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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i/moments/944839695116177408 
 
https://twitter.com/pwlsNEWS 
 
(아래는 트윗터 고발내용) 
======================================================== 
In the very near future, We The People Who Loves Soccer in South Korea ("PWLS") expects to submit its official 
report to FIFA in reference to Korea Football Association (KFA)'s malfeasance not in compliance with FIFA's 
Objectives regulated in the FIFA STATUTES (in force as of 27 April 2016) 
 

가까운 시일내, 한국의 축사국 (PWLS) 이 대한축구협회 (KFA) 의 FIFA 규정위반에 대해 정식보고

서를 FIFA 에제출할 예정입니다. 
  
  

  
  
Violation of FIFA STATUTES art. 2  OBJECTIVES: promoting integrity, ethics and fair play 
to prevent corruption and match manipulation,discrimination FIFA 조항 2 
(FIFA 의 목적)청렴,윤리적 페어플레이, 부패,승부조작,차별방지의 의무 위반함 
  

In October, 2017, NAVER, as the largest Korea based web portal news service, has announced 
to admit and apologize for its wrongdoing that NAVER had aided on multiple occasions KFA 
and Korea Professional Football Federation (KPFF) as per their requests for hiding and re-
editing all unfavorable articles to them in the NAVER’s main news section so that the readers 
could not see those articles properly. PWLS and many fans believe these activities have not yet 
been corrected and disciplined properly.  
한국내 가장 큰 포털뉴스서비스 업체인 NAVER 는지난 10 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였다.내용

은 NAVER 가 대한축협과 프로연맹의청탁으로 여러번에 걸쳐,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들을 메인

게시판에서 안보이게 하여 독자들의 눈에 띄지않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NAVER 는 이를 도왔다는

것이다. 이 행위는 아직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있다 
  
  

  
  
Violation of FIFA STATUTES art. 14 par.(i) and art. 19 par. 1-  Each member association 
shall manages its affairs independently and without undue influence from third 
parties. FIFA 조항 14-i 와 19-
1 각 축협은 제 3 자의 부당한 압력없이 독립적으로 축협을 운영하여야 하는데 그 의무를 위반함 
  
CHUNG Mong Gyu, Chairman of KFA and a newly elected Member of FIFA Council since May 
2017 (also Chairman of Hyundai Development Company), has re-signed the contract with FCN 
that has been the exclusive marketing agency for KFA for 18 years. In June, 2017, The Korean 
Daily Sports pin-pointed HYUNDAI as the THIRD-PARTY INFLUENCE between KFA and FCN 
to address that FCN was founded by the Hyundai marketing firm’s ex-employees who have 
been under control of CHAE Soo Sam for 18years, a registered officer of FCN and a former vice 
president of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Quite a few current (and former) Hyundai 
employees work (have worked) in KFA and KPFF.   
대한축구협회 회장, 정몽규는 2017 년 5 월부 FIFA 평의회 의원이 되었고, 현재 현대산업개발 회
장이기도하다. 정몽규는 18 년간 KFA 의 마켓팅을 독점하고있는 FCN 과 재계약을 하였다. 
2017 년 6 월 일간스포츠가 KFA 와 FCN 의 컨넥션에 제 3 자인 현대가 있음을 밝혀냈다.FCN 은 



현대의 마켓팅회사 출신의 사람들이 만든회사인데, 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록된 채수삼이라는 사람이 통제하고있었고,그는 전직 현대건설 부사장출신

이다.현재도 많은 현대직원 또는 현대출신들이 축협과 프로연맹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한적이 있
다.  
  
  
  
Violation of FIFA STATUTES art. 14 par. (d),art. 15 par.(a)(c) ? to be neutral in matters of 
politics.. FIFA 조항 14 (d) 와 15 (a)(c) -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의무 위반함. 
  

Evidence shows that many of KFA’s own members have participated in past political campaigns 
to support a particular party and/or politician. Among others, SIN TAE YONG (present Korean 
National Adult Team coach) has performed these activities as the Korean National Olympic 
Team Coach. HUR JUNG MOO has done same activities as one of the KFA own members as 
well. 확보한 증거에 의하면, 축협에 소속된 사람들이 어느 특정정당과 특정정치인을 지지하는 선
거운동에 참여한적이 많았다. 그중 하나에 현재의 한국 국대감독인 신태용이 올림픽대표감독 시
절 선거지원 활동을 했고,또 다른 사람 허정무도 같은 정치적 행동을 하였다. 
  
  

  
  
  
Violation of FIFA STATUTES art. 15 art. Par.(g) - primary responsibility to regulate 
matters …. the imposition of disciplinary measures, including for ethical 
misconduct.. FIFA 조항 15 (g) - 불법 비리등에대한자정의 의무를 위반함 
  
In February, 2012, CHO JOONG YUN, a former Chairman of KFA admitted that there had been 
a unjust transaction with its fired accounting staff who had embezzled $24,000, in order for KFA 
to not prosecute him. Instead, KFA had paid to him $140,000 in exchange for his commitment to 
not divulge all of KFA’s malpractice to the public. In September 2017,14 of the KFA’s former 
and present members including CHO JOONG YUN have been prosecuted for their malpractice 
and embezzlement.  In November,2017 KFA did not enforce any disciplinary action against a 
U-23 Korean National Team coach’s dereliction of duty, who had once been a coach as well for 
both the male and female Korean youth teams and reportedly has been addicted to buying 
prostitutes even during the multiple team’s training 
period. 2012 년 2 월 전 KFA 조중연 회장은 업무배임.횡령(2500 만원)으로해직된 전 재정부문 
직원과 형사처벌을 하지않겠다는 합의를 했다고 

