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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30, 2013
Kuk Cho, J.S.D.
Professor of Law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gu, Seoul 151-743 Korea
Dear Professor Cho:
You have requested a formal copy of the results of the law school’s investigation into allegations of
plagiarism in regard to your J.S.D. dissertation. Under the University’s rules, the campus referred the
complaint to the law school for review. As chair of the J.S.D. program, I became responsible for
conducting the investigation. Professor Laurent Mayali, who supervised the program at the time of your
graduation, joined me in reviewing the complaint.
Our investigation found the allegations of plagiarism to be groundless. Neither the school of law nor the
university will take any further action. I include a scan of the signed memorandum from my committee
to the dean of students at the law school, which records the results of our investigation.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at 510-643-5089 (v), 510-642-3728 (f), or yoo@law.berkeley.edu if I can
provide any further assistance.
Best wishes,

John Yoo
Emanuel S. Heller Professor of Law

U.C. Berkeley School of Law ‘박사과정 프로그램’ 위원장
죤 유 교수의 커버 레터(2013.9.30) 전문번역
귀하는 귀하의 박사논문에 대한 표절 제소에 대한 로스쿨의 조사결과를 담은
공식 문서를 요청하였다. (U.C. 버클리) 대학교의 규칙에 따라 대학 본부는 이
제소에 대한 로스쿨에 위임했다. ‘박사과정 프로그램’(J.S.D. program)의 위원장인
나는 이 조사를 수행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귀하의 졸업시기 동 프로그램을
책임지었던 로렌스 마얄리 교수도 이 제소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참여했다.
우리의 조사는 표절 제소가 근거없음을 발견했다. 로스쿨이나 (U.C. 버클리)
대학교 어디에서도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동 위원회가
로스쿨의 학생담당보에게 보낸 서명이 이루어진 결정문(memorandum)을 이하에
첨부한다. 이 결정문은 우리 조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

UC Berkeley School of Law 결정문(2013.9.19) 발췌 번역문
1. 2 면 두 번째 문단:
제소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 후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조국
교수의 1997 년 법학박사(JSD) 학위논문에 대한 표절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이번 건은 깜도 안 되는 사안이다(This is not a close case). 조 교수의
논문은 JSD 프로그램의 높은 기준을 충분히 충족한다.
2. 2 면 네 번째 문단에서 다섯 번째 문단
논문을 검토한 후 우리는 16 년이 지난 이후에도 조 교수의 논문의 폭과
깊이에 감동 받는다. ... 우리가 아는 한, 1997 년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네 나라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중 범위와 깊이에 있어서 조 교수의 논문과 같은 수준의 포괄적 연구를
이룬 연구는 없다. 조 교수의 논문은 네 나라의 형사사법체제에 대하여
충분한 통달도(full mastery)를 보여주는 바, 이는 놀라운 성취(remarkable
achievement)이다. 우리는 조 교수의 논문을 심사한 JSD 위원회가 이
논문에 대하여 보낸 높은 찬사를 재고할 이유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
조 교수의 논문에 이룬 중대한 학문적 기여(significant contribution of
scholarship)를 고려할 때 이 논문이 표절이라는 어떠한 주장도 해소되어야
한다. 이번 제소는 [U.C. 버클리] 대학교의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3. 3 면 네 번 째 문단 말미에서 4 면 마지막 문단
[제소자가] 이 문장들을 거론하는 것은 제소자가 단지 표절과 학문적
업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논문을
제대로 읽거나 이해하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조국 교수의 1997 년 법학박사논문이 표절이라는 어떤
주장에도 근거가 없음을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 강조하고 싶다. 조 교수의 논문은 우리가 로스쿨에서 기대하는
적정한(proper) 학문적 행위 기준을 충분히 충족한다. 이번 표절 주장의
조잡함(flimsiness)는 표절의 기준에 대한 무이해 또는 각인의
작업을 학문적으로 존중하는 적정한 실무에 대한 무이해를 보여준다.
우리는 이번 주장에 조 교수를 괴롭히려는 정치적 동기가 있지 않은지
염려한다. 제소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이번 제소는 조 교수의 1997 년
논문에 표절이 있음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U.C. 버클리] 대학교 차원에서 더 이상의 절차를 밟을 근거가 전혀 없다고
결론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