself can help you, that 

someone being the author; 3). “생각해보라”는 명령이 독자의 주의를 즉각

적으로 환기시키는 가운데, 독자는 “직접 쓰고 있는게 아니라면, 자기 계발서

는 애초에 모순”이라는 하나의 명제(p → q)를 받아들게 된다. 이어지는 문장

은 이 주장의 근거를 설명하는데, 화자가 지적하는 점은 자기 계발서에서 ‘계

발’(help)을 도모하고 성취하는 ‘자기’(self)의 주체는 엄밀한 의미에서 독자가 

아니라 텍스트의 창조자인 작가/화자라는 점이다. (혹은 작가/화자가 독자보

다 이 ‘계발하는 자기’에 더 인접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화자의 제

   9) 하미드는 파키스탄과 미국, 영국을 모두 자신의 집으로 느낀다고 말한다: “The 
four places I’ve called home in my life have been Lahore, London, New York 

and California. And I have a very strong tie to each one of those four places”
(Interview by Joh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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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일반적으로 어떤 이가 자기 계발서를 쓸 수 있는 자격을 갖는지를 고려

해볼 때 옳은 것이기도 하다. ‘~하는 법’과 같은 제목을 통해 특정한 목표 달

성을 보장하고 그에 요구되는 행동과 자원을 다양한 예화로 설명하는 자기 계

발서의 저자는 대부분의 경우 그 스스로가 자신의 책이 안내하는 목표를 이미 

이룬, 즉 스스로의 계발에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무일푼인 사

람이 『주식으로 백억 벌기』와 같은 책을 쓰기란 어려울 것이며, 만약 쓰더라도 

그것은 자기 계발서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 계발서는 모순이 아닐 수도 있다, 당신이 직접 쓴다면’이라

는 주장 또한 앞서 참으로 증명된 명제의 대우(contrapositive, ~q → ~p)로 

성립된다. 자기 계발서가 책의 저자가 실제로 이행한 (그리하여 성공에 기여

하는 것으로 판명된) 각종 행동 요령을 모방하라고 독자에게 주문하는 것처

럼, 작품은 도입부에서부터 독자를 ‘당신’으로 호명하면서 텍스트의 쓰기 작업

에 공모할 것을, 화자의 자기(self)와 독자의 자기를 연결하자고 제안하는 것

이다. 『부자되는 법』이 자기 계발 장르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있는 지점은 이

같은 ‘자기’ 합일에의 요청이다. 일반적인 자기 계발서가 독자의 행동 변화를 

요구하고 이끌어내듯이, 작품은 텍스트가 구성하고 있는 세계에 독자가 직접 

행위자로서 참여할 것을 권하며, 작품의 독특한 2인칭 화법은 이러한 직접적

인 말걸기를 견인하는 형식적 장치이다. 작품에 대한 비평들 중, 신자유주의

와 영합한 자기계발 담론의 자아 이데올로기를 풍자하는 텍스트로 작품을 이

해하는 푼(Angelia Poon)은 ‘나’와 ‘우리’처럼 “화자의 존재감을 보다 구체적으

로 인지하게 해주는”(pronouns which register more tangibly the narrator’

s presence) 대명사들이 등장하는 작품의 중반부터 독자가 서사의 “공동작

가”(co-author)로 인지되고 “[자기 계발서의] 작가를 둘러싼 온전한 주체성에 

대한 환상이 파열된다”(the illusion of full agency on the writer’s part is 

ruptured; 144)고 쓴다. 그러나 살펴보았듯이 작품은 처음부터 텍스트의 공동 

쓰기를 독자에게 제안하는 방식으로 화자와 독자 간의 “상호 관계”(reciprocal 

relationship; Poon 144)를 형성하고, 푼이 지적하는 작가의 주체성이 애초에 

독자의 참여와 호응 없이 성립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즉, 작품의 첫 머리에서

부터 화자가 독자에게 건네는 논리게임은 자기 계발 장르의 관습에 기대어 있

는 서사 구축 작업에서 독자의 존재와 협력이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있는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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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의 포석이다. 또한 화자는 작품의 여러 대목에서 텍스트가 “우리의 협력”

