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SOURCE (자료): [축사국 카페]
http://cafe.naver.com/purplesniva/2978

[RFS 보고] - FIFA 고발로 정몽규 와 축협 OUT 된다 게임 끝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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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8
[축사국카페] http://cafe.naver.com/purplesniva [축사국 홈피] http://www.pwls.or.kr

[RFS 보고] - FIFA 고발로 정몽규 와 축협 OUT 된다 게임 끝났네!!
기사입력 2017.12.22 (17;30 분) RFS

FIFA 에 고발하면 정몽규 와 축협은 끝이다!!!
(1) FIFA Congress (총회) - Ordinary (정기총회 년 1 회) 와 Extra-ordinary (특별총회 년 1 회 가능).
전체 FIFA 회원국 (211) 참가 가능. 상정된 안건 1 표씩 행사. -- 한국대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2) FIFA Council (평의회) - 예전 FIFA Executive Committee (집행위원회)가 FIFA 평의회로 확대
전환 되었고, FIFA Congress (총회) 까지의 공백기간동안에 모든 상정안을 결정한다. 총 37 인
위원(FIFA 회장 1 인+사무총장 1 인+수석부회장 대륙축구연맹 부회장 6 인+위원 29 인)으로
구성된다 - 한국은 2017 년 5 월 아시아 위원수 3 인증가 혜택에 따라 정몽규 가 재수끝에 무투표
당선됨.
"정몽규 FIFA 평의회 입성… 한국축구 영향력 커진다" 라는 어느 기사제목 바꿔야 함 ==> 한국의
나라망신이다

FIFA STATUTES (FIFA 내규.규정)
조항 14. Member associations’ obligations (FIFA 회원 = 각국의 축구협회의 의무사항)
1. Member associations have the following obligations: (다음의 의무가 있다)
a) to comply fully with the Statutes, regulations, directives and decisions of FIFA bodies at any time as
well as the decisions of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passed on appeal on the basis of art. 57
par. 1 of the FIFA Statutes; FIFA 가 정한 모든 결정과 내규.규정 (청렴, 차별금지, 부패방지,
약물금지, 승부조작 금지 등등) 을 항상 준수하고 국제스포츠중재소 (CAS) 의 결정사항도 반드시
준수한다.
현대축협 청렴,차별,부패???? 법인카드로 향락.유흥, 김호곤 고발당함, 증거인멸, 해고직원
1 억 5 천만원 주며 입막기, 성매매 코치에 남녀 유소년 맡기고/얼렁뚱땅 사표처리, 네이버게시판
조작 청탁, 스포츠 언론농단 현대광고주 갑질, 불법댓글부대여론조작, 승부조작.심판매수 끈임없이
거론되고 있고 .... (증거 널리고 널렸다).

