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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규정 조항 14-(I) 와 19-(1), 회원국 각 나라 축협의 독립적 (Independently) 운영 및 제 3 자의
영향력.개입 금지(Third Party Influence) 에 대해 보고 합니다.
위에 언급된 2 가지 조항에 대한 현대 축협의 위법상항을 먼저번 보고서에서 설명드렸고, 또한
[축사국]이 FIFA 와 AFC 에 트윗으로 일차 고발을 한것을 알려드렸었습니다.
" 지난 시간들 한번 되새겨 볼까요? 그동안 우리가 네이버 댓글활동 중, 축협비리 파헤치고
비리자들 처벌해 달라 (김호곤 등) 그런 댓글을 달았을때, 축협 불법댓글부대 알바들이 떠들던
이야기, 또한 국정감사에서 안민석의원이 문체부에 "축협 특별감사 해달라" 했을때, 기레기와
당사자인 축협 관게자들 까지 떠들던말 ....... 무엇입니까? 바로 "비리자 소환.수사해서 구속
하던지, 아니면 문체부가 특별감사 하면, 제 3 자 개입을 금지하는 FIFA 로 부터 경고 제재를
받게되고, 월드컵 출전권 박탈 당한다" 이런 엉터리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FIFA 회원국 각 국가의 자연법.실정법에 의거 그 나라의 축협과
축협회장을 포함한 축협조직내 멤버들의 어떠한 불법.비리 등의 위법사항에 대한 사법권
집행및 국회법에 의한 국정감사 실시및 처벌은, FIFA 규정 조항 14-(I) 와 19-(1) 에 언급된 제 3 자의
영향력 (THIRD PARTY INFLUENCE) 에 절대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FIFA
STATUTES 규정집 92 페이지중 "정부 (Government)" 란 단어는 페이지 72 에 딱 한번 나옵니다.
그 것도 다른 용도로..),
제 3 자의 영향력이 아닌 사항
(1) 국세청 조세 4 국의 현대산업개발 세무조사 에 따른 정몽규 회장 탈세혐의 사법처리
(2)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건 불구속 당한 전.현직 임직원들 사법처리
(3) 네이버청탁 언론농단 및 스포츠언론 광고주 갑질 사법처리
(4) 불법댓글부대 운영 여론조작 사법처리
(5) KFA-FCN 일감몰아주기 카르텔.검은 커넥션 사법처리
(6) 기타 널려있는 비리 사법처리
제 3 자의 영향력이 되는 경우 (FIFA 의 사전경고 또는 경고 및 제재대상)