(our collaboration)이자 “양방향의 도로”(two-way streets; 77)이며, “공동 창

작의 기획”(co-creative project; 97)임을 환기하는 메타적인 논평을 내놓는다.
뿐만 아니라 독자 ‘당신’은 화자 뿐만 아니라 작품의 이름 없는 주인공과도 

‘자기’를 공동 구성할 것을 요청 받는다. 화자의 말처럼 “자기 계발의 세계에서 

자기의 개념은 미끄러운 것이다”(The idea of self in the land of self-help is 

a slippery one; 3-4). 첫 문장에서부터 독자의 주목을 환기시키던 ‘당신’은 이

내 서사의 주인공을 칭하는 호명으로 전환되면서 독자와 주인공 간의 동일시 

가능성을 타진한다.

이 책은 자기 계발서다. 이 책의 목표는, 표지에도 써 있듯이, 떠오르는 아

시아에서 더럽게 부자되는 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걸 하려면 먼저 찬 이

슬이 내린 어느 아침, 어머니의 침대 밑 진흙 바닥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벌벌 떨고 있는 당신을 찾아내야 한다. 당신의 괴로움은 초콜릿을 빼앗겼거

나, 리모컨의 건전지가 다 되었거나, 스쿠터가 망가졌거나, 새 운동화를 도

둑맞은 소년의 괴로움이다. 당신이 태어나서 여태껏 이런 물건들을 단 한번

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 놀랍지만. 
This book is a self-help book. Its objective, as it says on the cover, is 
to show you how to get filthy rich in rising Asia. And to do that it 
has to find you, huddled, shivering, on the packed earth under your 
mother’s cot one cold, dewy morning. Your anguish is the anguish of 
a boy whose chocolate has been thrown away, whose remote controls 
are out of batteries, whose scooter is busted, whose new sneakers 
have been stolen. This is all the more remarkable since you’ve never 
in your life seen any of these things. (4)

화자가 자신이 써내려 갈 이야기의 주인공 ‘당신’을 찾아내면서, 작품을 읽

는 독자의 자리 또한 더러운 흙바닥 위로 옮겨간다. 이에 독자와 주인공 간의 

거리감이 즉각적으로 생겨나는데, 화자는 막 태어난 채 추위에 몸부림치는 주

인공의 괴로움을 간식이나 장난감을 빼앗긴 소년의 괴로움으로 설명하는 방

식으로 독자 ‘당신’이 주인공 ‘당신’에게 느낄 낯설음과 거리감을 설명한다. 화
자의 이러한 접근은 그가 상정하고 있는 독자가 서구적(western)인,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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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문화적으로 안정적인 곳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한편으로는 독

자로 하여금 주인공의 고통을 “잘못된 방식으로 상상”(erroneously imagin-
ing; Poon 145)하게 만드는 위험을 노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텍스트에

서 다시금 명시되듯이, 현대 중산층 가정의 아이들이 쉽게 누리는 이 물건들

은 텍스트 밖 안락한 자리에 위치한 독자 ‘당신’과 달리 또다른 ‘당신’ 주인공

의 처지에서는 결코 보지도 못한 물건일 뿐이며, 이에 따라 주인공과 독자 간

의 간극은 단순히 ‘당신’이라는 공통의 호명만으로 극복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작품은 어떻게 ‘당신’이라는 호명에 독자를 계속 붙들 수 있을까? 

화자는 주인공과 독자의 욕망을 건드린다. 자기 계발서의 저자다운 자신감 넘

치는 어조로 자신이 이끌어갈 부자되기의 서사에 합류하라고 주문하는 것이

다. “황달에 걸린 촌 아이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당신에게… 더럽게 부

자 되는 일은 분명히 요원해 보일 것이다. 그러나 믿음을 가져라. 당신은 겉

보기처럼 나약하지 않다. 당신의 순간은 곧 온다. 그렇다. 이 책은 당신에게 

선택을 제안할 것이다”(As you lie motionless afterwards, a young jaun-
diced village boy, … it must seem that getting filthy rich is beyond your 

reach. But have faith. You are not as powerless as you appear. Your 

moment is about to come. Yes, this book is going to offer you a choice; 

