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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여년이상 HYUNDAI 정씨일가가 사유화하며 부패되어온 적폐세력 대한축구협회 (축협)!!!
그들의 불법.비리악행을, FIFA 와 AFC 에 [PWLS - 축사국] 이름으로 고발하였습니다.
[고발편지 및 보고서] - 총 46 페이지

(아래는 고발편지 내용 요약)
FIFA 윤리위원회 (조사실) 회장님 (Rojas Claudia)
제목: 적폐(부패) 집단 대한축구협회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모임 ("축사국") PWLS 는, 대한민국 축구팬들을 대표하는 모임중의
하나로서, 대한축구협회의 오래된 부패행위를 FIFA 에 고발합니다. 따라서, 이 편지는 FIFA
본부와, FIFA 내 독립적위치의 윤리위원회 에게 대한축구협회 (KFA)의 FIFA 규정및 윤리강령
(이하 "규정") 위반 과 악행, 그리고 20 여년이상 지속 되어온 뿌리깊은 부패에 대해 조사하여
줄것을 요청하는 서한입니다. KFA 의 악행으로, 대한민국 축구와 축구산업은 지금 절대절명의
큰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더우기, 이러한 KFA 의 악행은 궁극적으로 FIFA 의 Mission, 즉
청렴하고 투명한, 윤리적이고 Fair Play 를 추구하는, 또한 차별 방지와 인권을 보호하는 FIFA
의 Global 적 목표 달성에 커다란 해를 끼치게 될것입니다.
저희[축사국] 이 연구.조사한 바에 의하면, KFA 는 다음과 같은 규정위반과 침해 행위가
있습니다.
규정 2: FIFA 의 취지.목표 위반: 청렴성. 투명성, 윤리성 (여론조작.농단...)
규정 14-1(i) & 19-1: 협회운영의 독립성. 제 3 자 영향력 금지 (20 여년 이상 HYUNDAI 의
지배...검은 커넥션..일감 몰아주기)
규정 14-1(g): 협회내 멤버들에 대한 규정준수 관리.감독
규정 15 (a) (c): 정치적. 종교적 중립유지. 정치적 관여 배제 (신태용, 허정무....)
규정 15 (g): 공정한 판정, 약물방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정능력및 처벌관리 (매춘, 업무
배임.횡령..)

따라서, [축사국]의 이번 고발을 통해 KFA 의 부도덕적 부당.불법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FIFA
의 조사를 통해, KFA 의 오래된 악행과 심각한 부패를 밝힘으로서, 그에 따른 KFA 및
관련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저희 PWLS [축사국]은 FIFA 가 추구하는 세계축구의 Global 적 "청렴" "투명" "차별방지"
"인권보호"의 목표에 적극적 지지를 표명합니다.
추가 질문.필요사항 알려주십시오
[PWLS-축사국]
참조: FIFA 회장님 (Gianni Infantino), AFC 회장님 (Salman Bin Ibrahim Al-Khalifa)
첨부: 보고서 (44 페이지)
===============================================
[수신처]
1. FIFA 회장: Gianni Infantino
2. FIFA's Independent Ethics Committee (Investigatory Chamber): Rojas Maria Claudia
(윤리위원회 /조사위원회 회장)
3. Asian Football Confederation (AFC) 회장: Salman Bin Ibrahim Al-Khalifa

[축사국]의 열망을 안고 [보고서]가 FIFA 와 AFC 로 떠났습니다.

[축사국]은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계속 전진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