인정했다. 그 합의조건엔 그직원이 KFA 의비리를 발설하지 않는조건으로 KFA 가 대신 1 억 5 천

만원을 준 합의였었다. 
2017 년 9 월에는 전 조중연 협회장을포함 14 명의 전.현직 축협임직원이 업무상 배임협의로 

불구속되었다. 2017 년 11 월에는, U-
23 국대 코치 (전에는남.녀유스팀 코치도함) 가 훈련중 근무지를 이탈하며,상습적 성매매를 하였

는데, KFA 는 이를 징벌하지 아니하고,무마해 내보냄  
  
  
  
Violation of FIFA Regulations on the Status and transfer of 
Players 선수이적에 관한규정을 위반함 
   



KFA’s wrongdoing in the realm of International Transfer Certificate (ITC) 
matters.  국제이적규정에대한 위반함        
  
  

 
FIFA’s immediate attention to KFA’s malfeasance is needed. Hope Independent Ethics 
Committee needs to investigate and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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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A 의 FIFA 규정 위반에 대해 FIFA 에서 즉각적 관심이필요함. FIFA 27 FCE 
규정에서와  같이 FIFA 윤리위원회에서 조사및 징계 필요함. 
FIFA 의 명예와 평판, 이미지를 해하는 행동에대한 잘못한 개인에대해 조사와 처벌필요함. 
  
  

  
  
(추신) 
  

FIFA 국제간 이적규정(12 세- 
23 세)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축협과 연맹/구단에서 FIFA 에 저촉되는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
습니다. 따로 보고해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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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4. 20:28 답글 

RFS 님 노고의 감사드립니다 ~~^^성탄연휴 편안한 연휴보네시고~축복이 함께하길ㆍㆍ 기원합니다~~^^ 
 

 

 

(****) 

 

2017.12.24. 21:14 답글 

감사드립니다. ㅋ 
 

 

 

(****) 

 

2017.12.24. 21:16 답글 

난세에 영웅난다는 말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를 증명하여 주신 선봉장님께~  

무궁한 영광을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 RFS 작성자 

2017.12.24. 21:18 답글 



제가 수정하다 지워졌네... 

다시 카피해서 올릴께요..쏘리 
 

 

 

(****) 

2017.12.24. 21:21 답글 

그래서 짤렸군요`^^ 
 

 

 

(****)작성자 

2017.12.25. 00:17 답글 

글 정렬하다, 붙히기 해야 하는데 삭제하고 수정완료 해서 짤렸었음. 급하게 다시함.ㅎㅎ 
 

 

 

(****) 

 

2017.12.24. 21:34 답글 

축사국 덕분에 그래도 살 맛 납니다! 
 

 

 

(****) 

2017.12.24. 23:45 답글 

귀하신 시간 할애하시면서 놀라운성과에 대단할 따름입니다!! 언제나 한배에서 같이 응원합니다 축사국파이팅!!!! 

 

 

 

 

(****) 

 

2017.12.25. 00:15 답글 

축사국 파이팅 입니다! 
 

 

 

(****)작성자 

2017.12.25. 00:26 답글 

네 계속 성원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2017.12.25. 10:49 답글 

RFS 큰일을 하셨네요.. 대단하십니다.. 
 

 

 

(****) 

 

2017.12.25. 00:02 답글 

축사국 지지합니다. 
 

 



 

(****) 

2017.12.25. 00:13 답글 

애 쓰셨습니다. 과연 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네요 
 

 

 

(****)작성자 

2017.12.25. 00:42 답글 

일차 트윗 고발내용 서두에 있지만, 

근간에 최종 종합 리포트로 모든 FACTS 와 의심부문 사항들 포함해서 갑니다.  

또한 각각의 사항들은 FIFA 규정.내규.사항에 의거 위법여부를 결정해서 포함될것입니다. 

 

FIFA 에서도 계속 강조하는게, 

Integrity (청렴,투명성) - 부패/승부조작 방지 

Ethics (윤리) 

Non-Discrimination (어떠한이유로도 차별금지 - 축협은 차별이 너무 명확합니다. "고대라인" 이 젤쌔고, 연대라

인 호시탐탐, 그다음 은 지연...낙하산 투성이.... 해외나간다고 선수망할때까지 차별.. 차별은 널렸습니다. 학원축

구,클럽유스축구에서도 특별비 낸 애들만 따로 기술가르쳐 주고(별기술도 없지만..독학이 더 신기술 배울수 있죠), 

돈 없으면 그시간 합숙소에서 무료하게 있어야 한데요..나참.. 

이런것 FIFA 규정에 당장걸리는 사항이고, 그런것 관리안하는 축협은 징계 먹게 되있습니다... 

 

이것말고도 고발할게 너무 많아요.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 

2017.12.25. 00:24 답글 

화이팅입니다. 
 

 

 

(****)작성자 

2017.12.25. 00:44 답글 

네. 모두 같이 화이팅 입니다^^ 
 

 

 

(****) 

 

2017.12.25. 10:46 답글 

최고 이십니다. 늘 응원합니다^^ 
 

 

 

(****)작성자 

2017.12.25. 11:01 답글 

격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원동력입니다. 
 

 

 

(****) 

2017.12.25. 16:07 답글 

미리 새해 선물을 받는 기분이 들어요 ㅎ 

우린 멈추지 않는다~!!!  

축협아 가만히 있으면 우린 멈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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