b) to take part in competitions organised by FIFA; FIFA 주관대회에 참가한다
c) to pay their membership subscriptions; FIFA 분담금 납부
d) to cause their own members to comply with the Statutes, regulations, directives and decisions of FIFA
bodies; 상기의 FIFA 결정사항, 내규.규정 에 대하여 축협내 모든 조직원들이 준수케한다
정치활동, 신태용, 허정무... (증거 널리고 널렸다)
e) to convene its supreme and legislative body at regular intervals, at least every two years; 최소 2 년에
한번씩 최고 집행부회의를 주최한다
f) to ratify statutes that ar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FIFA Standard Statutes; FIFA
표준규정에 부합하는 자체 내규.규정을 인준한다.
g) to create a referees committee that is directly subordinate to the member association; 축협 관할의
심판위원회 운영한다.
h) to respect the Laws of the Game; FIFA 의 경기규칙을 준수한다.
i) to manage their affairs independently and ensure that their own affairs are not influenced by any third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 19 of these Statutes; 축협을 독립운영하고 , 특히 FIFA 규정 19 조에
의거 축협내 모든 업무를 어떠한 제 3 자의 영향권없이 운영할것을 확실히 한다.
제 3 자 => 현대.... 정몽준..... KTA-FCN (현대)....일감몰아주기... (증거 널리고 널렸다)
j) to comply fully with all other duties arising from these Statutes and other regulations. 기타의 모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2.Violation of the above-mentioned obligations by any member association may lead to sanctions
provided for in these Statutes. 상기의 조항을 어길시, FIFA 규정에 의거 징계(sanction)를 받을수
있다
3.Violations of par.1 (i) may also lead to sanctions, even if the third-party influence was not the
fault of the member association concerned. Each member association is responsible towards FIFA
for any and all acts of the members of their bodies caused by the gross negligence or wilful
misconduct of such members. 상기조항 1 - i) "제 3 자에 독립적.." 에대한 위반시, 또한 제 3 자의
제재가 축협의 범법행위에 따른 것이 아닐지라도, FIFA 는 징계를 내릴수 있다. 축협은 축협내
조직원들의 중과실 또는 고의적 악행으로 발생한 조직원의 모든행위에 대해 FIFA 에 대해
책임진다.
제 3 자 => 현대.... 정몽준..... KTA-FCN (현대)....일감몰아주기.... 성매매 코치를 남.여 유소년 팀
지도자로...자격심사도 안함...그리곤 언론축소 왜곡보도.. (증거 널리고 널렸다)
조항 15. Member associations’ statutes (각국 축협 내규.규정)
Member associations’ statutes must comply with the principles of good governance, and shall in
particular contain, at a minimum, provisions relating to the following matters: 각 축협의
내규.규정은 선의적 관리원칙에 부합하여야 하고, 특별히 다음의 원칙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a) to be neutral in matters of politics and religion; 정치부문 과 종교부문에 중립을 지킨다
정치활동, 신태용, 허정무... (증거 널리고 널렸다)
b) to prohibi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어떠한 형태로도의 차별을 금지한다.
학연,지연,돈봉투.....속성국대지도자 코스혜택 (홍명보 --4.5 년 코스 => 10 개월 완성)... (증거
널리고 널렸다)
c) to be independent and avoid any form of political interference; 독립성을 유지하고 어떠한
형태로도의 정치적 간섭을 받아선 안된다.
제 3 자 => 현대.... 정몽준..... KTA-FCN (현대)....일감몰아주기.... (증거 널리고 널렸다)
d) to ensure that judicial bodies are independent (separation of powers); 축협내 사정기관의 독립적유지
e) all relevant stakeholders must agree to respect the Laws of the Game, the principles of loyalty,
integrity, sportsmanship and fair play as well as the Statutes, regulations and decisions of FIFA and of the
respective confederation; 모든 축협 이해관계자(주주와 같은)는 FIFA 와 AFC 내규.규정과
결정사항을 포함한 준법정신,청렴,스포츠맨심과 페어플레이 정신, 그리고 모든 경기규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승부조작, 심판매수,..시민구단 갈구기.. 전북현대 VS 대전 FC 2 골 무효처리 심판매수
승부조작....(증거 널리고 널렸다).
f) all relevant stakeholders must agree to recognise the jurisdiction and authority of CAS and give priority
to arbitration as a means of dispute resolution; 모든 축협 이해관계자(주주와 같은)는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스포츠중재소 (CAS) 의 결정과 권위를 존중하여야 한다.
g) that the member association has the primary responsibility to regulate matters relating to refereeing,
the fight against doping, the registration of players, club licensing, the imposition of disciplinary
measures, including for ethical misconduct, and measures required to protect the integrity
of competitions; 축협은 판정관련, 도핑논쟁,선수등록,클럽라이센스, 징계수위 (비윤리 행위, 청렴한
경기운영 등) 에 대한 관리.제재등에 책임을 갖는다.
현대축협 청렴,차별,부패???? 법인카드로 향락.유흥, 김호곤 고발당함, 증거인멸, 해고직원
1 억 5 천만원 주며 입막기, 성매매 코치에 남녀 유소년 맡기고/얼렁뚱땅 사표처리, 네이버게시판
조작 청탁...스포츠 언론농단 현대광고주 갑질, 불법댓글부대여론조작, 승부조작.심판매수 끈임없이
거론되고 있고 .... (증거 널리고 널렸다).
h) definition of the competences of the decision-making bodies; 의사결정 기구의 역량.권한 정의
i) to avoid conflicts of interests in decision-making;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관련 여부
j) legislative bodies must be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aking into account the importance of gender equality in football; and 의사결정기구의 민주적
공정성 유지
민주적 공정성?? 김호곤 6 개증거 쌩까기.... (증거 널리고 널렸다).
k) yearly independent audits of accounts. 매년 재정.회계감사.
불법댓글부대...알바들..무슨돈으로?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공개하라!! (증거 널리고 널렸다).

