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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동료, 친구 여러분, 

두말할 것 없이 축구는 탁월한 팀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동료 간의 교분이 우리의 훌륭한 직업을 구성하는 가치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의 변호사를 만나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무엇보다 열정이 있습니다! 팀을 동원하고자 하는 주장의 열정.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분발하는 선수들의 열정.

사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착함과 진지함, 인내심을 갖고 이 행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진력해왔습니다.

약 40년 전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제20회 Mundiavocat는 마라케시에서 열릴 것입니다.

잊을 수 없는 행사가 되리라고 믿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스포츠 단체 경영자

피에르 루신치

마라케시 변호사협회 회장 

Moulay SLIMAN 
ELAMRANI

뱅상 피나텔



 MUNDIAVOCAT 

변호사협회와 법률사무소들의 월드컵, «Mundiavocat»
는 전 세계 변호사들만 참가하는 국제 대회입니다.
2018년 19회 Mundiavocat에는 유럽, 미국,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37개국 140개 팀이 모였습니다!
2년마다 짝수 해에 열리는 이 대회는 토요일에서 
일요일까지 9일간 진행됩니다. 클래식 – 마스터 – 레전드 
– 슈퍼 레전드 – 파이브 여성 – 파이브 남성의 6개 
토너먼트가 있으며, 각 팀은 경기 부문과 진행에 따라 40
분에서 70분간, 5개에서 7개의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심판진

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역 협회는 토너먼트 450
개 경기의 운영에 필요한 심판들을 배치합니다. 국제적인 
심판들도 경기에 참여합니다. 각 경기에는 심판 3명과 
대기심 2명이 참석합니다.

 중요 일정

• 2020년 5월 30일 토요일 : 환영
•  2020년 5월 31일 일요일 : 늦은 오전에  개막식과 

퍼레이드가 진행된 후 개막경기가 시작됩니다.
•  일요일에서 화요일까지 : 조별 경기
•   2020년 6월 2일 화요일 : Mundiavocat 리셉션
•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 : 결승전
• 2020년 6월 6일 토요일: 결승전 후 시상식
• 2020년 6월 7일 일요일 : 출발

 트로피

토너먼트별로 시상이 이루어집니다:
• 우승, 준우승 및 3위: 트로피와 메달(금, 은, 동)
• 다른 모든 팀은 순위에 따라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  각 부문별로 최우수 선수, 최고 득점왕, 최고의 골키퍼, 

최고의 감독, 페어플레이 팀에 특별상이 수여됩니다.

 등록

하나 이상의 변호사협회나 법률사무소를 대표하는 팀은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도시나 국가 또는 자격 체계에 따라 참여 팀 수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MUNDIAVOCAT

20ème édition • 2020

Be Fair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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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의 관광 중심지인 마라케시는 붉은 황토색 집들과 성벽, 녹색 
야자수, 푸른 하늘, 아틀라스 산에 덮여 있는 흰 눈 등 수많은 화려함과 
주요 4색이 있는 도시입니다. 

메디나, 제마 엘프나 광장, 수크, 쿠투비아 사원과 종려나무 숲은 도시를 
매혹적으로 만드는 일부 장소입니다. 

Mundiavocat는 20주년을 맞아 과거 신성로마제국 도시였던 마라케시에 
자부심을 갖고 돌아갑니다. 이 도시에서 우리 대회는 1983년, 1984년에 
초기의 성공을 누렸고, 2000년에는 10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축구에 대한 대중적인 열정과 세심한 배려, 이곳이 지니고 있는 매력 
덕분에 마라케시에서 세 번의 전설적인 Mundiavocat가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로코 사람들이 보여주는 깊은 전통의 환대는 따뜻한 환영을 
보증해 줄 것입니다. 이 유쾌한 우정의 정신은 모로코 재판소의 
명실상부한 전문성과 다툴 정도입니다.

