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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曉明 敎授 略廣

본 적 : 부산광역시 중구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현대아파트 8-502 

생년월일 : 1945년 8월 2.5일 

學 歷

1964. 3. - 1968. 2.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철학과 졸업 

1969. 3. - 1971. 2.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1977. 9. - 1982. 6. INDIANA Univ. 철학과 철학박사 

經 歷

1971. 9. - 1974. 9. 육군사관학교 복무 
1982. 9. - 1986. 9. 한양대학교 조교수 

1986.10. - 1988. 2. 한양대학교 부교수 
1988. 9. - 현 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교수 

1989. - 2010. 서우철학상 운영이사회 이사 

1994. 2. - 1996. 1. 서양철학 전공주임 

1994. 6. - 1996. 6. 철학연구회 부회장 

1995. 3. - 1997. 2. 한국분석 철학회 회장 

1995. 3. - 1996. 6. 한국철학회 편집이사 

1997. 5. -2α)9. 4. 협동과정 인지과학전공 겸임 

1998. 2. - 2002. 2. 서양근대철학회 회장 
1998. 3. - 2000. 2. 인문대학 철학과 학과장 



1999. 9. ~ 1999.11. 연구처 연구소 평가위원 

2000‘ 1. - 2001.12. 인문대학 인문학연구원장 
2002.11. - 2010. 8. 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연구소연구원 
2004. 6. ~2007. 5. 인문대학 인사위원회 위원 

2008‘ 1. - 2008.1 2. 인문대학 학술위원회 위원 
2009. - 현 재 열암기념사업회 회장 

受賞， 鉉勳 및 表影

2002.12.12. 열암학술상 

2010.08.31. 근정포장 

著書

김효명， 『영국경험론.JI ， 아카넷， 2001 
서%딴대철학회， r서양근대철학J ， 창작과 비평사， 2001.3 
서양근대철학회， ?서양근대철학의 열가지 쟁점J， 창작과 비평λ샤 k 

200여4.9 

김효명 외， 『근대과학의 철학적 조명..1 ， 철학과 현실사， 2006.11 

譯書

Susan Haack(수잔 하크)， Il'philosophy of Logicsj (논리철학)， 

종로서적， 1984 
Hilary Putnam (힐러리 파트남)， rReason, Truth, and 때stOry.l 

(이성.진리，역사)， 민음사， 2002.8 



主要論文

“인과개념의 철학적 분석”， 인문논총 14, 1987 
“Kant의 Hume인과론 비 판”， 철학논집， 1989 
“록크에 있어서 인과적 힘의 개념， 과학과 철학 1 ", 1990 

“Hume 철학에서의 자연적 필연성”， r인간과 자연의 조화J， 일신 

샤 1994 
“Leibniz철학에서의 정신과 물질”， 과학과 철학I 1996 

“데이빗 흉의 인간학”， 철학과 현실， 1996 

“김효명 ， Hume의 자연주의 -상상력을 중심으로-”， 철학사상， 

1997 
“고전경험론에서의 실재롱 논쟁”， 철학사상I 1999.12 
“인과적 과정과 표지원리”， r귀납논리와 과학철학J， 철학과 현실 

사， 2αX)J 

“철학사의 도전: 진리와 역사”， 한국철학회 편 r철학J66집 별책， 

한국철학회 ， 2001.4 

“영국경험론에서 관념의 문제”， 철학사상， 2002.12 
“결정론과 자유”， 철학시장， 2008.06 

其他著作

소광희 외， r형이상학과 존재론1: 고전형이상학의 전개J ， 철학과 

현실사， 1995 
엄정식 외， 『현대철학특강J . 철학과 현실사I 1999.12 

학술회의발표 및 초청강연 

“철학사의 도전: 진리와 역사" 한국철학회. 2α)().5.27， 학술회의 



“근대철학과 이성”， 서양근대철학회. 2008.3. 서양근대철학회 10주 
년 기념 학술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