11). “믿음을 가지라”는 거의 명령에 가까운 이 말과 함께 화자는 독자와 주인

공 ‘당신’ 모두에게 더럽게 부자가 되는 순간의 도래를 약속한다. 독자와 주인

공의 동일시는, 화자가 건네는 믿음을 체화하고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일, 다
시 말해 부자되기라는 목표를 향한 신념의 공유와 행동의 합치라는 차원에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가족과 함께 도시로 이사 가야할지를 숙고하는 주인공의 

아버지는 황달에 걸린 채 누워서 있는 ‘당신’을 내려다보면서 괜찮겠냐고 묻

는다. 작품 1장의 제목인 “도시로 가라”(Move to the City)라는 첫 번째 행동 

매뉴얼의 이행이 결정되는 순간을 작품은 다음과 같이 보여준다. “당신은 고

통스럽고 두렵다. 그렇기에 대답은 분명히 ‘아니오’이다. 그럼에도 당신은 ‘네’

라고 말한다. 그리고 당신의 운명을 당신의 손에 쥔다”(You are in pain and 

frightened. So the answer is obviously no. Yet you say, “Yes.” And take 

your destiny into your own hands; 11). 자기 계발서 특유의 계시적인 목소

리를 환기시키는 이 대목에서, 독자는 “분명히 아니오”를 “네”라는 대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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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과 함께 쓴다.
작품은 이처럼 자기 계발서의 관습을 활용하여 화자/주인공/독자를 부자되

기라는 목표를 향한 운명 공동체로 엮으며, 자기 계발 장르에서 관찰되는 공

동 구성된 ‘자기’의 열망을 모든 읽기의 욕망으로 연결한다.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자기 계발서라는 분류에 속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그저 놀랍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어째서 호평을 받는다면서도 숨막히게 

지루한 그 외국 소설 읽기를 고집하는가? 진창에 빠진 것 같은 느린 문장과 

읽는 이의 얼굴이 화끈거리는 형식적인 장치로 채워진 한 장 한 장을 묵묵

히 견디면서 말이다. 세계화 덕택에 당신의 삶에 점점 영향을 끼치는 저 먼 

나라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 아닌가? 이같은 충동의 핵심적인 

본질이 자기 계발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면 달리 무엇이겠는가? 
It's remarkable how many books fall into the category of self-help. 
Why, for example, do you persist in reading that much-praised, 
breathtakingly boring foreign novel, slogging through page after page 
after please-make-it stop page of tar-slow prose and blush-inducing 

formal conceit, if not out of an impulse to understand distant lands 
that because of globalization are increasingly affecting life in your 
own? What is this impulse of yours, at its core, if not a desire for 
self-help? (19)

화자는 자기 계발서의 독자와 소설의 독자가 서로 구분되지 않으며, “결
국 모든 책은, 이제까지 쓰여진 각각의 책들은 자기 계발의 형태로서 독자에

게 제공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Indeed, all books, each and every book 

ever written, could be said to be offered to the reader as a form of self-
help; 20)고 말한다. 모레띠 식으로 표현하자면, 중심부의 문학을 통해 중심부

의 이데올로기를 배우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에 유익함을 증진하려는 독

자의 소설 읽기는 경제적 성공이든 심리적 안정이든지 자신의 현재 자아를 더 

나은 것으로 직접 만들 수 있다는 약속을 전하는 자기 계발서의 읽기와 동일

한 욕망을 공유하는 것이다. 화자는 “독자는 작가를 위해 애쓰지 않는다. 그들

은 자신들을 위해 애쓸 뿐”(Readers don’t work for writers. They work for 

themselves; 98)이라며, 모든 읽기를 주도하는 것은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떠오르는 아시아에서 ‘당신’을 세계문학으로 연루시키는 법  115

