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SOURCE (자료): [축사국 카페]
http://cafe.naver.com/purplesniva/2966

[RFS 보고] - 정몽규 와 KFA - FIFA 와 윤리위원회에
축사국이 고발합니다

Legal Disclaimer: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is document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원문보기] http://cafe.naver.com/purplesniva/2966
[축사국카페] http://cafe.naver.com/purplesniva [축사국 홈피] http://www.pwls.or.kr

[RFS 보고] - 정몽규 와 KFA - FIFA 와 윤리위원회에
축사국이 고발합니다
기사입력 2017.12.21 (09:12 분) RFS

어제의 FIFA 에 고발 시리즈 http://cafe.naver.com/purplesniva/2962 에 이어서 알려드립니다.
FIFA 규정 중에 가슴에 와 닿는 말
(1) Integrity (청렴)
One of FIFA’s core pillars is to protect the integrity of the game. As mandated in its
Statutes, FIFA’s objectives include preventing any method, such as match
manipulation or corruption, that might jeopardise the integrity of matches,
competitions, players, officials or member associations or give rise to abuse of
association football.
FIFA 의 가장 큰 목적은 축구의 청렴하고 윤리적 페어플레이이다. 즉 부패, 약물, 승부조작 등과
같이 각종경기들, 선수들, 지도자와 협회멤버들의 청렴성을 해치거나, 축구의 본질을 벗어난
목적을 야기하는 모든 악행을 방지하기 위해 FIFA 가 존재한다.
(2) Human rights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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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은 개.돼지 가 아니다. 축협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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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축협아!!)

축사국은 FIFA 와 FIFA 내 독립기관 윤리위원회 (Independent Ethics Committee) 에도 정몽규
개인(FIFA 평의회 의원자격) 과 대한축구협회 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FC 에 고발도
병행합니다.

아래의 FIFA 윤리위원회 조사원칙 중 제 눈을 사로잡은 한 조사규정이 있습니다.
Investigates and judges the conduct of individuals bound by the code with performing their duties, and
even while not performing their duties in case of potentially serious damage to the integrity, image or
reputation of FIFA (art. 27 FCE)
FIFA 규정에의거 요구되는 의무.책무사항을 다하지 않은 개인 (정몽규) 을 조사/판결하며, 그 개인
(정몽규)의 행동이 FIFA 의 청렴성 과, FIFA 의 이미지를 심각히 해를 끼치는 경우
(일 안하기로 유명한, 자기 사리사욕 탐욕쟁이 정몽규가 직무유기 한 증거 와 현대축협의 일감
몰아주기 불법비리 증거는 널려있고, 정몽준.정몽규 그리고 현대 축협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은 FIFA 에 상당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된것은 또 하나의 FACT 입니다. -축사국이 국민서명
갑시다)

FIFA 의 명예를 더럽히는 정몽규 는 대한축구협회 는 물론 FIFA 에서도 축출되어야 한다.
=======================================================

정몽규, 재수 끝에 FIFA 평의회 위원에 당선(종합)
2017/05/08

2019 년까지 2 년 임기…FIFA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
북한 한은경 사퇴…여성 몫은 방글라데시 마푸자 선출

FIFA 평의회 위원에 당선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정몽규(55)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재수 끝에 국제축구연맹(FIFA)
평의회에 입성했다.그러나 여성 위원에 도전했던 한은경 북한축구협회 부회장은 투표 직전 사퇴해
남북의 FIFA 평의회 위원 동시 배출은 무산됐다.

정몽규 회장은 8 일 바레인 마나마의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총회에서 2 년
임기의 FIFA 평의회 위원으로 선출됐다.
정 회장은 남자 3 명을 뽑는 아시아 몫의 FIFA 평의회 위원 선거에 출마해 투표 없이 AFC 회원국
대표들의 박수를 받으며 평의회 위원이 됐다.
원래 4 명이 입후보해 투표가 예정됐지만, 쿠웨이트의 셰이크 아마드 알 사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회장이 최근 비리에 휘말리면서 출마를 철회해 무투표로 당선됐다.
정 회장은 지난 2015 년 FIFA 집행위원 선거 때 다시마 고조 일본축구협회장과 텡구 압둘라 말레이시아
축구협회장에 밀려 낙선했지만, 재수 끝에 마침내 꿈을 이뤘다.
FIFA 입성은 한국인으로는 지난 1994 년부터 2011 년까지 17 년간 FIFA 집행위원을 지낸 정몽준 전
축구협회 명예회장에 이어 6 년 만이다.
정 회장이 평의회에 입성해 FIFA 의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세계 축구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게 됐다.
그는 "재도전 끝에 당선돼 무척 기쁘다. 성원과 관심을 보내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면서 "국제무대에서 한국 축구의 영향력과 외교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아시아 축구의 발전 가능성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FIFA 에서 앞장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정 회장과 함께 장지안 중국축구협회 부회장, 마리아노 바라네타 필리핀축구협회장도 FIFA 평의회
위원으로 뽑혔다. FIFA 는 최고 의결기구였던 집행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 구성한 평의회 위원 수를
종전 25 명에서 37 명으로 12 명 확대하면서 아시아 몫이 4 명에서 7 명으로 늘면서 정 회장 등 3 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AFC 심판위원장으로도 활동하는 정 회장은 아울러 동아시아 몫으로 배당된 2 년 임기의 AFC
부회장으로 선출되는 겹경사를 누렸다.
여성 몫으로 할당된 한 명의 FIFA 평의회 위원에는 방글라데시의 마푸자 아크테르 키론이
당선됐다. 그러나 도전장을 던졌던 북한의 한은경 부회장은 선거 직전 사퇴했다.

[기사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sports/2017/05/08/1003000000AKR201705081443000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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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봉장님 이 글은 FIFA 고발 특별 게시판으로 보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돌격입니다~!
(****)

작성자

2017.12.21. 10:58 답글

네 감사합니다.
[국민본부]의 지원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 작성자
2017.12.21. 18:21 답글

홍명보 2 급지도자 에서 10 개월 만에 KFA 모든 일정 원칙 어겨가며 어거지 1 급지도자 자격자 만들어 성인국대 합류
한 부정비리도 반드시 고발해야 합니다
AFC 가 요구하는 클럽라이센스 시스템..현재의 상무.경찰청 포함한 엉터리 운영...
이거 다 정몽규. 축협의 눈가리고 아웅 아님니까!
그들의 목적은 월드컵 참가입니다 100 억 먹고 떨어지면 되요 매 4 년마다..
16 강? 8 강?? 4 강??? 원치 않아요 개축협은..
여기서 살림 더 커지면, 자기들 처신 불편해지고
나눠 먹어야 하니깐..
지금 1000 억원 미만 살림...혼자 해먹기 딱좋은 최고치....개축협이 사각지대로 해먹기 딱 알맞은 최고 허용치 예산입
니다.
이런 개축협이 한국축구 발전..월드컵 16 강 이상 진출 관심 있을까요?
대답은 Never..No way 입니다.
(****)
2017.12.21. 14:13 답글

적극 공감합니다~!
축협이란~ 거짓과 비리로 쌓은 모래성이 국민이란 바닷물로
순식간에 허물어짐을 축사국 회원님들은 목도하실 겁니다~
선봉장님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 작성자
2017.12.21. 15:52 답글

뜻이 있는곳에 길이 있습니다
생업에 지쳐도 세상을 바로세울수 있는길에 조그마한 자갈이 되는 심정으로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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