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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시사매거진 2580 에 EMAIL 로 [축사국]이 대한축구협회 의 불법.비리와 FIFA 규정상의
위법사항을 FIFA 와 AFC 에 고발하고 있음을 알려주었고, 축협의 불법.비리를 고발하였습니다.

(아래는 이멜 내용입니다)
============================================

sunbongjang . <sunbongjang@pwlsnews.com>
To sisa2580@imbc.com

[축사국 제보] - 한국축구 말아먹은 썩은 고인물 "대한축구협회" 의 불법.비리 고발합니다
시사매거진 2580 제작 담당 PD 님께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모임 [축사국] 에서는, 이 email 을 통하여, 20 여년간 현대 정씨 집안이 장기집권
사유화 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및 사익만을 추구함에 따라, 결국 오늘날의 병든 한국축구, 사망 선고된
한국축구를 초래케한 적폐무리 "대한축구협회" 의 불법.비리를 고발합니다.
이미 주지하고 계시겠지만, 지난 10 월 14 일 부터 시작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의 "대한축구협회의
부당행위 와 협회내부사정 제보요청건 은 결국 외부압력 (현대)에 "그알"이 무릎꿇음 으로 방송 불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저희 [축사국]에서는 "MBC 시사매거진 2580" 에 직접 제보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래의 정보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축사국] 이 대한축구협회 (KFA) 의 불법.비리 와 FIFA 규정상 의 모든 위반사항을 FIFA 와 AFC 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부패한 대한축구협회의 위법행위 종합보고서"를 FIFA
조사위원회 & FIFA 윤리위원회 에 조만간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pwlsNEWS on Twitter (FIFA.com 에 고발)
pwlsNEWS on Twitter (FIFA Media 에 고발)
pwlsNEWS on Twitter (FIFA WorldCup 에 고발)
pwlsNEWS on Twitter (AFC 에 고발)
pwlsNEWS on Twitter (MBCnews 에 고발)
Report to FIFA (축사국 뉴스 - pwlsNEWS.com 의 FIFA 고발관련 홈피참고해 주세요)

축사국 뉴스 - pwlsNES.com 에 "대한축구협회 비리" 참고해 주세요.
 KFA Scandals (축협비리 시리즈)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며 질문사항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진정한 참 언론.방송으로 발전해 가시는 MBC 에 감사드립니다.
====================================

(추신)
아래에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회원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일단 축협비리에 대한 그동안의 자료는 제가 위에 이멜에 링크 걸어 보냈습니다 (KFA-FCN 츄착 커낵션
포함 - http://pwlsnews.com/pwlsnews_003.htm). 따라서 회원여러분 께서는 각자의 이멜로
(1) 축협불법비리 밝혀달라는 개괄적인 내용으로 보내시거나, 또는

(2) http://pwlsnews.com/pwlsnews_003.htm (축사국 비리 시리즈 홈피) 링크와 함께 각자의 추가
Comment 로 보내시거나, 또는

(3) 각자가 보관하고 계신 추가 정보를 더하여 고발을 하시면 됩니다.
시사매거진 2580 이멜 => sisa2580@imb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