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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보고 드렸죠. 국내는 현대축협이 언론장악 하여 불법댓글부대 운영 여론조작으로, 요즘은
온통 쓰레기 언론, 기레기 기사 밖에 없는 것 http://cafe.naver.com/purplesniva/2950
그래서 어제 보고드린 대로, FIFA, AFC, 독일축구협회 (레전드 탈쓴 양아치 "범근"이 관련..)..,
EPL (박지성이 더 똥통에 깊숙히 빠지기전..) 등에 계속 Twitter 로 날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FIFA STATUTES (2016 4 월 개정판), 집중 활용합니다.

축사국 토마호크 발사 합니다.
아래의 주소로 FIFA 에 [대한축구협회 비리.부폐] 축사국이 직접 서면 보고.고발하려 합니다. FIFA
와 AFC..........

고발 근거는 "FIFA 헌장/내규" {FIFA STATUTES - 2016 년 4 월 개정판, 총 92 페이지} 입니다.
현재 관련 내규 검토중입니다. 일단 아래의 3 가지 내규에 집중합니다.

2 Objectives (FIFA 의 목표) The objectives of FIFA are:
a) to improve the game of football constantly and promote it globally in the light of its unifying,
educational, cultural and humanitarian values, particularly through youth and development
programmes;
b) to organise its own international competitions;
c) to draw up regulations and provisions governing the game of football and related matters
and to ensure their enforcement;
d) to control every type of association football by taking appropriate steps
to prevent infringements of the Statutes (FIFA 내규 위반행위), regulations or
decisions of FIFA or of the Laws of the Game;
e) to use its efforts to ensure that the game of football is available to and resourced for all who
wish to participate, regardless of gender or age;
f)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women's football and the full participation of women at all
levels of football governance; and
g) to promote integrity, ethics and fair play with a view to preventing all methods or
practices, such as corruption, doping or match manipulation,which might jeopardise the
integrity of matches, competitions, players, officials and member associations or give rise to
abuse of association football. 축구의 청렴하고 윤리적 페어플레이를 목적 (즉 부패, 약물,
승부조작 등과 같이 각종경기들, 선수들, 지도자와 협회멤버들의 청렴성을 해치거나, 축구의
본질을 벗어난 목적을 야기하는 모든 악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의 g) 사항을 보면, 축협산하 단체, 즉, K 리그 클래식, 챌린지,챌린저스, 내셔널리그, 초.중.고
학원축구, 유스 클럽 등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악습, 관행 과 문제점들은 고발.조사 되어져야
합니다:
- 부패
- 성추행, 성매매자 (prostitution) 남.녀 유스팀 지도.
- 지도자 자격증 특혜,비리 (예 홍명보)
- 승부조작, 심판매수 (K 리그 에서 끊이지 않는 편파판정 등등)
3 Human rights
FIFA is committed to respecting all internationally recognised human rights and shall strive to promote
the protection of these rights. (FIFA 는 국제적 인권존중을 지지하며, 그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다)

4 Non-discrimination, gender equality and stance against racism (모든 차별, 남녀 평등, 인종차별
금지)

Discrimination of any kind against a country, private person or group of people on account of race, skin
colour, ethnic, national or social origin, gender, disability,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pinion or any
other opinion, wealth,birth or any other status, sexual orientation or any other
reason is strictly prohibited and punishable by suspension or expulsion. (의견을 달리한다 하여
차별할수 없다, 위반하면 정지 또는 제명 된다 => 차별금지가 축구관련인에 까지 적용되는지,
처벌이 현직 선수들 뿐이아니라 해당 협회 까지 확대및 유추 해석 가능한지? )

(아래기사글 참고해 주세요. 인판티노 회장이 얼마나 실망할까 생각하면서....)
=========================================================================================

인판티노 FIFA 회장, 축구회관 찍고 청와대까지… 文대통령과 환담
6/12/17 공유 0 댓글
FIFA 회장이 대한축구협회를 방문했다. 무려 18 년 만이고 역대 두번째다. 이어서는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다.

