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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국의 평가전 상대 몰도바... 몰도바...듣다보니, "몰디브"가 떠오르네. 물론 "몰도바"와
"몰디브" 비슷한듯 다른 지역이지만.... ㅎㅎㅎㅎ

몰디브
이 섬나라의 위치는 인도 남쪽으로 적도가 중앙으로 통과하는, 우리가 그리는 지상에 존재하는
낙원과 같은 곳이죠,

이곳은 또한 이병헌.조승우 주연의 "내부자들" 한국영화를 통해 더욱 유명해진 곳이죠.
영화속 이병헌과 조승우의 대화 중 명대사

"모히또가서 몰디브나 한잔 할까..." 원래 시나리오 에는 "몰디브 가서 모히또나 한잔
할까,,," 였지만, 이병헌의 애드리브 성 NG 를, 순간 catch 로 역발상 전환시킨 영화 감독의
센스로, 이말은 "내부자들" 영화는 물론 세상에 인기를 타는 명대사 가 되었죠.
[축사국] 우리 모두, 1 차 목표
정몽준.정몽규 FIFA/AFC 에 개망신 시키고, 분수모르는 정치인 졸개 신태용 개망신 시키고...
부역자 홍명보.차범근 개망신 끌어 내리고, 비겁한 배은망덕 2002 년 월컵 쓰레기 전사들
정리하고, FIFA 와 함께 대한축구협회 쇄신시키고, 참신한 대한축구협회 만들어 진정한
축구인들 (현재는 1~2 명 밖에 안보임)에게 넘겨주고, 모히또로 가서 몰디브 한잔 합시다.
[축사국] 우리 모두, 2 차 목표, 아니 [축사국] 영원한 목표로
FIFA 와 함께, 세계 축구의 Integrity (청렴), Transparency (투명), Independency
(자존.독립), No discrimination (비 차별주의), Human Right (인권보호) 을 위해 지금
부터 영원까지, 세계 축구를 위해 이바지 합시다.
하늘이 보내주신 축구전도사 대한민국 명예시민 "희동구" 감독님....... 썩은 개축협, 배은망덕
2002 제자들로 부터 그 온갖 수모와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얼어 붙은 동토의 땅 북녘에 "풋살
경기장 건립" 을 하신답니다. 희동구 감독님의 장애인에 대한 순수한 사랑은 아주 오래전
미국에서 장애인 학교에 자원하시어 "장애우"들을 위해 봉사하신 그 오랜 시간동안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인들이 못하는 그런 일을, 희동구 감독님은 오직 사랑하나로, 그것도 가장 크나큰 한국에
대한 사랑으로 감독님의 [축구 전도사} 사명을 다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인들,
정치인들은 감히 그 발끝도 못 쫓아갈 BIG PICTURE 를 그리시면서, 희감독님 평생에
마음속에 새기신, 동토의 땅에 가난에 헐벗고, 이념에 희생된 우리 북녘 동포들을 포함한
세상의 어두운 곳을 위해, 우리가 아닌 네덜란드 국적 대한민국 명예시민 "희동구 감독님" 이
하신답니다.

여러분! 위의 사진을 보는 동안 끊임없이 눈물이 납니다. 자격도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아니,
저런 희동구 감독님의 헌신을 폄훼까지 하는 못된 대한민국을 위해 끝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답니다.

대한축구협회 적폐무리들아!!! 너희들 언제까지 "히딩크 타령" 할거냐???? 언제까지 너희들
필요 할때만 병풍으로 쓸래? 이제 그만 놓아드려라!!!

공지합니다. 2018 년 1 월 9 일자로 "박지성" 을 차범근에 이은 "기회주의자"로 선언합니다.
아니요 한가지 더 추가 합니다. "배은망덕의 못된놈" ......JS Foundation 도 해체해라. 악의
무리와 타협하는 너의 그런 나약하고 얄팍한 마음 가짐으로, 오지의 세계 어린이들에게 무슨
희망을 줄수 있겠니.

"희동구 감독님" 지못미.....
아닙니다
"희동구 감독님"은 우리 [축사국]이 영원히 지켜 드리겠습니다.
이제 [축사국] 다시 태어난 FIFA 의 목표와 함께 달려갑니다.
흐르는 피와 땀...뜨거운 눈물과 가슴으로 영원히 전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