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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한가제트칼럼] 차범근과 정몽규는 이런 사이입니다
기사입력 2017.11.25 (11:24 분) 피곤한가제트

U-20 월드컵 폐막 한달후에 차범근은 U-20 월드컵 조직위원장이었던
정몽규 회장을 자택으로 불러 식사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정말 사이가 좋아보이지 않나요?
차범근이 축구협회에 쓴소리도 자주하는 민주화 투사였다면
차범근이 저런 위치에 있었을까요??
저는 솔직히 차범근이 U-20 월드컵 부위원장을 맡을 때부터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차범근 축구교실 수강료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시사매거진이 폭로했을 당시에는 월 수강료가 주마다 차등 적용되었는데

지금은 주 4 회 연령 구분없이 6 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승인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대신 이전에는 없던 연회비 제도가 생겼습니다.
매년 15 만원을 납부해야한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수강비가 인상이 되어서인지
기존에 다니던 학부모들도 부담이 컸나 봅니다.
나중에 서울시에서 연락이 왔는데
연회비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관여할수 없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차범근 축구교실이 적자라고 하는데
뭣 때문에 적자인지 의문이네요
6 만평 차범근 축구장 건립도 7 년째 감감 무소식이더라구요

댓글 20

| 등록순

| 조회수 242 |

(****)
2017.11.25. 12:27 답글

ㅎㅎ
두 부자 웃는 모습도 참으로
간드러 지네요...
아마도 간 때문 일듯..ㅜㅜ
이러니 속담하나 생각 나네요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
라는... 말 요
(****)
2017.11.25. 12:56 답글

좋아요
13

저만 그렇게 보이는 건가요?
맨위의 차붐의 모습이 왜 이렇게 비굴하게 보이죠?
다른 회원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
2017.11.25. 13:04 답글

고양이 앞에 쥐?
조폭 오야붕앞에 꼬붕?
(****)
2017.11.25. 13:04 답글

차범근 학생 정몽규 교장샘한테 혼나는 것같습니다.
(****)
2017.11.25. 13:18 답글

분부만 내리 십쑈..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충성할것을 굳게 다짐 합니다....
라는 자세요.비굴 또 비굴.
(****)
2017.11.25. 12:57 답글

가제트님 대단하십니다~!
어서 이런 사진을 구하셔서~~ 대박입니다.^^
(****) 작성자
2017.11.25. 13:37 답글

감사합니다.~ 축구교실 페이스북 가보니까 저런 사진이 있더라구요
(****)
2017.11.25. 13:08 답글

뭔 작업을 했을까?~~ㅋㅋ
(****)
2017.11.25. 22:09 답글

그동안 [차붐]전설로 존경해온 시간이 이렇케 허무할수가..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 작성자
2017.11.25. 13:39 답글

박지성도 저렇게 되지 말아야할터인데 걱정입니다. 박지성은 주변인이 문제인거 같더라구요..

(****)
2017.11.25. 15:07 답글

피곤한가제트 이번 [축사국]을 통해 참 많은걸 느끼네요..
우리나라 영화에 나오는 비리부문은 넘 정경연합쪽에만 편중되어 있는것 같아요.
스포츠 쪽 스토리 파면, 아마 영화시나리오 1000 개는 가뿐히 나올듯 해요
(****)
2017.11.25. 23:47 답글

피곤한가제트 축협이 박지성 아버지 박성종을 집중공략한 결과입니다.
(****)
2017.11.25. 14:30 답글

차붐의전설은 뒤로한체 몽규의 품으로 들어가려는가? 실망입니다 ㅜㅜ
(****)
2017.11.25. 14:49 답글

두손모아 다소곳이 있는 분이 차붐이 맞나요??
나이차도 있는데~ 두손까지... 이건 아니죠!!!
(****)
2017.11.25. 22:14 답글

여자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이며 해설위원 "전이경" 위원의 유명한 comment 나네요. 한국선수에게
(상습적 반칙하는) 비매너 "왕멍"이 또 반칙하자 소리지르며 한말..."저 선수 저러면 안되죠!!!!!!"
"차붐 저러면 안되죠!!!!!!!!!!!!!"
(****)
2017.11.25. 18:57 답글

외국에 오래 살아서 합리적 시민 의식을 습득하여 가진줄 알았더니...
이런...권력은 모든걸 복종시키나 봅니다...
이래서 자유,평등,개성,창조가 없고..수직,낙하,인맥,학연,혈연 속에서 돈을 위해....
모두가 적응하고 굴종하나 봅니다..그래야 살아갈수있으니까요..(..비난하지 말까바...)
(****)
2017.11.25. 21:10 답글

정몽규를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할 정도면 더이상 애기할 필요도없죠. 근데 차범근도 차범근 이지만 부인인
오은미씨가 더 문제라도 봅니다. 논란과 사건의 뒤에는 항상 오은미씨가 있습니다.언젠가 제가 비유했던 차범근 =
박근혜 오은미=최순실 같다고 ㅋㅌ. 그래도 제일 잘못은 본인 차범근씨 이죠 본인이 컨트롤 못하고 방관 묵인했으
니.. 옛말에도 여자가 잘들어와야 집안이 편안하다 했는데.ㅎ:;;
(****)
2017.11.25. 21:09 답글

난신사다 ㅋ트...수정했습니다. 글자하나 틀렸는데 큰일날뻔? 했습니다.ㅋ 감사합니다.ㅎ
(****)

2017.11.25. 21:10 답글

(****)팬이 있을수 있으니까요 ㅎㅎ
(****)
2017.11.25. 23:46 답글

자식사랑이 유별난 차범근이 보여주는 처세술이네요.
독일에서 귀국했을때는 문화차이로 축협과의 갈등을 국민들은 이해했지만
울산현대,국대감독,수원삼성 감독을 거치면서 기득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축협의 기득권층에 기생하게 됐네요.
이젠 홍명보 옆에 붙어서 치졸한 모습을 보여주는 영웅의 몰락입니다.
기득권층의 나팔수로 전락한 차범근은
지연,학연 기득권층의 대표인물로 인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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