[골닷컴] 서호정 기자 = 세계 축구의 대통령으로 불리우는 지아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대한축구협회와 청와대를 잇달아 방문했다. FIFA U-20 월드컵 결승전을 위해 방한한
인판티노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만나 축구가 대한민국, 한반도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12 일 오후 인판티노 회장은 대한축구협회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신문로의 축구회관을 찾았다.
FIFA 회장이 축구협회를 방문한 것은 지난 1999 년 제프 블래터 이후 두 번째다. 18 년 만의 FIFA
회장 방문은 U-20 월드컵 성공 개최를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10 일 한국을 찾아 11 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U-20 월드컵 결승전과 시상식에 참석한
인판티노 회장은 12 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전 1 시간 가량 축구회관을
찾았다. 오후 3 시경 축구회관에 도착한 인판티노 회장은 정몽규 회장, 김호곤 부회장을 비롯한
축구협회 임직원들의 환영을 받았다.
꽃다발을 받은 인판티노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에 임했다. 젊은 직원들의 셀카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답했다. 축구협회 회장실로 이동해 티타임을 가진 인판티노 회장은 정몽규
회장과 함께 청와대로 이동했다.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 차관과 접견을
가졌다. 인판티노 회장과 정몽규 회장은 U-20 월드컵 성공 개최를 중심으로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축구가 가장 평등하고 민주적인 스포츠다. 공만 있으면 가난한 나라가
강한 나라와 정정당당히 맞설 수 있다”라며 축구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남겼다.
인판티노 회장은 “축구가 전세계로 보내는 메시지는 매우 중요하고 강력하다.

대한민국과 대한축구협회가 축구 발전에 계속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구의 남북관계 기여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계획
중인 2030 년 한국, 중국, 일본, 북한의 4 개국 월드컵 공동개최 가능성에 대한 지지로도 해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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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개혁이 RFS 님 열정으로 고지가 보이고 있습니다~~항상 감사합니다~~화이팅~~~^^
(****) 작성자
2017.12.22. 01:22 답글

축협이 언론농단장악 하고, 불법댓글부대 운영하며, 축사국을 자꾸 밖으로 떠밀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라고...
그래서 네덜란드도 가고...이제는 스위스 까지..
감사합니다.
(****)
2017.12.20. 21:34 답글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축구협회 '체육회 승인' 규정 삭제…체육회 "예외 안돼"(종합)
대한축구협회(회장 정몽규)가 외부 기관의 간섭을 배제하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원칙에 따라 협회 정관에서 상
급 기관인 대한체육회 관련 조항을 삭제키로 한 가운데 체육회는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축구협회는 1 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대한체육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
자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회장을 포함한 협회 임원을 선출할 때 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과 체육회의 지침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결산 등 주요 사항을 체육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기존 정관에서 삭제할 계획
이다.
(****)
2017.12.20. 21:37 답글

비리 심판을 심판위원장에 앉힌 도덕불감증
"당시 심판위원장 선임은 집행부의 정책적 선택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A 씨를 심판위원장으로 선임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KFA 한 관계자가 내놓은 답변이다.
문제는 2013 년 5 월 심판 비호 사건은 '비호' 자체로 끝나지 않았다. 최근 전북 현대의 심판 매수 사건으로 한국
축구가 뒤집어졌다. 그리고 지난달 6 월 검찰 조사에서 말로만 떠돌던 심판의 상납 구조가 낱낱이 드러났다. 당시
심판 배정권은 심판위원장이 독점하고 있었다. 엄청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였다. 심판 배정권을 가진 심판
위원장에게 좋은 배정을 받기 위해 심판이 주기적으로 돈을 상납한 정황이 밝혀진 것이다.
여기에 관련된 핵심 인물도 다름 아닌 A 씨였다. A 씨는 연맹 심판위원장 재임 시 이런 행태를 보였다. 공교롭게도
연맹 총재였던 정 회장의 임기와 겹치는 시기가 있다. 그런데도 KFA 회장이 된 뒤 A 씨의 손을 다시 잡았다.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정말 정몽규 사단은 A 씨의 행태를 몰랐을까. 소문이 파다했던 일을 알고도 모른 척한 건 아
닐까. 몰랐다면 인물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알고 선임했다면 돌이킬 수 없는 큰 범죄를 지은 것이
다. 어떤 이유라도 책임을 통감해야 했다. 하지만 인사 실패에 대해 이해할 만한 해명조차 없었다. 다들 숨기 바빴
다.
(****)
2017.12.20. 21:04 답글

