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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공지했던 pwlsNEWS.com 과 연결된 트윗터 https://twitter.com/pwlsNEWS 를 통해
제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트윗으로 아래와 같이 문의 했었는데요..

저의 질문에 그알에서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SBS 그알의 "축협비리 제보요청" 자막방송이 10 월 14 일 인데요, 그러면 아래사진 보듯이 SBS
그알의 일반시민 제보요청 자막방송 리스트에 10 월 11 일 과 10 월 16 일 요청건 사이에 있어야
하는데, 삭제된것으로 보입니다.

삭제된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적폐축협의 불법 언론 장악.압력행사가 된것이고 또하나의
여론조작.사실 은폐하기가 되겠네요.
방송이 현대축협의 압력으로 취소된것이라면, 정말 통탄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현대축협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반드시 쇄신시켜야 합니다.
축사국이 절대 지칠수 없는 이유입니다!!!!

댓글 25 | 등록순

| 조회수 336 |

좋아요
10

|
(****)
2017.12.03. 23:57 답글

에이 sbs 도 축협에 무릎 끓었네!! 한국 하늘 암울하네!! 우얄꼬!! 쯧쯧!!

(****)

작성자

2017.12.04. 00:03 답글

무릎 꿇게 한자, 꿇은자 모두 용서 못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통탄하고 통탄합니다
(****)
2017.12.04. 07:56 답글

공감합니다!
축사국이 지칠 수 없는 이유입니다!
(****)
2017.12.04. 23:33 답글

기운내세요 그알 앞으로 보지 말자구요 거지깡깽이같은...그런데 말입니다. 그래도 안봠마

(****)
2017.12.04. 00:53 답글

슈발 내 그럴줄 알았어!!!! 이 나쁜 놈들!! 이제는 듣기 싫고 지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탄압 및 장악까지!!!
이것도 정몽규가 돈을 주고 협박한 노림수일지도 모름. 현대 돈 진짜 많음. 돈이 그냥 흘러넘침.

(****) 작성자
2017.12.04. 00:06 답글

만약 순수의도의 자막방송이 아니고, SBS 에서도 만에하나 계획된 현대축협 협박용/거래용 자막방송이었다면, 이
건 최악인 것이죠... 영화에서 많이 보아왔던...국민을 가운데 두고 인질삼아 벌이는 기득권자들의 세력 다툼!
(****)
2017.12.04. 00:10 답글

RFS 그러면 할 수있는 방법이 축사국이 메인 방송을 하는건가요? 그러면 축협도 이에 반발 거세게 하고 협박 열
라 많이할 텐데.....아니면 검찰에 고발히는 것도 불가능하나요??
(****) 작성자
2017.12.04. 00:49 답글

(****)
2017.12.04. 00:53 답글

죄송합니다. 저도 화가 많이 나다보니 갑자기 선을 넘게 됬네요. 그리고 저에게 안부의 한마디 말씀 고맙습니다.
수능은 어느 정도 잘 봤고요. 대학은 저랑 잘 안 맞는거 같네요.... 다른 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2017.12.04. 01:15 답글

네 감사합니다. 미래 계획 준비 잘하시길 빕니다.
(****)
2017.12.04. 01:16 답글

감사합니다.
(****)
2017.12.04. 07:58 답글

거래용이었다면..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 작성자
2017.12.04. 09:08 답글

그러지 않았기를 바라지만,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검은세력들끼리의 윈윈 이라는걸 배제 할수가 없죠.
그알이라는 자기상품의 정통성까지 팔아먹는...
(****)

2017.12.04. 00:04 답글

국가를 장악한 최순실도 건드리지 못한 축협
대한민국속에 또 다른 국가
입태용이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이유가 다 있음
(****)
2017.12.04. 00:18 답글

그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닌 고순정씨의 왕조인가?!
(****)
2017.12.04. 00:04 답글

국민을 위한 방송이 그리도 없는지...
그알 제작진 정말 한심하다. 결국 돈에 굴복하는군
(****) 작성자
2017.12.04. 00:08 답글

축사국 자체방송이 현실화되고, 널리 알려지는 그날을 위해!!!!!!! 전진 또전진!!!
(****)
2017.12.04. 00:18 답글

그럼 이젠 축사국 방송팀도 개편되겠네요.

(****)
2017.12.04. 00:20 답글

제가 예전에 전화해봤었는데 제보만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방송은 취소된듯 합니다.
(****) 작성자
2017.12.04. 01:16 답글

네..그것이 저들이 할수있는 최선의 변명이었겠죠.
(****)
2017.12.04. 02:35 답글

적폐들의 짓거리.. 어디든 방송은 반드시 되어야합니다..
이상하다 하면서도 그알 믿고 있었는데 암담하네요..
(****)

2017.12.04. 05:38 답글

안타깝네요
(****)
2017.12.04. 09:25 답글

현대 광고 다 빠지면 뭐... sbs 도 힘들겠죠.
(****)
2017.12.04. 15:59 답글

축협이 압박한다고 방영을 취소한다는게 방송이 말이됩니까. 만일 그렇다면 스브스 개브스 입닏다.
(****)
2017.12.04. 22:24 답글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로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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