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Masters Champions League 에서 다시 뛰는 전설적인 크리켓 선수들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2015 년 6월 2 일 PRNewswire=연합뉴스) 새롭고 독특한 T20 
토너먼트에서 최고의 전 크리켓 국제 선수들이 다시 경합을 펼친다. 이 새로운 T20 
토너먼트는 아랍에미리트의 세 경기장에서 매년 열릴 예정이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English/7542351-cricket-masters-champions-
league/ 
 
Masters Champions League(MCL)는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진행되지만, IPL 이나 Big 
Bash 와 달리 지리적 요건에 따라 팀을 구성하는 대신, 자격을 갖춘 선수들 중 프랜차이즈 
소유주가 합류시킬 수 있는 최고의 선수들로 팀을 구성한다.  
 
이 토너먼트는 첫 해 6 개 팀으로 경기를 진행한다. 팀당 15 명씩 총 90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반드시 국제 크리켓 무대에서 은퇴한 선수들만 참가할 수 있다.  
 
MCL 은 에미리트 크리켓 이사회(Emirates Cricket Board, ECB)로부터 첫 10 년에 대한 
승인을 받은 상태다. 토너먼트 개최 및 권리 소유권자인 GM Sports 는 크리켓 관리기관인 
국제크리켓위원회(International Cricket Council, ICC)가 마련한 지침들을 철저하게 
준수한다.  
 
제 1 회 MCL 대회는 내년 2 월 초에 2 주 동안 열릴 예정이다. 경기 장소는 두바이 
국제크리켓스타디움, 아부다비 셰이크 자예드 크리켓스타디움, 샤르자 크리켓스타디움이다.  
 
지난 수요일 두바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토너먼트가 발표됐다. 이 행사에는 인도 서부의 
크리켓 전설인 Brian Lara, 호주의 대표적인 크리켓 선수 Adam Gilchrist, 은퇴한 
파키스탄 최고의 패스트 볼링 선수 Wasim Akram 등 예전의 최고 선수들이 참석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Jacques Kallis 는 사전에 녹화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회 참가 
의사를 전해왔다. 현재 MCL 관리이사회 위원인 전 영국대표팀 주장 Graham Gooch 및 전 
호주대표팀 주장 Allan Border 도 이 행사에 참석했다.  
 
MCL 회장 Zafar Shah 는 이 행사에서 “다른 수많은 인기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크리켓 
역시 팬들과 선수들 사이에서 은퇴한 전설들이 정식 경기에서 뛰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어하는 진정한 열망이 팽배해 있다”라며 “MCL 은 바로 그 열망을 실현시켜주는 독특하고 
경쟁이 치열한 연례 T20 토너먼트가 될 것이다. MCL 은 전설적인 선수들이 뛰는 신나는 
양질의 크리켓 경기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연설했다.  
 
에미리트 크리켓 이사회 CEO David East 는 이 행사에서 “MCL 은 이곳 UAE 에서 펼쳐질 
환상적인 대회다. UAE 는 MCL 을 위한 완벽한 장소를 제공한다”라며, “한 때 최고라 
불리던 크리켓 선수들이 참가하는 정식 대회를 볼 수 있는 기회는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제공하고, UAE 크리켓이 승승장구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MCL 이 승인을 받아 기쁘며, 다음 
한 해에 그 전개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MCL 에서 뛰기로 계약한 전직 크리켓 전설 중 한 명인 Brian Lara 는 “환상적인 크리켓 
경기를 선보일 이 대회에 참가하게 돼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팬들이 MCL 을 
응원하고, 경력을 약간 더 연장하며 경기를 뛰는 크리켓 영웅들을 지지해주길 바란다. 
조직위는 중동에서 크리켓을 고무하고,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것 외에 보답하기를 중심 
주제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MCL 공식 웹사이트: http://www.mcl2020.com 
출처: Grand Midwest Spor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