     마라케시,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의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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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 - MUNDIAVOCAT 1983

HARTI 경기장 - 오프닝 경기

제 1 회 MUNDIAVOCAT - 1983



이 20회 변호사 월드컵에서는 마라케시와 그 근처에서 18개의 
축구장을 사용하게 됩니다. 

총 5개 구장은 양질의 천연 잔디로 조성될 것입니다(하르티 경기장 또는 
체육관리공단 경기장). 
인조 잔디 구장은 FIFA 인증을 받았으며 모로코 관람객들이 참석하므로 
오래도록 기억될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등급에 따라 4성급 또는 5성급의 
수영장이 있는 호텔에 숙박하게 됩니다.

이 모두를 통해 여러분은 마라케시라는 대단한 
도시의 분위기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호텔에서 경기장까지는 셔틀 버스가 
운행됩니다.

     MUNDIAVOCAT 2020  
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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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티 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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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대회 등록비, 숙박비 및 기타 서비스 
요금 지불

등록을 확정하려면 다음 지급 일정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10월 30일 이전 :  
5,000유로

•  2019년 12월 30일 이전 :  
5,000유로

•  2020년 2월 29일 이전 :  
5,000유로

•  2020년 4월 30일 이전 :  
차액

제20회 Mundiavocat의 등록비는 팀 등록비 & 개인 숙박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경기 운영 관련 전반 비용 : 축구 경기장 이용, 축구공, 심판진(경기당 심판 3명과 대리심 2명), 경기장 내 식수 제공, 의료지원, 
우승컵, 트로피, 메달.

팀 등록비 

• 11:11 축구 - 7,500유로        • 5:5 축구 - 2,500유로

1 인당 요금은 2 인 기준으로 더블 / 트윈 / 트리플 룸을 기준으로합니다.
각 등급별 숙소 수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선금 지불 순서대로’라는 규칙을 적용합니다.

파트너인 호텔 측과 맺은 금전적 계약 관계를 감안할 때 Mundiavocat에 참가하려면 주최 측을 통해 숙소를 예약해야 하며, 이는 
의무사항으로서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1인당 숙박비

등급 A B C

630유로 850유로 980유로8박 및 이벤트
패키지 요금

싱글룸 및 추가 숙박 : 요청에 따라 요금 책정

이 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  5 월 30 일 토요일부터 2020 년 6 월 7 일 일요일까지 8 박 숙박 (더블 / 

트윈 / 트리플 룸)
• 조식
• 개회식
• Mundiavocat 파티
• 공항 / 호텔 & 호텔 / 공항 교통수단 
• 숙소에서 경기장 왕복 이동 
• 귀국 지원
• 관광세
• 서류 접수비
• Mundiavocat 주최 측, 스포츠 단체(CSO)의 비용

이 비용에 다음과 같은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 귀하의 거주지에서 마라케시까지 왕복 교통편
• 개인 경비 (전화 통화, 식사, 음료, 세탁 요금)
• 취소 보험



2019년 5월 1일판. 본 단체는 규정의 기한을 수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웹사이트 www.mundiavocat.com 에 제시된 모든 등록 조건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팀 등록
1.1. 대회는 변호사협회, 협회 단체,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 팀으로 제한됩니다.
1.2. 각 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 11:11 축구 : 13명에서 26명의 선수
• 5:5 축구 : 6명에서 13명의 선수

        선수 자격
2.1. 팀 구성
모든 팀은 다음 규정을 고려해 구성되어야 합니다:
2.2항 다음에 언급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선수들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또는 이전에 등록된 상태여야야) 합니다.
•22세 이상 (199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로스쿨 학생 또는 변호사 연수생은 클래식과 파이브 경기 부문에 팀 당 2명 제한으로 
참가 가능.