계발하고자 하는 독자의 욕망이자 의지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이는 여러 

인터뷰에서 하미드가 밝혔던, 자기 계발서와 소설, 작품의 의도와 독자의 기

대 간의 관계에 대한 그의 생각을 반영한다. 그는 친구와 농담처럼 나누었던 

“소설에 어렴풋하게 ‘자기 계발적인’ 요소가 있다는 아이디어”(this idea that 

there is something vaguely “self-helpy” about literary fiction)가 결국 작

품의 착상으로 이어졌다면서 자기 계발 장르의 소설적 변용을 시도한 이 작

품이 “이전의 작품에서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독자들과 관계 맺고, 그들에

게 [자신의] 동기를 정직하게 밝히고, 읽기와 쓰기를 점검하는데 있어 무수한 

다른 방안들을 열어주었다”(it opened up lots of different ways to relate to 

the reader, to be honest with the reader about my motivations, and to 

examine reading and writing in a way that I hadn't been able to do in 

my previous books; Interview with Ali)고 말한다.
자기 계발 장르에 대한 하미드의 이 같은 견해는, “자기 계발 장르는 스스로

의 확장적인 문화망에 탐미주의자와 기업가들, 비평가와 보통의 독자 모두를 

연루시키는 매체 초월적인 분야가 되었다”(self-help has become a transme-
dia industry that implicates us all—aesthetes and entrepreneurs, critics 

and lay readers—in its expanding cultural matrix; 44)는 블룸의 주장을 

떠올리게 만든다. 이 때 덧붙여 고려해 볼만한 점은 이처럼 자기 계발 장르를 

활용하는 이같은 하미드의 기획이 착안되고 성공적으로 구현되는 데에는 (작
가 스스로의 의도와는 별개로) 실제 그의 삶이 상당한 영향을 발휘한다는 점

이다. 앞서 간략하게 언급한 바 있는 하미드의 코스모폴리탄적인 성장 배경과 

라이프스타일, 여기에 미국의 엘리트 스쿨을 졸업하고 세계적으로 저명한 컨

설팅 기업에 재직하면서 소설가로 데뷔한 그의 이력은 그 자체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상정하는 성공적인 주체, 이를테면 초국적으로 이동하면서 자유

롭게 다양한 노동 활동에 종사하는 창조적 역량의 소유자와 매끄럽게 합치된

다. 논의를 좀더 확장하자면, 하미드는 그 스스로 『부자되는 법』과 같은 유사-
자기 계발서를 써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서사 문학의 수용과 이해에 있어 저자에 대한 독자의 인지를 분석하는 김태

환의 연구는 이 지점에서 참고할 만 한데, 그는 “독자가 독서 과정에서 구성하

는 저자(가상 저자)를 실존하는 특정한 인간과 동일시”(55)하는 것을 “저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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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고 정의하며, 이러한 저자 인지는 (익명의 텍스트가 아니라면) 모든 독

서에서 필연적으로 작동하며10) 더 넓게는 일반적인 언어 소통에 필수적인 메

커니즘이라고 지적한다(64). 흥미로운 점은 저자 인지와 저자 역량에 대한 독

자의 판단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으로, 이때 역량이란 “텍스트 생산의 전제로 

볼 수 있는 자질, 즉 텍스트 생산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자질”

(81)을 의미한다. 이 같은 김태환의 논의를 하미드의 기획과 그의 독자 간의 

관계에 적용하여, 『부자되는 법』의 “가상 저자”인 화자의 적극적인 말걸기, 다
시 말해 자기 합일에의 요청의 응답 가능성이 실제 저자 하미드에 대한 독자

의 인지와 비례 관계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앞서 분석했듯이 작품의 화

자는 가난하고 병약한 주인공 ‘당신’의 괴로움을 독자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괴로움으로 설명하면서도 주인공과 독자 간의 거리감을 좁히는 일에는 크게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부자되는 법』을 집어든 독자와 주인공 간의 

자기 합일이, 떠오르는 아시아에서 더럽게 부자되기에 대한 열망 혹은 이처럼 

눈에 띄는 소재를 택한 소설에 대한 궁금증 해소라는 욕망의 차원에서 가능하

다면, 이 차원은 이러한 이야기의 장을 창조한 실제 저자가 자기 계발과 소설 

창작 양쪽에 모두 걸맞은 역량을 지녔다는 인지가 더해질 때 더욱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다.11)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저자 인지는 텍스트가 도입부에서 약속한 부자 되기가 