(****)
2017.12.20. 21:05 답글

오늘도 미쿡에서 축포가 날라왔네요~!
역시 축사국의 선봉장님이십니다~!
축협이 벌벌 떨겠군요~^^
(****)
2017.12.20. 21:07 답글

계속 해서
지속 해서
고발하겠습니다~!
조사를 요구하겠습니다~!
(****) 작성자
2017.12.20. 21:11 답글

넵. 고발자료 많이 올려 주세요!!!
널리고 널렸습니다.!!!
(****) 작성자
2017.12.20. 21:14 답글

사무총장님 네덜란드 건 터지면 화력배가..
핵폭탄으로 만들어야지요!

(****)
2017.12.20. 21:15 답글

(****)
2017.12.20. 21:16 답글

착착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기망하고 군림하는 권력은 세상에 존재 할 수 없습니다!!!
(****)
2017.12.20. 21:35 답글

(****) 작성자
2017.12.20. 21:38 답글

비리와 부패가 너무 널리고 심해서..한 100 페이지는 나올것 같습니다!
(****)
2017.12.20. 21:39 답글

무너지지 않는 '현대가 카르텔'
'현대가(家) 카르텔'은 KFA 를 지배하고 있는 힘이라고 불린다.
현대가 '제 식구 감싸기'가 만연하고 있다. 현대가 출신 인사는 물론이고 현대가 출신의 특정 업체에 일을 몰아주
는 것은 이제 놀랄 일도 아니다.
대표적인 업체가 FC 네트워크(이하 FCN)다. 2000 년 회사 설립 이후 KFA 마케팅 대행사 자리를 차지한 FCN 은
지난 16 년 동안 KFA 스폰서십과 관련된 대부분의 일을 도맡아 해 왔다. FCN 은 현대그룹 광고 대행사인 금강기
획에서 시작된 현대가 출신 기업이다. 꾸준히 협회와 유착 의혹을 받아 온 업체이기도 하다. KFA 간부가 FCN 감
사와 이사로 재직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문제로 2005 년 국정감사까지 받았다. 또 조중연 전 회장이 임기 말에 중
계권 계약을 FCN 에 몰아주려다 비난을 면치 못한 사건도 있었다.
한 스포츠 마케팅 업자는 "설립 초창기에 KFA 의 알짜 사업을 따내는 것은 '현대가 카르텔'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다. FCN 은 협회의 자회사도 아닌데 자회사처럼 일한다. 이 업계 모든 사람들이 협회와 FCN 의 관계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몽규 사단도 어쩔 수 없었다. 연결 고리를 끊지 못했다. 아니, FCN 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힘을 실었다. 정몽
규 사단은 임기 초 A 매치 중계권 계약을 FCN 에 몰아줬고, 지난 1 월 공개 입찰을 통해 FCN 을 통합마케팅 대행
사로 선정했다. 또 다른 현대가 업체 이노션과의 컨소시엄이라는 장치를 추
가한 것에 불과했다. "공개 입찰이라고? 눈 가리고 아웅이다. 다른 업체들은 병풍에 불과했다"고 한 스포츠 마케터
는 탄식했다.
한 축구인은 "2002 전까지 현대가는 한국 축구를 위해 정말 많이 투자했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 뒤 현대가 돈은 들
어가지 않았다. 모두 스폰서로 벌어들인 돈"이라며 "아직까지 그 공을 강조하며 현대가가 우려먹고 있다. 현대가
집권이 당연한 줄 안다. 축구계에서 현대가에 인식이 좋지 않은 이들이 많은 이유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런 부도덕적 행태 속에서도 정몽규 사단이 재집권했다.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다만 53 대에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
2017.12.21. 00:06 답글

