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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국]에 9/24 일 제가 Join 하기전에는
히딩크 감독님 => 저 너무나 좋아했어요
정몽준 => 세계 태권도 연맹 총재 고 "김운용 총재님" 만큼 이해해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력의
성장만큼 모든 분야에서 전반적인 동반 상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질적으로 취약한
분야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외교력 인데" 그중에서도 "스포츠 외교력" 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그나마 대한민국의 개도국 시절부터, 세계에 힘을 좀 줄수있는 영향력을 가질수
있었던 스포츠 계의 거물이었으니, 비록 말년 많은 스캔들이 이 있었으나, 그 또한 그분의 업적에
비하면 나름 상쇄 될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생각함. 고 김운용 총재 님에 버금 갈수 있던 인물이
"정몽준" 이 사람이었는데, 여튼 과유불급의 영향력이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았다고 봅니다.
정몽규 => 기업인 출신이라 하여, K 리그 부흥을 포함, 한국축구에 전기를 마련할 사람이라 잠시
착각한적이 있었음.
김호곤=> 김호로곤이라 불리었지만, 울산시절 철퇴축구, 울산구단을 "아시아 깡패"로 불리게
하는둥, 최소한 아시아에서는 불호령하는 구단의 감독을 역임해서 크게 미워하지는 않았던 사람
차범근=> 이렇케 '기회주의자" "양아치" 인줄 모르고, 얼마전까진 "한국축구전설"인줄 알았던
사람,
신태용=> 안익수가 백승호.이승우 군기잡는다고 아이스 크림 심부름 시키다 경질된 다음, 백승호,
특히 이승우에게 자율을 주는둥, 나름 젊은 신선한 패기있는 감독이라고 생각한적이 있었음.
하지만, 축사국 활동을 통해서,히딩크 감독님의 진정한 한국 사랑을 더욱 알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히딩크 감독님께 대한민국이 저지른 결례와 홀대에 한국인의 한사람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위에 열거한 사람들은 저들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한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축사국] 출범후, 아래에서 부터 차근 차근 순리적으로 개혁해 나가고자 했고, 그 것이 통할수 있는
현실이라 생각한적이 있었는데, 그런 저의 생각이 얼마나 무모한 바람이었는지를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축구]는 [축사국]이 개혁합니다. 몇일전 [축사국]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축사국]은 적폐세력 우두머리 "상왕" [MJ CHUNG - 정몽준]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얼마전 제가 트윗으로 [현대축협]의 비리를 날렸던 #anticorruption 기관중
하나였던 www.transparency.org 에 의하면,

한국의 부패지수는
한국 56 위/176 국가중 => 청렴도 56/100 점 기준
스웨덴 4 위 88 점
싱가폴 7 위 84 점
캐나다 9 위 82 점
독일 10 위 81 점
호주 13 위 79 점
홍콩.벨기에 15 위 77 점
미국 18 위 74 점
일본 20 위 72 점
프랑스 23 위 69 점
카타르 31 위 61 점
스페인 41 위 58 점
이태리 60 위 47 점
사우디 아라비아 62 위 46 점
쿠웨이트 75 위 41 점
중국.브라질 79 위 40 점
멕시코 123 위 30 점
이란.러시아 131 위 29 점
북한 174 위 12 점
대략 중상 정도 되는듯합니다. 그런데 축협을 기준한다면 아마 피파 211 개 국가중 200 위권이라
확신합니다.
오늘기준 FIFA 에 보낼 보고서 80% 정도 되었습니다.
청렴치 못한 부패행위 - FIFA 규정 제 2 조 => 100% (언론 농단/여론조작)
제 3 자 개입(HYUNDAI) - FIFA 규정 14(i) 와 19-1 => 100% (KFA-FCN 포함)
부정행위.업무상 배임/횡령 - FIFA 규정 15(g) => 100% (횡령직원 합의서, 법인카드 남용, 성매매
코치 처리)
정치적 중립행위 위반 - FIFA 규정 14(d) 와 15(a)(c) => 100% (신태용,허정무, 이회택, 정몽준)
국제간 선수 이적 -FIFA Regulations => 60% (전세진 선수 강압행사. 국제이적동의서 발급지연)
Cover letter/Report => 50%
[축사국 보고서] FIFA 로 보내지면서, 정몽준이는 절대 FIFA 에서 재기할 수 없고, 정몽규 이하
모두 물러나게 되고, 신태용이 정치적 행위로 경질되고, 대한축구협회는 재 탄생하게 됩니다.
이유는???
1. 정몽준은 그동안의 비리에 대한 (본인및 HYUNDAI 의 KFA 에대한 갑질) 축사국의 고발로
더이상의 명분없이 전세계에 망신당하고 축구 역사속으로 사라질 겄입니다.
2. 현재의 FIFA 엔 정몽준 라인및 비호세력 없음