조항 16 Suspension (업무.권한.자격 정지)
1.The Congress may suspend a member association solely at the request of the Council.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the Council may, without a vote of the Congress, temporarily
suspend with immediate effect a member association that seriously violates its obligations. A
suspension approved by the Council shall be in effect until the next Congress, unless the Council
has revoked such suspension prior to such Congress. FIFA 총회는 FIFA 평의회의 요청에 의거
해당국가 축협을 업무정지 시킬수 있다. 또한 앞선 내용과 관계없이, FIFA 평의회 자체적으로,
FIFA 총회의 투표없이 (FIFA 규정에 요구되는) 책임의무를 심각히 위반한 해당축협을 잠정적으로
(또한 즉각적으로) 업무정지를 시킬수 있다. 이경우, 평의회의 잠정 업무정지 결정은 평의회가
자체적으로 취소/복권결정을 하지 않는한, 차기 FIFA 총회까지 유효하게 된다.
정몽규 (FIFA 평의회 위원) 도 참석해야 하네. 정몽규 자기가 본인과 축협을 면허정지 시켜야
되네.... (증거 널리고 널렸다).
2.A suspension of a member association by the Congress requires a three-quarter (3/4) majority of
the member associations present and eligible to vote. A suspension of a member association by the
Congress or the Council shall be confirmed at the next Congress by a three-quarter majority of the
member associations present and eligible to vote. If it is not confirmed, such suspension shall be
automatically lifted. FIFA 총회에서 투표권 가진 참석 회원국 3/4 이상의 찬성으로 업무정지 된다.
FIFA 총회 나 FIFA 평의회에서 상정한 해당국가 업무정지는 차기총회에서 참석 투표권자
회원국들의 3/4 찬성으로 최종 컨펌된다. 부결시에는 해당축협에 대해 정지(suspension) 를 즉각
풀어주게 된다.
3.A suspended member association may not exercise any of its membership rights. Other member
associations may not entertain sporting contact with a suspended member association. The
Disciplinary Committee may impose further sanctions.업무정지가 된 해당축협은 모든 회원국
권리를 박탈당한다. 다른 회원국들도 업무정지된 축협과 스포츠 교류활동이 중단된다,업무정지와
더불어 FIFA 징계위원회에서도 추가징계를 내릴수 있다.
4.Member associations which do not participate in at least two of all FIFA competitions over a
period of four consecutive years shall be suspended from voting at the Congress until they
have fulfilled their obligations in this respect. 향후 연속된 4 년간 FIFA 주최 대회를 최소 2 번이상
불참하게 되는 축협은 FIFA 의 요구사항이 충족될때까지 총회에서의 투표권이 상실된다.

조항 17 Expulsion (축출)
1.The Congress may expel a member association only at the request of the Council if: FIFA
총회에서는 FIFA 평의회의 요청에 의거 다음의 행위를 한 축협을 축출할수 있다.
a) it fails to fulfil its financial obligations towards FIFA; or FIFA 에 대한 분담금 미납부
b) it seriously violates the Statutes, regulations or decisions of FIFA; or FIFA 의 내규,규정, 결정사항을
심각히 위반한 경우

c) it loses the status of an association representing association football in its country. 해당국가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2.The presence of an absolute majority (more than 50%) of the member associations eligible to vote
at the Congress is necessary for an expulsion of a member association to be valid, and the motion
for expulsion must be adopted by a three-quarter (3/4) majority of the valid votes cast. 축출을
위해선 전체 회원국의 과반수 참석필요. 항소하기 위해선 3/4 찬성필요 함.