정부가 축협의 운영에 강압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예를 들어, 축협회장선출, 축협조직개편 등
(1) 2017 년 12 월 스페인 축협 (횡령혐의로 체포.구속된 전 회장을 대신,현재는 임시회장 체재.
임시회장은 전 회장의 잔여임기인 2020 년 까지 임시회장 하겠다고 했으나, 스페인 정부는 새로운
회장을 선출할것을 압박하고 있음
(2) 2017 년 6 월 수단(Sudan) 축협 (수단정부에서 수단축협에 강압명령 내림, FIFA 제재후
수단정부 강압명령 보류하며, 7 월에 FIFA 제재 해제됨.
(3) 2016 년 쿠웨이트 축협 (쿠웨이트 정부가, 쿠웨이트 축협과 쿠웨이트 올림픽위원회를 정부의
관할로 압박하고 있고, 실제로 축협회장을 축출하고, 축협사무실 과 집기등을 압류함
(4) 2017 년 11 월 페루 축협 (FIFA 가 페루정부의 체육 단체 개입 가능성을 열어놓은 페루의 체육법
개정초안 (국회에서 발의) 관련 페루 축협에 경고
(5) 2015 년 5 월 인도네시아 축협 (리그간 이슈에 대한 정부개입 으로 사전경고)
(6) 2017 년 11 월 인도 축협 (인도 고등법원은 최근 인도축협이 인도의 Sports Code 를 불이행한
위법을 물어 축협회장을 파면하고 , 그자리에 법원에서 관리감독관을 배정함. 이에 FIFA 가 경고함
(7) 2017 년 7 월 파키스탄 축협 (축협회장 이 2015 년 3 선과정에서 공정선거가 문제되어 재판
계류중임에 따라, 아직도 법원지정 관리감독관이 축협사무.재무관리를 하고 있음. 이에 FIFA 가
경고함. 10 월에 FIFA 가 제재함.
(8) 2016 년 9 월 과테말라 축협 (전 축협회장이 미국 플로리다에 위치한 한 회사로 부터 수십만
달러를 받고, 월드컵 예선 마케팅 독점권을 주기로 하고 작업벌이다 구속되고, 유죄인정함. 이에
따라 과테말라 정부내 스포츠 위원회에서 축협 업무중지시킨 것이 제 3 자의 개입이 되어 FIFA 로
부터 제재 받음.
요약하면, 축협과 축협 멤버들의 불법.비리를 사법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제 3 자의 개입이 아님.
(범죄행위는 반드시 정죄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축구 말아먹은 축협, 그 축협은 앞으로 축사국이 말아먹어 줍시다. 축협쇄신은 국민과
함께하는 [축사국]이 합니다. 따라서 2018 년 1/4 분기 목표 제안합니다. 정몽규가 자진퇴진 할
가능성 ZERO 이고, 축협의 자정을 기다렸으나, 저들의 자정의지는 전혀 없음이 명확하다. FIFA
의 목표 중에, "FIFA 의 청렴한 사업확장 운영을 통해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전세계의 축구 발전을 위해 전세계에 돌려준다"는 것이 있는데, 정몽규 와 현대축협은 그 수익을
받아, 자신들의 안위와 사익 향유에만 정신이 팔려있어, 한국 축구발전과 풀뿌리 축구 활성화에는
전혀 무관심하다.
목표 1. FIFA 에 고발
(1) HYUNDAI 의 제 3 자 개입 - 20 여년간의 축협운영에 대한 제 3 자의 영향력을 발휘해오고 있는
"HYUNDAI". FIFA 강령으로 나오는 Zero Tolerance against Third Party Influence" 를
주목합니다. 이것으로 현대 OUT 시켜야죠. HYUNDAI 금수저 쥐고 태어난 정몽준. 정몽규는 직접
회장도 해먹고, 조중연 앉혀 수렴첨정하고, 축협과 프로연맹엔 현대.전.현직원들 깔아놓고, KFAFCN 커넥션 일감 몰아주기 배후는 현대가 있고, 이것이야 말로 FIFA 의 Zero Tolerance (무관용)
원칙에 위배된 제 3 자 개입입니다. 게다가 그 현대는 프로축구팀이 2 개 이고, 이것 또한 FIFA 가

염려하는 제 3 세력이 미치는 축구승부조작 가능성 입니다. 실제로 전북현대는 승부조작으로
솜방망이 처벌받았고, 올해도 심판판정 구설수 오른 뉴스에 전북현대는 완전 단골손님이었음.
(2) 축협의 정치행위 고발 (신태용 포함)
(3) 편법 지도자 시스템, 차별 (홍명보 10 개월만에 2 급에서 국대코치로 오른 편법 특혜포함)
(4) 각종 차별 (막강 고대라인 + 호시탐탐 연대라인 장기집권)
(5) 다른 모든 불법.비리 수시로 고발
(6) 국제선수간 이적 관련 집중 조사. ITC 발급관련 ("FIFA REGULATIONS on the Status and
Transfer of Players 검토했는데요, 위법사항 있습니다.)
(7) 비윤리적 행위 (국민기망, 투명하지 못한 축협운영, 증거은폐, 언론농단, 여론조작)
목표 2. 국내에 고발
(1) KFA-FCN 유착 (위에 언급된 과테말라 축협과 같이, 유착에 상응하는 많은 떡고물을 주고
받았을 것임 - HYUNDAI 영향력)
(2) 네이버 청탁 축협언론농단/불법댓글부대 운영 여론조작
(3) 재정.회계비리
(3) 축협은 물론, 개인들도 불법.비리 증거 등을 통해 고발 (국민기망, 전횡, 업무상 배임,
횡령,...) 위에 제 3 자 개입 국가들 보면, 축협회장들이 축협의 비리로 체포.구속되었는데,
"정몽규"와 축협은 아직까지는 참 운이 좋았네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정몽규. 현대축협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
(FIFA 제 3 자 개입 관련 참고사항)
Spain face World Cup 2018 ban as FIFA fire warning over alleged government interference in
federation(스페인이 FIFA 로부터 스페인 정부의 협회 관여로 2018 년 월드컵 출전정지 경고 받음)
Former World Cup winners Spain could be banned from Russia 2018 after FIFA warned against alleged government
involvement in their federation. The world governing body sent the Spanish Football Federation a letter, according
to El Pais, explaining that if they push ahead with plans to elect a new RFEF President, they risk being banned. Juan
Larrea has been in charge after Angel Maria Villar stepped down after corruption charges. La Furia Roja could face
the same punishment to that of Kuwait, who were charged with the offence of governmental interference with their
federation.

