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년 클린심판아카데미, ‘홈커밍데이’

패널 소개 및 토크쇼 일정표

1. 패널소개
A. 김건태
1985 년 심판생활을 시작하여 1990 년 국제심판 자격을 획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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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배구대회 심판위원 아시아 배구연맹 심판위원등 활발한 심판활동을
하였고, 은퇴 후에도 클린심판아카데미를 비롯하여 다양한 심판 강습회에서
강의와 조언을 해주고 있다.

B. 마해영
1995 년~2008 년까지 프로 야구선수로 활약하였다. 은퇴 후 해설과 연천
미라클 자문위원, 성남 블루팬더스감독을 맡았다. 최근 리틀야구연맹 본부장,
대한 야구협회 이사활동 DIVISION 6 위원장 등 야구와 관련된 일을 활발히
하고 있다.
C. 션
1997 년 힙합듀오 지누션으로 데뷔한 가수 션은 2016 년 철인 3 종경기 부산
아이언맨 703 국제대회 혼합팀 부문에서 1 위로 우승, 우리나라 최초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철인 3 종경기 완주, 사이클링 레이스 대회,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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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크쇼 일정표 및 진행정보
시간

소요시간

내용

19:00~19:03

3”

오프닝/개관

19:03~19:10

7”

패널 소개 및 최신근황 (김건태, 마해영, 션)

19:10~19:25

15”

(코너 1) 스포츠 만화 속 명대사로 알아보는 패널들의 이야기
- (개별 1) 로드레이스는 항상 앞으로 나가는 스포츠다. 멈추는 건 포기를 의미한다
- ‘겁쟁이 페달’
: (션) 힘들고 지루한 레이스를 지속하는 원동력 (예상)
- (개별 2) 타임아웃 없는 시합의 재미를 알려드리지요 – ‘h2’
: (마해영) 2002 년 삼성라이온즈에서 백투백 홈런을 쳐 역전 우승한 이야기
- (개별 3) 영감님, 영감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죠? – ‘슬램덩크’
: (김건태) 자신이 생각하는 빛나는 순간

19:25~19:45

20”

(코너 2) 심판을 바라보는 세가지 시선
- 심판과 관련된 개인적인 일화
: (마해영) 판정으로 인하여 울고 웃었던 이야기
: (션) 단판경기에서 심판의 중요성 (예상)
: (김건태) 승부과 관련된 로비시도에 대한 이야기
- 다양한 관점에서 들어보는 좋은 심판이란?
: 선수의 입장에서 좋은 심판- 심판의 권위를 세우지 않고 경기 흐름에 맞춰.
선수들과 호흡하는 심판
: 동호인의 입장에서 좋은 심판- (예상)
: 심판의 입장에서 좋은 심판- 경기 후 모두에게 수고했다 격려받는 심판

19:45~19:55

10”

(코너 3) 다이렉트 Q&A
-사전 질의를 통해 패널들에게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
- 선정된 질문 중 추첨을 통해 사인볼 증정 (예정)

19:55~20:00

5”

클린심판 아카데미 홍보 및 클로징
-김건태 위원장이 느끼는 클린심판아카데미의 장점
-토크쇼에 대한 간단한 감상(패널 혹은 사회자)
-마무리 멘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