조항 19 Independence of member associations and their bodies (축협의 독립성)
1.Each member association shall manage its affairs independently and
without undue influence from third parties. 각 축협은 제 3 자의 부당 압력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3 자 => 현대.... 정몽준..... KTA-FCN (현대)....일감몰아주기.... (증거 널리고 널렸다)
2.A member association’s bodies shall be either elected or appointed in that association. A member
association’s statutes shall provide for a democratic procedure that guarantees the complete
independence of the election or appointment.축협의 운영본부는 축협내에서 투표나 지명으로
될수있다.
3.Any member association’s bodies that have not been elected or appointed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 2, even on an interim basis, shall not be recognised by FIFA. 상기 2 항에
부합하지 않은 축협 운영본부는 FIFA 에 인정받지 못한다.
4.Decisions passed by bodies that have not been elected or appointed in compliance with par. 2 shall
not be recognised by FIFA.상기 2 항에 부합하지 않은 축협 운영본부에 의한 의사 결정은 FIFA 에
인정받지 못한다.

조항 20 Status of clubs, leagues and other groups of clubs (클럽축구, 리그)
1.Clubs, leagues or any other groups affiliated to a member association shall be subordinate to and
recognised by that member association. The member association’s statutes shall define the scope of
authority and the rights and duties of these groups. The statutes and regulations of these groups
shall be approved by the member association. 축협에 연합하는 클럽, 리그 는 축협에 종속관계이며
축협에 의해서 인정된다. 축협의 내규.규정에는 그 종속 클럽축구 나 리그축구에 대한 권한,
책임사항등이 정의 되어져 있어야 한다.
축협은 K 리그 발전 상관안함....프로연맹 한짓은 자동으로 축협이 한짓이 되네..네이버 게시글
청탁.. (증거 널리고 널렸다)
마지막으로 아래는 정몽규 FIFA 평의회 의원 당선 인터뷰:
정몽규 회장은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재도전 끝에 당선돼 무척 기쁘다. 성원과 관심을 보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국제무대에서 한국 축구의 영향력과 외교력을 높이는 데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아시아 축구의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피파에서 앞장서 목소리를 내겠다”(그래 조사 잘받고 오시게
ㅎㅎㅎㅎㅎ) 고 말했다. 정 회장은 3 명을 뽑는 평의회 위원 선거에 3 명이 출마하면서 무투표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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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에 제기를 하면, 축협이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1~2 년 걸리더라도 일단 알박기 해야 겠습니다.
조사들어가면 무혐의는 없으니까요~~
정씨일가가 이제는 피파 기웃거리지 못하도록 일침을 가 해야 됩니다.~~
(****) 작성자
2017.12.22. 17:48 답글

네 맞습니다.
축사국 대의중 그중 하나의 시작일 뿐입니다.
축사국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
2017.12.22. 19:02 답글

공감합니다~
조사관련업무하시는분들에게 정리만
잘해서 전달만 잘된다면야 길게 볼것도
없을거같네요
개인적으로도 다 각도로
노력중~
(****) 작성자
2017.12.22. 19:24 답글

Jun 님의 활약 고맙습니다.
생업유지만으로도 힘든 우리가 온갖 비아냥과 축구인들의 무관심 속에 그들의 자리를 되찾아 주려고 나섰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생업을 위해 뛰어야할 시간에 주위의 걱정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냥 참다운 세상..우리들의 지친삶을 달래주던 투혼의 태극전사.... 그들의 모습을 다시 보고픈 갈망으로 지쳐도
일어나고, 동지들 서로 부축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대했던 축구인들은 오히려 축협에 매수되어 지친 우리들에게 칼을 꽂았습니다.
너무 아펐습니다. 포기하고도 싶었습니다.
그래 너희들 축구인들..평생한 풀어주려 우리가 나섰는데.. 너희들 아픈가슴 우리가 풀어주려 했는데.. 그래 우리
도 우리갈길 간다.
까이꺼 그 개떡축구 지네들 끼리 잘해먹고 잘살아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축협은 제 평생에 보았던 썩은 무리중에 썩은 무리였고, 절대 한순간도 악마의 두려움으로 찾아오지 않았
습니다. 제가 보아온 악의 무리중 가장 치졸하고 꼬린 정말 인간쓰레기 좁쌀들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축구는 개축협도 아니요..한탄하며 술로지새는 비겁한 축구인들의 것도 아닌 오직 국민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찾아옵니다...대한민국 축구!!
축사국이 찾아옵니다.
개축협 듣거라! 국민 무시한 너희들의 죄!
하늘의 벼락보다 더 무서운 국민의 민심폭발로 우리가 우리의 축구주권 찾아올것이다.
너희들에겐 이제 국제적 망신만이 기다릴것이다!
정몽규 이놈!!
나이도 어린놈이 세상을 넘 쉽게 봤구나!
너의 오만함 축사국이 가르쳐준다!
(****)
2017.12.23. 09:56 답글

