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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로 나가는 [축사국]
세상은 참 넓은것 같습니다.
하지만, CYBER 로 만나는 세상은 참으로 너무나 가깝네요.
25 년 아벨란제 독재에 이어,18 년간 해먹은 FIFA 적폐 "블래터" 와 그 수하무리들을, 단
"한방"으로 몰아내며, FIFA 쇄신/개혁에 Drive 를 걸어준, 고마운 미국 FBI !!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미국 FBI 에도 트윗 시작했습니다. We The People Who Loves
Soccer ("PWLS") ("pwlsNEWS.com") 기억해 달라 했습니다. FBI 는 FIFA 의 2018 RUSSIA
/ 2022 QATAR 개최지 선정의혹에 대한 커넥션 수사도 계속 진행중입니다.

** [FBI]

https://twitter.com/pwlsNEWS/status/948273063656869888

** The New York Times 에도 트윗했습니다 https://twitter.com/pwlsNEWS/status/948274481633652737
** BBC Sport 에도 트윗했습니다 https://twitter.com/pwlsNEWS/status/948273752458047488

2015 년 FBI 의 스위스 취리히 5 성 호텔 습격사건으로 체포된 적폐무리들 중 23 명은 이미 미국
법정에서 "유죄인정 (Guilty Plea) 하였고, 지난달 12 월에는 "남미 3 인방" Manuel Burga
(페루), Jose Maria Marin (브라질), Juan Angel Napout (파라과이) 에 대한 미국연방법원
배심원 재판에서, 브라질 Marin 과 파라과이 Napout 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었습니다.
FIFA 는 미 연방법원 배심원 판결에 FIFA 성명을 통해 적극 지지를 표했습니다. "이들
적폐무리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남용하여, 세계축구를 자신들의 사리사욕으로 부패시켰다" "FIFA
는 가능한 모든 절차와 방법으로, 유죄로 인정된 모든 적폐무리들로 부터 그들로 인해 잃은 모든
손실을 청구 보상받고 명예와 지위를 되찾겠다."
“FIFA strongly supports and encourages the U.S. authorities’ efforts to hold accountable
those individuals who abused their positions and corrupted international football for their
own personal benefit,” the statement said. “As the jury has found a number of defendants
guilty of the charged crimes, FIFA will now take all necessary steps to seek restitution and
recover any losses caused by their misconduct.”
이 부분 읽다보니, 한국의 개축협이 정확히 오버랩 되네요. "자신들의 지위를 남용하여,
한국축구를 자신들의 사리사욕으로 부패시켰다."

[원문보기] https://www.nytimes.com/2017/12/22/sports/soccer/fifa-trial.html?smid=tw-share

"정의" 는 참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재차 언급드리지만, 미국은 참 무섭기도 하고 고마운 나라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보여주기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미국을 지키는 힘이고, 세상의 대혼란을 막아주는
정의의 힘입니다.
블래터 떨어져 나간후, 감히 피파 회장을 노렸던, 정몽준 이 한말 생각납니다. 자신은 재산이
많기 때문에 (3.6 조원) 돈에 대한 욕심이없고 돈에 휘둘리지 않는다 라는 식의 발언을 했고,
또한 제 자신을 포함한 많은 네티즌들도 그말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완전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현대 정씨가족이 대한축구협회를 사유화 하며, 한국축구 발전을 위해 낸
기부금/찬조금은 "빵원" 입니다"
와!!!! 3.6 조원 정몽준은 지 돈 아까워 "현대중공업 금고"에서 횡령하고, 정몽규는 2013 년
회장취임후 자기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현대산업개발" 에 공사 발주하고, 청구서 보낸
인간입니다.
정몽준의 FIFA 재진입 ?
정몽규의 2030 년 한.중,일 월컵공동개최 ??
너희들, 눈에 불밝히고 부패척결 해나가는 [축사국] [쇄신된 FIFA] 와 [미 FBI] 감당할수
있겠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