예전 월드컵 우승국가인 스페인이 FIFA 로 부터 스페인축협에 대한 정부관여로 2018 년 러시아
월드컵 출전이 금지될수 있다는 통지를 받음. 스페인 El Pais 뉴스에 따르면. FIFA 의 경고는 스페인
정부가 계속해서 새로운 축협회장 선거를 PUSH 한다면 출전권이 박찰될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Juan Larrea 가 부패혐의 (embezzlement 횡령) , 회장직에서 정직된 Angel Maria Villa 를 대신하여
임시회장을 하고 있음.
스페인 축구팀은 국회의 새로운 법제정으로 스포츠 분야(축구포함) 에 대한 권한을 강화했던
쿠웨이트와 같은 처지가 될수있다

https://www.msn.com/en-gb/sports/news/spain-face-world-cup-2018-ban-as-fifa-fire-warning-over-allegedgovernment-interference-in-federation/ar-BBGMARf

FIFA lifts suspension of Sudan Football Association (SFA) - 2017 년 7 월 13 일
The Bureau of the FIFA Council has today lifted the suspension that was imposed on the Sudan Football
Association (SFA) for its failure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s stipulated in articles 14 and 19 of the FIFA Statutes
following a decree issued by Sudan’s Undersecretary of the Ministry of Justice on 2 June 2017.
This decision has been taken following confirmation by the SFA that Mr Bakri Hassan Salih, Prime Minister of
Sudan, has issued a resolution suspending the decree of the Undersecretary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SFA
Board of Directors with its President, Dr Mutasim Gaafar Sir Elkhatim, have been reinstated.

FIFA 평의회 는 수단 축구협회에 내려졌던 제재(suspension) 을 철회하였다. 수단 축구협회는
2017 년 6 월 2 일 수단정부에서 FIFA 규정 14 와 19 (제 3 자 간섭배제) 에 어긋나는 수단축구협회에
적용한 decree (규제) 로 인해 잠정적 제재조치를 받았다. FIFA 의 제재 철회조치는 수단정부에서
SFA (수단축구협회) 에 내려진 명령을 보류하기로 함에 따라 수단축구협회를
복원시켰다. http://www.fifa.com/governance/news/y=2017/m=7/news=fifa-lifts-suspension-of-sudan-footballassociation-sfa-2901219.html

FIFA protests seizure of football office in Kuwait ? FIFA 는 쿠웨이크 정부의 축협사무실 압류에
대해 항의함 - 2016 년 9 월 2 일
ZURICH: World governing body Fifa has written to the Kuwait Football Association giving a new warning over the
“escalation” of a power struggle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Gulf state’s sports authorities, a spokesperson said
Friday. Fifa added its voice to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s protest over the government’s seizure of the
KFA and Kuwait Olympic Committee offices in a letter sent this week, the spokesperson said.Kuwait has been
suspended by the IOC and Fifa since October last year over laws which have increased government powers over
Kuwait’s sports bodies. International sports bodies normally reject political interference. Kuwait loses suit against
IOC ban “In the letter, Fifa expresses its concern regarding the recent escalation of events, which led to the
‘dissolution’ of the Kuwait Olympic Committee and the KFA by government authorities,” the spokesperson told
AFP The letter also protested over “the alleged seizure by the police of their offices and property”. In “strongly
condemning” the government action, Fifa said that it would continue to recognise the ousted KFA president, Sheikh
Talal Fahad Al Sabah who was ousted by the government.