2.2 예외 규정
법학 학위 소유자로서 보다 일반적으로 법률사무소의 정직원들의 경우에는 예외사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들은 11:11 경기에는 
3명, 5:5 경기에는 2명까지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명단과 비변호사가 법률사무소의 정직원이라는 
사무소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은 클래식 & 파이브 토너먼트의 경우 30세 이상이어야 하며 (199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마스터 토너먼트의 경우 35세 
이상 (198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레전드 토너먼트의 경우 45세 이상 (197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슈퍼 레전드 토너먼트의 
경우 55세 이상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어야 합니다.

2.3 예외 인정
프로 축구팀이나 준프로 축구팀에서 또는 수당을 받으면서 축구팀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했던 비변호사의 경우에는 예외를 
요청하더라도 참가를 승인할 수 없습니다. 예외 요청은  Mundiavocat 설립자이자 변호사인 뱅상 피나텔 앞으로 늦어도 대회  
45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예외사항과 관련해 위에서 규정된 모든 조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할 필수 조건이지만 예외를 보장해주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최종 결정권은 피나텔 변호사와 치코 씨(대회 감독)로 구성된 위원회에게 있습니다.

        팀 구성

클래식
• 연령 제한 없는 변호사들 및 위에서 언급한 경우

마스터
• 35세 이상 (198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변호사들과 위에서 언급한 경우
• 30세 이상 (199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변호사로 이루어진 선수 5명

레전드
• 45세 이상 (197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변호사들과 위에서 언급한 경우
• 40세 이상 (198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변호사들로 이루어진 선수 5명

슈퍼 레전드
• 55세 이상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변호사들과 위에서 언급한 경우
• 50세 이상 (197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변호사들로 이루어진 선수 5명

남녀 풋 파이브
• 연령 제한 없는 변호사들 및 위에서 언급한 경우

등록 조건 요약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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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는 길

지난 19회 
MUNDIAVOCAT 

1983년 – 마라케시 (모로코)
1984년 – 마라케시 (모로코) 
1986년 – 스플리트 (유고슬라비아) 
1988년 – 알제 (알제리) 
1990년 – 라 그랑드 모트 (프랑스) 
1992년 – 모나스티르 / 수스 (튀니지) 
1994년 – 발라톤 호수 (헝가리) 
1996년 – 리머릭 (아일랜드) 
1998년 – 이즈미르 (터키) 
2000년 – 마라케시 (모로코) 
2002년 – 몰타 
2004년 – 발라톤 호수 (헝가리)
2006년 – 안탈리아 (터키) 
2008년 – 알리칸테 (스페인) 
2010년 – 안탈리아 (터키) 
2012년 – 로빈 (크로아티아) 
2014년 – 부다페스트 (헝가리) 
2016년 – 라 망가 (스페인) 
2018년 – 캄브릴스 / 살로우 (스페인)

거리 : 

리스본 : 1시간 30분 
마드리드 : 2시간
바르셀로나 : 2시간 30분 
파리 : 3시간
로마 : 3시간 10분
런던 : 3시간 30분
프랑크푸르트 : 3시간 45분

국가별
우승

     이탈리아 : 8회
     브라질 : 4회
     아르헨티나 : 3회
     코스타리카 : 2회
     멕시코 : 2회
     알제리 : 1회 
     벨기에 : 1회
     한국 : 1회
     스페인 : 1회
     프랑스 : 1회
     이스라엘 : 1회
     모로코 : 1회
     네덜란드 : 1회
     포르투갈 : 1회
     세르비아 : 1회
     터키 : 1회
     우크라이나 : 1회

사단법인 스포츠 단체
정보 및 문의 
15/29, rue guilleminot - 75014 
PARIS - FRANCE
+33 (0)1 77 70 65 15
info@mundiavocat.com

@mundiavocat

뱅상 피나텔 
마르세유 변호사 및 Mundiavocat 설립자  
39, rue de la paix - 13001 
MARSEILLE - FRANCE
+33 (0)4 91 33 15 70 
pinatel@mundiavoca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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