축협이 아직 꿈속에서 헤메고 있습니다.세계적으로 개망신 당해야 손들고 나올것 같습니다.축사국이 한국축구의
썩은역사를 바꾸는 선봉장이 됩시다~~가~~자!~Go~Go~!
(****)
2017.12.20. 21:26 답글

(****)
2017.12.20. 21:26 답글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2015 년 12 월 4 일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선친(先親) 정세영 현대
산업개발 명예회장(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의 넷째 동생)의 묘지를 불법으로 만들고, 주변에 기념비 등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장은 2005 년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산 58 번지 일대에 정 명예회장의 분묘를 조성했다.
팔당호가 한눈에 보이는 명당 자리였다. 하지만 이곳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일반인들에겐 장지(葬地) 조성이 허락
되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1975 년 9 월 이전부터 살아온 주민만 묘지를 조성할 수 있었다. 이를 어길 경우 2 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불법이 드러나면 이미 조성된 묘라도 이장해야 한다.
(****)
2017.12.20. 21:28 답글

양평군청의 한 관계자는 “자진해서 묘지를 이장하도록 그동안 여러 차례 독려했다. 회사에도 통지를 했지만 아무
런 반응이 없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이 최근 검찰에 약식 기소된 후 현대산업개발의 일부 직원이 뒤늦게 양평군청
을 방문했다. 양평군청은 회사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묘지 이장 등 후속 절차는 향후 회사 측 답
변서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다.

회사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정 명예회장은 생전에 정도경영을 강조했다. 추모 조형물에도 ‘돌아보건대 길다
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길, 그 길이 곧았다면 앞으로도 나는 곧은 길을 걸을 것이요’라는 글귀가 담겨 있다”며 “불
법적인 조형물은 고인이 생전에 추구했던 정도경영에 반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명예회장의 양수리 묘지를 둘러싼 의혹은 현재 이뿐만이 아니다. 정 회장이 묘지 부지인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산 58 번지와 447 번지, 447-1 번지, 447-2 번지, 452 번지, 488 번지 등 2 만 5000 여 ㎡의 건물과 과수원, 농지
등을 매입한 것은 2006 년 1 월 10 일이다. 정 명예회장이 별세하고 묘지를 조성했던 2005 년 5 월보다 8 개월이나
지난 후였다. 이전까지 이 땅은 정 아무개씨 소유였다. 정씨는 정 명예회장이 별세한 지 3 일 후인 5 월 24 일 남양
주시 와부읍에서 묘지가 위치한 양평군 양수리 산 58 번지로 주소를 이전한다. 같은 날 정 회장은 양수리 산 58 번
지를 포함한 일대 부지에 대해 채권최고액 14 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게 된다.
(****) 작성자
2017.12.20. 21:37 답글

네...
FIFA 도 가고
AFC 도 가고
분데스리가도 알려서 "레전드" 자격없으니 빼달라 하고
EPL 에도 박지성 망가지는 것 보호해 달라하고
많이 많이 알려줘야 합니다.!!
(****) 작성자
2017.12.20. 21:29 답글

그동안 축협에 자정할 시간 충분히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성은 커녕,
언론들 입막으며 농단하고,
불법댓글부대 동원 여론조작하고,
그알도 현대 광고주 갑질에 무릎꿇고,
쓰레기 언론, 기레기 쓰레기 기사 넘치고,
기회주의자 한강부지 코흘리게들 돈 삥땅치는 양아치 앵무새 시키고..
박지성이 끌어드려 커리어에 오점 만들고,
자신들 월컵배당금 사리사욕에 눈멀어, 한국축구 발전은 관심없고,
땅장사, 엉터리 자격증 홍명보 얼굴마담 내세우고...
그 홍명보는 축사국에 시간달라 더니.. 계속 비수만 꽂아되고...
ENOUGH IS ENOUGH!
WE MUST ACT!!!!
이제 더이상 기다릴수 없습니다.
진격으로 민심이 폭발되어야 합니다.
(****)
2017.12.20. 21:30 답글

