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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국]은 그동안 [대한축구협회] 에 충분한 자정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ENOUGH IS ENOUGH !! (참을만큼 참았습니다)
WE MUST ACT!!
현대축협은 그동안 [떼거지 고대라인]+{호시탐탐 연대라인] 으로 장기집권하며, 한국축구 발전엔
손톱만큼도 관심없고, 4 년마다 선수들 피와 땀으로 얻어지는 월드컵 본선진출의 기회를 통해,
"FIFA 가 글로벌 축구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생긴 수익의 세계로의 환원화"로 나누어주는
수익금 100 억원 (월컵 본선 출전시 최소한 확보금액으로, 개축협이 혼자 해먹기 딱 알맞은
최고액) 을....... 자신들의 안위와 사익만을 위해서 쓰며, 법인카드 사용하며 유흥 향락에만 관심
있었죠.
대한민국의 최악 적폐집단이며, FIFA 규정 퇴치세력 1 호인 제 3 세력 적폐세력 HYUNDAI 가
좌지우지 하는 축협... (참 수식어도 길다... 그만큼 개축협 너희들은 썩었다는 이야기 이지.)
너희같은 적폐들 고발하라고 FIFA 에서 만들어 놓은 연락처로 [축사국]이 매일 고발해 주려 한다.
사서함과 FAX 로 매일 한가지씩 고발해 주고
조만간 [축사국의 역사적 종합 REPORT] 로 [FIFA 윤리위원회 -Independent Ethics
Committee] 와 [FIFA 조사 위원회] 에 간다.

[현대축협] 너희들의 국민기망한 죄를 하늘에서 용서 안하는 구나!
이제 너희들이 버티는 시간만큼 그 끝은 몇배가되어 FIFA 를 통해 국제적인 망신으로 올거야.
정몽규! 대의를 가장한 너의 사욕에 가득찬 국민기망 드라마, 네가 참석한 FIFA 평의회에서 네가
고발되어진 상정 안건에 네가 투표하는 상황으로 종편이 될거야!

썩어빠진 [개축협]은 국민의 힘으로 갈아 엎어지고, [축사국]이 정의의 참
축구인들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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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용 특정정당인지지 및 사진도
꼭 부탁합니다
(****) 작성자
2017.12.27. 14:58 답글

네...대문짝만하게요.....!!
(****)
2017.12.27. 16:44 답글

정몽규! 대의를 가장한 너의 사욕에 가득찬 국민기망 드라마, 네가 참석한 FIFA 평의회에서 네가 고발되어진 상정
안건에 네가 투표하는 상황으로 종편이 될거야!

썩어빠진 [개축협]은 국민의 힘으로 갈아 엎어지고, [축사국]이 정의의 참 축구인들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부분이 가슴에 그냥 꽂히는군요!
선봉장님!
대단하십니다!
(****) 작성자
2017.12.27. 17:22 답글

총장님! 고지가 저기에 있습니다 !!!!
앞만보고 달려왔습니다.
고지에 올라서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에 우는 우리 [축사국] 미리 그려봅니다.
(****)
2017.12.27. 19:08 답글

RFS 선봉장님
어두운 밤 하늘에 도도히 빛나시는 별이십니다..
초지일관은 군자의 덕몫.
용두사미는 쫄부의 몫!
(****)
2017.12.27. 18:49 답글

진심으로 운영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2017.12.28. 11:23 답글

축사국에서도 정식 문건을 작성하여, FIFA, AFC 에 팩스, 이메일 보내야 겠습니다.!!
현대 와 축협이 관련된 승부조작후 보여주기식 제재를 하고, K 리그 권오현은 전혀책임을 지지 않고 개인일탈로
돌렸다가 그 개인이 자살한 사건을 FIFA 에도 올려서 KFA 정몽규,정몽준이 FIFA 활동을 못하도록 꽉 물어서 도덕
적 책임의 사슬을 채워 주어야 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 회의를 거쳐 결정 하겠습니다)
전북현대 + 정몽규(현대) + 정몽준(현대) + 권오현(현대) = 현대축협 커낵션은 AFC 나 FIFA 에는 좋은 사냥감이 될
것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이런 진행이 옳다고만, 할 수는 없어도 국민무시하는 현대적폐축협을 무너 뜨리고 차라리
새로운 국민 축구협회를 만드는 최후의 방법 일 수 밖에 없습니다.!!!
25 년간 쌓인 현대축협적폐와 기레기들의 합창을 정부가 나서주기는 힘들고, 국민대의기관인 국회 조차도 할 수가
없다면, 축협을 촛불로 뒤집던지?? FIFA 가 조사하여 현축협을 제재 하는 방법 뿐일것 같습니다.!!! 이방법이 현실
적인 대안임을 생각 하면, 서글프고 안타깝습니다.~~ 회원님들!!
현대가는 반성하라! 그리고 결정하라! 너희들이 대한민국 축구를 말아 먹어야 속시원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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