실패하는 것으로 판명된 작품의 후반부에서 특히 그 힘을 발휘한다. 총 12장

으로 이루어진 작품에서, 화자가 제시하는 단계를 하나씩 밟아 나가며 부를 

축적해가던 주인공 ‘당신’은 10장에서 심장 마비를 겪어 건강이 악화되고 동

시에 동료의 배신에 의해 재산의 대부분을 잃게 되는데, 화자는 이 다음 장을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비록 더럽게 부자되기의 가능성이 당신의 손아귀에서 

10) 김태환은 다음과 같이 쓴다. “저자 구성이나 가상 저자 같은 개념은 실제 저자와 텍

스트의 진술 주체를 구별하기 위한 이론적 개념이다. 그러나 실제 저자와 구별되는 

가상 저자는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이론적, 반성적 구별을 알지 못하는 소박한 독자의 

의식, 즉 텍스트가 환기하는 진술 주체를 곧바로 실제 저자로 인지하는 독자의 의식

을 전제한다”(62-3). 

11) 유수 매체의 리뷰 인용, 작가의 전작들이 거둔 성취(부커맨 상 최종 후보 선정 등) 등
을 알리는 표지의 홍보문구들, 즉 작품 외부의 요소들 또한 독자의 저자 인지를 강화

하는 정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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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나가긴 했지만, 이 책은 아직 스스로의 결백을 혹은 최소 이 죄목의 판결

불가능성을 조금 더 주장해보고자 하며, 경제적 조언의 형태를 빌려 나와 당

신, 두 명의 자기를 위한 도움을 계속 제공하고자 한다”(Though filthy rich-
ness is admittedly gone from your grasp, this book is going to maintain 

a little longer its innocence, or at least the non-justiciability of its guilt, 

and continue offering, through economic advice, help to two selves, one 

of them yours the other mine; 202). 1장에서 “믿음을 가지라”고 계시에 가

까운 명령을 내리고 “분명히 ‘아니오’”였던 대답을 “네”로 바꾸어냈던 화자는 

목표 달성에 실패한 이후에도 여전히 『부자되는 법』의 저자로서 자신의 자리

와 정당성을 수호하면서, 이를 위해 “경제적 조언”의 형태를 빌려 이야기를 지

속한다. “당신의 것과 또 내 것인,우리의 필연적인 출구 전략”(our inevitable 

exit strategies, yours and mine; 219)까지 일러주면서 작품의 서사를 온전

하게 닫는 것이다. 이같은 화자의 출구 전략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부자되

는 법』이 비록 자기 계발서로는 주인공 ‘당신’이 부를 잃는 순간 실패할 지언

정, 여전히 하나의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소설로는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
제 저자 하미드의 다채로운 정체성과 이력은 장르의 교차점에 위치한 텍스트

의 이러한 특성과 공명하고 상승 작용을 일으키며, 이에 따라 독자를 작품의 

세계에 계속 호명하고 붙드는 화자의 목소리를 끝내 잃지 않게 만든다.
정리하자면, 『부자되는 법』은 ‘당신’이라는 호명을 통해 작품 밖 독자에게 직

접 말을 걸고, 자기 계발서의 언어와 목소리를 빌려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 화

자와 이야기의 주인공 양쪽 모두에 독자의 자리를 마련하면서 텍스트의 세계

에 독자를 초대한다. 그리고 작품이 말을 거는 독자는 자기 계발서와 소설, 화
자와 주인공이라는 장르와 형식, 서사적 역할의 축들이 형성하는 다양한 교차

로를 경유하여 『부자되는 법』의 세계에 진입하고 각기 다른 읽기의 욕망을 충

족한다. 작품의 한 대목에서 화자는 공항에 간 주인공의 주변 풍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당신의 주변에는 당신의 고향에서 본 것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들의 언어는 더욱 다채롭고, 피부색과 입술, 머리카락은 진화론이 더 광

