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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두근거리게 했던 시즌이 점점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ATP투어 파이널이 끝나면 연말 시상식에서는 ‘올해의 

선수’ ‘올해의 신인’ ‘올해의 기량발전’ 등 각종 상이 수여 

된다. 그 중 ‘올해의 기량발전(이하 MIP)’은 한 해 동안 

급속도의 성장을 보인 선수에게 주어지며 수상자의 다음 시즌 

활약을 기대하게 한다. 그렇다면 그동안 MIP(Most Improved 

Player) 수상자들은 이후 꽃길을 걸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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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밋빛 인생?

기량발전상 
수상자들의 미래 

스테파노스 치치파스(그리스, 2018 MIP)
2018년_ 투어 성적 46승 27패, 투어 우승 1회

2019년_ 투어 성적 45승 22패, 투어 우승 2회

지난해 치치파스는 91위로 시작했던 세계랭킹을 76계단이나 

상승시키며 세계 15위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스톡홀름오픈에

서 첫 투어 타이틀을 획득했으며 NEXT GEN 파이널에서는 우

승까지 차지하며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그리스의 신성은 결

국 2018 MIP를 수여 받으며 한 해를 마무리했다.

치치파스는 2019년이 되자 MIP 수상자답게 시즌 첫 그랜드

슬램인 호주오픈에서 로저 페더러(스위스)를 무너뜨리더니 

2003년 앤디 로딕(미국) 이후 최연소(20세 168일)로 4강 진출

자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비록 4강에서 라파엘 나달(스페인)

에게 패했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이

후로도 지난 2월 오픈13 프로방스에서 통산 두 번째 타이틀을 

획득했고 15위였던 세계랭킹도 한 층 더 오르며 톱5의 한 자

리를 차지했다. MIP를 받고 이어진 시즌에서 그는 꽃길을 걸

으며 정상급 선수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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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나 할렙(루마니아, 2013 MIP)
2013년_ 투어 타이틀 5개 획득

MIP 이후_ 투어 타이틀 14개 획득, 그랜드슬램 2회 우승

2013년 할렙은 5개의 투어 타이틀을 획득하며 세계의 주

목을 받기 시작했다. 세계랭킹은 점점 오르기 시작하더

니 45위에서 시작해 11위까지 올라갔다. 테니스 선수치

고는 크지 않은 신장(168cm)에도 빠른 발을 이용한 커

버 능력으로 코트를 휘저었던 그녀는 MIP를 받았다. 하

지만 할렙이 그랜드슬램에서 거둔 성적은 그 해 거둔 16

강이 최고였다. 기량발전상을 받기에는 충분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던 그녀는 2014년 마침내 최고의 선수로 우

뚝 서게 됐다.

호주오픈에서 8강에 오른 할렙은 프랑스오픈에서 준우

승을, 윔블던에서는 4강까지 오르며 지난해 그녀가 왜 

MIP를 받았는지 증명해 냈다. 11위였던 세계랭킹은 2위

까지 올랐으며 이후로도 기량을 유지하며 3위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2013년보다는 못한 두 개의 타이틀을 획득했지만 세

계랭킹이 오르면서 더욱 높은 수준에 도전했고 현 최고의 선수들이 출전하는 그랜드슬램에서의 활약을 살펴보면 MIP를 

받고 한 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할렙은 꾸준히 톱5에 있었고 2017년에는 생애 첫 세계 1위에 올랐으며 2018년

에는 프랑스오픈, 2019년에는 윔블던 정상을 차지하며 그랜드슬램 2회 우승을 거두었다.

존 이스너(미국, 2009 MIP)
2009년_ 투어 우승 0회 

MIP 이후_ 투어 우승 15회, 2018 윔블던 4강

‘하늘에서 쏟아지는 서브’라는 평을 받는 이스너. 208cm의 신

장에서 내리꽂는 서브를 구사하는 그는 서브 하나로 세계 테

니스의 중심에 섰다. 2007년 프로에 데뷔한 이스너는 데뷔 2

년차인 2009년 143위로 시작했던 세계랭킹을 34위까지 끌어 

올렸다. 비록 타이틀 획득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스너가 한 해 

동안 펼쳤던 활약은 높이 평가받으며 2009년 MIP에 선정됐

다.