(****)
2017.12.20. 21:31 답글

정몽규는 불법과 비리가 주업입니다!
(****) 작성자
2017.12.20. 21:39 답글

못된 망아지 엉덩이에 뿔이란 말이 옛날말이 아니네요.
사즉필생
2017.12.2(****)0. 21:42 답글

(****)
2017.12.20. 21:43 답글

삼성전자보다 돈잔치하는 곳이 비리축협입니다. 대한체육회의 두배에 육박합니다.
(****)
2017.12.20. 21:45 답글

사즉필생 재벌 2 세 축구사랑 씁쓸…“회장님 내려놓으시죠”

[스팟이슈]-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심판관리 부실 논란
잇단 심판매수 시끌시끌…경남 FC 이어 전북현대도 ‘K 리그 사상최악’ 악평
(****)
2017.12.20. 21:50 답글

기업윤리 부족 지적
일각에선 정몽규 회장의 안하무인식 경영 스타일을 지적한다. 현산이 2000 년 중반부터 기업 투명성 문제가 끊임
없이 제기됐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정 회장의 경우 BW 발행과 관련 비자금 의혹이 불거졌고, 공사의 부실시공 문제를 비롯해 뇌물사건까지 다행
하게 발생해 바라보는 시각이 따갑다. 경제전문가 A 씨는 “기업은 오너의 경영철학에 따라 투명기업으로도 바뀐
다. 그것이 소보자의 신뢰를 얻게 된다. 하지만 소비자의 신뢰를 상실한다면 언젠가는 망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 작성자
2017.12.20. 22:05 답글

만성적자인 현대중공업 자금을 사재쓰듯 배임.횡령 (Embezzlement)한 상왕노릇 정몽준이 만약 FIFA come back
꽁수부린다면 우리 국민이 막는다. 더러운 손을 가진자가 또다시 FIFA 에 들어가선 안된다!!!!!!
(****)
2017.12.20. 23:30 답글

정몽규는 축구팬들의 항의를 막고자 KFA 홈페이지에 있던, 팬 게시판을 없애 버렸다는
내용을 FIFA 제보글에 꼭 한줄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오늘밤 저도 개인적으로 FIFA 홈페이지에 KFA 를 현대 사유화 한점과 정몽규회사가 지금 공정위에 형사고소
당했다는 점과, 정몽준이 KFA 를 정치적으로 선수, 감독, 축구인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제보 할 것입니다.(아직도
KFA 에 사촌동생 앞세워 영향력 행사 하고 있다고~)
몇일뒤에는 축사국에서도 공식서한을 FIFA 에 FAX 및 우편으로 발송하고, 국민들 서명 받아서 정몽준, 정몽규가
FIFA 활동 부적합 인사라고 또 축사국 서한을 보내고, AFC 에도 심판매수 사건, 축협비리, 25 년간 현대일가 사유
화에 대해서 항의하고, 조사요청을 해서 러시아 월드컵 이전에 국제망신을 당하도록 해야 겠습니다.!!!
(****) 작성자
2017.12.21. 01:19 답글

BINGO!!!
네 우리가 축사국 태동시 계획했던 축사국 로드맵에 의거 5 단계 발진입니다.
(****)
2017.12.21. 00:32 답글

굿이네요!!!
(****)
2017.12.21. 01:19 답글



we support you, RFS. letz get rid of those morons.
(****) 작성자
2017.12.21. 05:14 답글

I am so grateful to you for having been our BIG PWLS FAN !!♡♡
(****)
2017.12.21. 01:21 답글

i express my gratitude.
(****) 작성자
2017.12.21. 05:15 답글

We love and appreciate your support!!!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원문보기http://cafe.naver.com/purplesniva/2962
[축사국카페] http://cafe.naver.com/purplesniva [축사국 홈피] http://www.pwl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