FIFA 는 쿠웨이트 축구협회 ? Kuwait Football Association (KFA 대한축구협회 와 같네요^^)
에 쿠웨이크 정부와 스포츠당국 사이에 알력이 점점더 심해져 가고 있는 현실에 쿠웨이트 축협에
새로운 경고를 주었다. FIFA 는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입장을 같이하며, 쿠웨이트축구협회와
쿠웨이트 올림픽 위원회가 쿠웨이트 정부에 완전 장악되어 통제되는 현실에 목소리를 높였다.
FIFA 는 2015 년 10 월부터, 쿠웨이트정부가 쿠웨이트 스포츠단체에 정부의 압력에 의한 간섭이
점점 가중되어지자 쿠웨이트축협에 제재(suspension)를 가하고 있다. 국제스포츠 단체들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관여를 반대한다. 쿠웨이트 정부는 IOC 의 제재를 상대한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FIFA 는 최근벌어진 쿠웨이트 정부의 쿠웨이트올림픽위원회 와 쿠웨이트 축구협회의 해체 행동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대변인이 AFP 통신에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실제로 쿠웨이트 경찰의
쿠웨이트 축협의 사무실과 집기를 압류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FIFA 는 쿠웨이트 정부의 강압에
크게 반발하며, 정부에 의해 축출된 쿠웨이트 축협회장을 FIFA 는 계속 지지 함을 천명하였다.
https://tribune.com.pk/story/1174925/fifa-protests-seizure-football-office-ku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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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 12:41 답글

축사국 우리는 함께 전진합니다.
지치면 서로 일으키고, 한톨의 밥알도 서로 나누어 먹으며....오직 이 세상에 밝은빛 한번 더 보겠다고 생업에 힘들
어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속 한줄기 빛이 이제 찬란한 아침햇살로 우리 눈앞에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지를 밟습니다.. 세상에 정의는 살아 있더라구요 ㅎㅎㅎ
이제 우리 축사국이 가는길은 새로 개통한 10 차선 고속도로 입니다. 글로발로 전진합니다.
FIFA 가 기억할것입니다.. 한국축구를 개혁한 ...
"PWLS".... WHO'S THAT!!!
[축사국]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모임!!!!!
(****)
2017.12.27. 12:50 답글

장엄합니다!
글의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
2017.12.27. 12:45 답글

피파간섭하면 징계받는다고
김현회가 어느 방송에서 하던말
기억나네요~ 배후말하던데 그런논리라면
그럼 김현회배후에는 신태용? 협회가 있나? ^^
통화도 직접하는거같던데(도와달라고도하고 ㅎ)
문제란 문제는 산더미 같은데
포인트를 다르게 두면서 지키려드네요
바보아닌데.^^
고생많으십니다!
응원드립니다!
Ps. 어떻게 하면 해끼칠까 노심초사하는거 알겠는데
저런 훤하고 뻔한 전문적인 분야는
속단해서 함부로 국민감정 자극하면
안됩니다 !

(****) 작성자
2017.12.27. 12:42 답글

JUN 님 시원한 말씀입니다. 핵 사이다!
(****)
2017.12.27. 12:26 답글

선봉장님~
밝고 선명한 소식에 감사드립니다~^^
역시 초지일관하시는 명장이십니다!
저희도 곧 좋은 소식 올리겠습니다.
(****) 작성자
2017.12.27. 12:43 답글

네 총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충성!!!!"
(****)
2017.12.27. 12:48 답글

넵!
받들어 총!
충성-!!!
(****)
2017.12.27. 12:41 답글

(****)
2017.12.27. 13:22 답글

와우! 노고에 찬사를 !! 화이팅!!! 축사국에 꿈은 이루어진다 !!
(****)
2017.12.27. 15:56 답글

감사드립니다. 조항 하나하나 연구하시기 번거로우셨을텐데 대단하십니다.
(****)
2017.12.27. 16:43 답글

정말이지, 너무 큰 노고에 감사합니다^^

(****)
2017.12.28. 10:38 답글

적폐축협비리 와 현대패악질, 신태용 부당성등 적나라하게 FIFA 규정에 어긋남을 파헤쳣습니다.!!
RFS 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국에서도 적극 호응하여 힘을 내겠습니다.!!!
화이팅!! 입니다. 다시한번 RFS 님께 감사드리며, 존경합니다.!!!!
(****) 작성자
2017.12.28. 13:18 답글



회장님 격려 감사드립니다.
중지를 모아 국민의 참된 힘을 보여주십시오.
항상 존경합니다.

[원문보기 http://cafe.naver.com/purplesniva/3019
[축사국카페] http://cafe.naver.com/purplesniva [축사국 홈피] http://www.pwl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