선봉장님의 이글은 참으로 장엄하십니다~!
정몽규의 간담이 서늘하겠습니다.
(****)
2017.12.23. 10:02 답글

선봉장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남아 일언 중천금입니다.
스스로의 말과 행동을 뒤엎은 자가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늘이 그런 자와 집단을 축복한 예는 없습니다.
(****)
2017.12.22. 19:01 답글

공감합니다~축구인들이 못하는 축협개혁 축사국이 할수 있습니다~~계속 두두리면 열리게 되있습니다~~RFS 님
힘내십시요~~화이팅입니다~~
(****) 작성자
2017.12.22. 20:36 답글

네 고맙슴다! 힘이 넘쳐나네요^^
(****)
2017.12.22. 19:08 답글

러시아 월드컵은 남의집 잔치라고 생각하고 참겟는데 축피아가(정씨) 물러 나지 않으면
한국 축구는 다음 월드컵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 질까 무섭습니다 이탈리아 처럼
(****) 작성자
2017.12.22. 19:39 답글

최소한 정몽규와 KFA.. FIFA 에서 쪽팔리고 개망신 당하는 모습은 보여드릴께요. 누가요? 축사국이요!!
그냥 EPL 보면 됩니다. 정몽규가 있는한 축구같지 않은 축구...
그런데 정몽규와 KFA 얼마 안남았습니다 ㅎㅎ
(****)
2017.12.22. 19:28 답글

정몽규는진심 제발 나갔으면함 축구에 1 도관심없으면서
무슨 회장이라고 보이는이미지만생각하는사람
(****) 작성자
2017.12.22. 19:38 답글

축사국이 어느분 축협회장으로 모셔올까요?
아니면 축협회장 공석
국민대행
이렇게 가도 될것같은데요^^
(****)
2017.12.22. 19:39 답글

차라리 저딴식으로할거면 국민대행이훨낫죠 깔끔하고 불만없고요
(****) 작성자
2017.12.22. 19:42 답글

빙고!!
국민대행 입니다^^
(****)
2017.12.22. 19:47 답글

역쉬 굿!!

(****)
2017.12.22. 20:01 답글

국민들이 나섰습니다.!!!

개념있고, 깨어 있는 축구인들이여~~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눈치보지 마시고 일어 나십시요!!!
뒤에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앞에도 국민들이 있습니다!!!
- 해외에서도 교민들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현대 정씨일가 축협적폐들 한주먹 거리도 아닙니다.!!!
부역자들을 축사국이 끌어내리 겠습니다.!!

(****) 작성자
2017.12.22. 20:17 답글

2002 년 태극전사 배은망덕 비겁한 놈들..
앞으로 모자 깊숙이 눌러쓰고 지내라. 썩을놈들..
한국민 정이라는 것 니들이 다 말아먹고..
비겁한 너희들 그냥 인간쓰레기야..
단
이천수 빼고!!!!!
(****)
2017.12.23. 09:49 답글

선봉장님~ 이천수도 포함해주세요.
축사국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지 입으로 약속한 일을 지키지 않더군요~!
(****) 작성자
2017.12.23. 10:24 답글

네 정말이요?
큰 기대는 안했지만, 결국은 입천수로 끝났단 이야기 인가요??
잘알겠습니다.
2002 년 국대멤버 전원 => 태극전사 휘장 박탈합니다. 그냥 비겁한 배은망덕 한국인 의리/정 말아먹은 양아치들로
선언합니다.
앞으로 해설/예능/오락.. 잘해먹고 살아라!
기대 종료!!!