대한 지리에 퍼져서 진행되었음을 증명한다. 그들은 떠오르는 아시아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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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카, 오세아니아와 그 너머를 한데 묶는 해운 통상의 수렴점인 항구를 

통해,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힘을 뻗치는 중력에 의해 이 거대한 

도시로 끌려들어왔다.
Around you is a crush of people more diverse than those you see at 
home, their languages more varied, their skin and lips and hair testi-
fying to wider geographic swaths of evolution. They have been pulled 

to this colossal city by the commerce linked to its port, which strad-
dles the shipping lanes binding rising Asia to Africa, Oceania, and 

beyond, and also by its gravity, the force exerted by its sheer mind-
boggling size. (151-152)

간결한 언어를 통해 광대한 시공간의 감각을 부여하고 종의 다양성을 언급

하는 이 대목은 마치 작품의 무국적이고 혼종적인 장에 함께 할 수 있는 다

양한 독자들의 운집을 유비하는 것처럼 읽힌다. “당신”의 주변에 붐비는 각양

각색의 사람들은 ‘독자 당신’과 함께 이 이야기를 읽는 또다른 당신들이자 독

자들이며,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읽기의 욕망이라는 인력에 의해, 그
리고 전세계적으로 보편화 된 자기 계발 장르의 관습에 의해 이 텍스트의 세

계로 진입해 있는 것이다. 하미드의 『부자되는 법』은 이렇게 다양하고 무수한 

“당신”이 연루될 수 있는 거대한 이야기의 체제를 상상함으로써 새로운 차원

의 세계문학 작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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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to Implicate ‘You’ in World Literature 

from Rising Asia:
Mohsin Hamid’s How to Get Filthy Rich in Rising 

Asia

Helin Park

When we read works of world literature, literary categories, construed 
from a set of historical, geographical and ethnic markers welded in 
texts, play an important role in guiding our understanding, while it is 
also the case that we enter a universal literary domain encompassing 
and transcending the determinatives. Considered in this light, How to 

Get Filthy Rich in Rising Asia, Mohsin Hamid’s third novel published in 
2013, is an interesting work as it seems to present no anchoring buoys 
for readers in it. As the title indicates, the novel reads like a pseudo 
self-help book, conspicuously employing language and conventions of 
the self-help genre, and depicts a world of non-nationality or suprana-
tionality where geographical signs and proper nouns are all expunged 
with densely compressed events and anonymous characters. In fact, the 
novel’s nebulousness in genre, time and nationality mirrors the author’s 
cosmopolitan identity. Hamid, born and raised in Pakistan, educated in 
the US, and now residing in and oscillating among London, New York 
and Lahore, is hard to be fixated within a certain nation’s literary gene-
alogy, just as his text’s hybridity makes it difficult to be pinned down as 
a work of national literature other than that of world literature.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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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does the novel engage readers with the non-national / supranation-
al world of its own? Beginning with this inquiry, this paper discusses 
the novel through a connection between self-help and world literature, 
referring to arguments of Franco Moretti and Beth Blum. It observes 
that Moretti’s claim on the evolution of modern novels in world litera-
ture discourse can be related to Blum’s study on self-help’s cultural his-
tory, as both scholars focus on how a specific form of narrative globally 
circulates and transforms itself while negotiating with local realities. 
Building on this theoretical perspective, it maintains that the text’s 
willful and particular address “you”, interchangeably used as a second 
person narration and a reference to its nameless protagonist, implicates 
readers into its narrative as a co-author of the story and expands the 
notion of ‘self’ to be helped in the act of reading. Additionally, this paper 
touches on how Hamid’s authorial presence influences and strengthens 
this pull of the narrator’s voice. Overall, the novel utilizes conventions 
of self-help in order to engage as many readers as possible within its fic-
tional world and becomes a new possibility of world literature.  

Key Words      Mohsin Hamid, How to Get Filthy Rich in Rising Asia, 
Self-help, World Literature, second person narration, 
Beth Blum, Franco Morett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