3. 정몽준의 2015 년/2016 년 AFC (바레인 세이크 살만 회장) 에 대한 공격으로 ("AFC 가 FIFA
회장선거에 부당개입 했다"고 FIFA 윤리위원회에 고발하겠다 엄포를 놓았었음), AFC 에게
완전히 찍혀있어, [축사국]의 FIFA 로 향한 현대축협 비리보고서는 AFC 에게 칼을 쥐어주게 된다.
4. 정몽준 포함, 신태용, 허정무, 이회택, 김주성 등은 축협의 FIFA 규정 제 15 조 (a)(c) - 정치적 중립
위반 에 따라 FIFA 와 AFC 로 부터 징계를 받게 될것이다. (FIFA 와 AFC 에게 정몽준이 나서지
못하게할 충분한 명분제공)
5. 정몽규, FIFA 평의회 위원 재선 전에 자신의 축협운영에 대한 불법.비리로 개망신 당하고
끝날것임. 그전에 현대산업개발 국세청 조세 4 국 세무감사에 의한 탈세 혐의로 먼저 구속될수도
있슴.
6. 2023 년 아시안컵 개최, 2030 년 한.중.일 공동월드컵 개최? --꿈도 꾸기전 정몽규 정리됨.

오늘 찾은 정몽준의 2015 년/2016 년 FIFA 회장 도전을 위한 사전 인터뷰 동영상 인데요...보다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2015 년 7 월 24 일 Bloomberg TV 와의 인터뷰 (제프 블래터 경질. FIFA 개혁을 위한..)
https://www.bloomberg.com/news/videos/2015-07-24/fifa-lost-identity-under-blatter-needs-reformschung
인터뷰 보다 빵터졌습니다.
(1) 정몽준이 계속 FIFA 에 대해 "corrupt(부패)..corrupt...transparency (청렴.투명)...transparency...."
강조하는데...자기얼굴엔 온갖 똥칠하고 제프 블래터. FIFA 가 똥통이라고 비난하는데 너무
웃겨서
(2) 쇼앵커와 앵커우먼이, 당신도 그똥통에서 17 년간 부회장 한사람이다 두번씩 강조하며 당신
뭐했는냐 하자, 그래도 자기는 조직내에서 가장 블래터을 비난했다고 어설픈 영어로 찌걸이는것
보고
2015 년 6 월 5 일 CNN 과의 인터뷰 (제프 블래터 경질 당시)..동영상 중간정도 에 나옴
http://edition.cnn.com/videos/world/2015/06/04/fifa-intv-amanpour-chung-mong-joon.cnn
2015 년 8 월 19 일 "세계 축구대통령" 당선 전략, 정몽준에게 듣는다
https://www.youtube.com/watch?v=BUzSftl89CU
1 년 예산 2 조 5 천억, 가진 현금자산만 1 조 5 천억, 하지만 비영리 단체/민간기업이라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역시 정몽준의 입맛엔 딱이네. 인터뷰 내용중에 보면, "본인은 FIFA 부회장
재임시 다음과 같이 열변을 토했다고 합니다. "왜 FIFA 는 TV 중계권등 포함 밀실행정을 하는냐!
부패문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참 KFA 똥통에서 나온 사람이 FIFA 가 똥통이라고
얘기하니깐 너무 웃겼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본인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는 썩을대로 썩은 꾸정물로 만들어 놓고, FIFA 에
재도전이라? 어불성설 입니다.

또한 서울대 경제학 학사/미 컬럼비아 경원대학원 MBA/ 존스홉킨스 정치학 박사 치곤 영어구사
능력이 너무 별로임을 보고 정몽준이는 절대 FIFA 를 이끌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저 거대한 FIFA 도 4 년간 의 단임으로 개혁시킬수 있다던 정몽준이 자신의 조국,
[대한민국 축구]를 20 여년간 사유화 하며, 소생불가 똥통으로 만들어 놓은 대역죄는 정몽준을 포함
그 수하 졸개들까지[축사국]이 정몽준에게 6 년간의 제재를 내린 그 [FIFA 윤리위원회]에 [KFA
비리에 대한 FIFA 보고]로 정죄하겠습니다.

(추신) 정몽준의 Twitter 계정이 있네요. 2015 년 7 월 블룸버그 TV 와 인터뷰 할때가지는 굉장히
활동적이었는데, 그 이후엔 멈춰있네요. 우리 [축사국]이 팔로워 하여 트윗하여 볼까요. 그래도
축사국이 FIFA 에 보고한다는 소식은 직접 알려야 할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