(****) 작성자
2017.12.22. 20:05 답글

저는 사실 젤 불쌍한게 차범근 인것 같아요. 오만한 기회주의자???
평생 멀대처럼 살더니...
상황 파악 못하고..(원래 머리는 않좋음)
뒤늦게 나와...자기 평생 씹어된 허접무는 바짝 엎드려 있는데...차붐 차붐 해주니 똥오줌 못가리고 뒤늦게 뛰쳐나
와 허접무 먹을 욕을 지가 대신 쳐먹고 있으니....
(****)
2017.12.22. 20:08 답글

님의견공감합니다 한편으로는
보통 대기업 임원들 스카웃할때
이력서를 보면 그나이때 20 대 때 한창이었던
경력만으로 채용못합니다
특히차붐은 그뒤로 한량도 아니고
수십년동안 행보가 너무 뚜렷하지못하죠...
진보프레임할때 좀 앞서가는사람인줄
알았더니 다르게생각해보면
제일 나쁜사람일수도있는거같습니다
(****) 작성자
2017.12.22. 20:20 답글

네 동의합니다
평생 믿어온 친구한테 배신당한 겁니다
(****)
2017.12.22. 20:16 답글

RFS 님께서 죽어있는 대한민국 축구를 크게 이끌어 가시는겁니다.
대단하십니다.
(****) 작성자
2017.12.22. 20:24 답글

들이대 님 너무 너무 반가워요!!! 저도 FIFA 에 무조건 드리되겠습니다^^

(****)
2017.12.23. 09:49 답글

뿜빠님 너무 반갑습니다~!
자주 뵙고 싶습니다^^
(****)
2017.12.23. 10:10 답글

네~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
2017.12.22. 20:49 답글

RFS 님! 최고!!!
(****)
2017.12.23. 00:07 답글

차범근은 부인 오은미씨 때문에 더 망조된 케이스고요. 부인이 현명하지 못하고 남편등에 업고 오만방자한 행동한
결과죠. 아무튼 대단합니다. 축사국 든든합니다. 감동입니다.
정치적인 모임도 아니고 특정인물 자지하는 집단도 아니고 스포츠 협회를 개혁 하라 모인집단은 처음인것같고 기
실 하다가 힘들면 포기해도 그민인것을 적폐청산의 기치아래 정치인도 손못대는 철옹성 축협을 이렇게 끈질기게
파고들어 FIFA 제소까지 준비해서 하시다니 저는 존경스러울 뿐입니다. 이런 정성이면 천심이 통해서 우리가 바라
는 그날이 꼭 올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2017.12.23. 00:05 답글

안철수처럼 부인때문에 폭망케이스죠. ㅋㅋ
(****) 작성자
2017.12.23. 02:19 답글

딩크사랑님의 메세지를 읽으며 힘이나고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저희들의 떳떳함은 저희들이 생업을 가진 국민들이 분기탱천 진격한다는 것임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려요!
(****)
2017.12.23. 09:54 답글

딩크사랑님의 글을 읽고...
"암닭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조상님들의 지혜를 다시 생각해봅니다.
부인이 현명하지 못하고 남편을 등에 업은 오만방자함은
결국 이런 파국을 만들게 되는 군요~!
귀한 말씀 가슴에 새기어 더욱 전진하는 축사국이 되겠습니다!
(****)
2017.12.22. 21:11 답글

RFS 님의 노고에 머리가 숙여 집니다..
(****) 작성자

2017.12.23. 02:20 답글

고맙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
2017.12.23. 16:14 답글

항상 수고하시며 일하는 모습에 감동입니다. 늘 응원합니다.^^

[원문보기 http://cafe.naver.com/purplesniva/2978
[축사국카페] http://cafe.naver.com/purplesniva [축사국 홈피] http://www.pwl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