이후 이스너는 MIP 수여와 함께 자신감을 찾았던 덕인지 꽃

길을 걸었다. 2010 시즌에 출전한 첫 대회, 뉴질랜드에서 열

린 ASB 클래식에서 자신의 첫 투어대회 타이틀을 획득했으며 

호주오픈 16강에서 앤디 머레이(영국)에게 가로막혔지만 꾸준

한 활약을 펼쳐나갔다. MIP를 수여 받고 다음 해인 2010년 이

스너는 34위이던 순위를 19위까지 끌어올렸으며 현재까지 그

는 자신의 장기이자 최고의 무기인 서브를 앞세워 총 15개의 

타이틀을 획득했다. 2018년에는 세계 8위까지 오르며 톱10의 

벽을 무너뜨렸으며 지금까지도 이스너는 ATP투어 서브부문 

순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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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니 부샤르(캐나다, 2014 MIP)
2014년_ 호주오픈 4강, 프랑스오픈 4강, 

윔블던 준우승, 투어 우승 1회

MIP 이후_ 호주오픈 8강, 투어 우승 0회

2014년은 부샤르에게 그야말로 최고의 한 해였다. 그녀는 4대 

그랜드슬램 중 US오픈을 제외하고 모든 그랜드슬램에서 4강 

이상의 성적을 거두었다. 윔블던에서는 최고의 활약을 펼치

며 준결승에서 당시 세계 3위에 있었던 할렙을 꺾으며 결승까

지 올랐다. 비록 페트라 크비토바(체코)에게 막혀 우승에는 실

패했지만 그녀의 활약은 눈부셨다. 아름다운 외모도 한몫 했

을까. 부샤르는 여자 테니스계의 ‘핫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고 

세계랭킹은 31위에서 톱10에 진입하며 5위까지 올랐다. 최종 

세계 7위로 시즌을 마감하며 부샤르는 2014 MIP를 차지했다.

하지만 그녀의 활약은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새로운 스타로 

등극하며 2014년을 보냈지만 다음 시즌은 내리막길이었다. 

2015년에 그녀가 거둔 최고 성적은 16강. 끝없이 치솟던 세계

랭킹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며 49위까지 내려갔다. 잠깐의 

부진이라고 여기고 싶었지만 부샤르의 앞에는 계속 내리막길

이 이어졌고 결국 2014년 이후 그녀의 세계랭킹은 계속 하락

하며 올 시즌 15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정현(한국, 2015 MIP)
2015년_ 그랜드슬램 첫 승, 한국 선수 최초 MIP 수상

2016년_ 그랜드슬램 1회전 탈락, 104위로 시즌 마감

2018년_ 한국 선수 최초 그랜드슬램 4강, 역대 최고 세계랭킹 19위 기록

2019년_ 부상으로 공백기 이후 부활 준비 중

정현은 남녀선수를 통틀어 한국선수 최초로 테니스 어워즈 수상자가 됐다. 

2015년 그는 챌린저에서 네 차례 우승, 투어 대회 첫 8강 진출, US오픈에서 

그랜드슬램 첫 승을 거두는 등 프로데뷔 1년 만에 폭풍 성장하는 모습을 보

였다. 이러한 활약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테니스에서도 정현에게 주목하는 

데 일조했다. ATP에서는 ‘미래가 기대되는 선수’로 정현을 지목하며 그를 차

세대 슈퍼스타로 분류했다. 이는 한국 선수 최초 MIP수상으로 이어졌다. 정현

은 167위였던 세계랭킹을 51위까지 끌어 올리며 한국 테니스의 별로 떠올랐

다. 하지만 너무 많은 힘을 쏟아부었던 탓일까. 정현은 다음 시즌 조금씩 부

진하기 시작했다. 51위였던 순위는 반년도 되지 않아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

다. 물론 투어 대회에서 8강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그가 받았던 기대는 너무

나 컸기 때문에 더 이상 8강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호주오픈과 프랑스오픈

에 출전했지만 본선 1회전에서 모두 패배했다. 두 개의 챌린저 타이틀을 추가

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세계 51위로 시작했던 랭킹은 104위

까지 떨어졌다. 

물론 정현은 쭉 내리막길만 달리지 않았다. 2018년 호주오픈에서는 한국 선

수 최초 그랜드슬램 4강에 올랐으며 역대 최고 세계랭킹 19위까지 올라갔다. 

한국에 그야말로 정현 돌풍이 불며 테니스 전성기를 맞았다. 하지만 올 시즌 

부상으로 공백기를 가진 그는 다시 내리막길을 달렸다. MIP 수상 이후 롤러

코스터 같은 선수생활을 그는 이어가고 있지만 이제 부상에서 벗어나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