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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P투어 250시리즈 청두오픈을 통해 아시아 시리즈를 시작한 정현(제네시스 후원, 

한국체대)이 롤러코스터 같은 한 달을 보냈다. 청두오픈 본선 컷오프(대회 시작 6주 

전 세계랭킹)는 세계 56위, 예선 컷오프는 131위였다. 6주 전 정현의 세계랭킹은 170

위로 본선과 예선에 출전할 수 없지만 대회측으로부터 와일드카드를 받고 본선에 

직행했다.

1회전 상대는 세계 62위 주앙 소자(포르투갈). 우천으로 예정된 날짜보다 하루 연기

돼 열린 경기에서 정현은 강력한 백핸드와 함께 포핸드로 소자를 압박하는 등 완벽

한 경기력으로 첫 세트를 6-1로 챙겼다. 하지만 두 번째 세트에서 소자의 강력한 스

트로크와 서브에 고전해 세트 스코어 1-1 동점을 허용했고 세 번째 세트 게임 스코

어 4-4에서 자신의 서비스 게임을 지키지 못하며 역전패했다. 

일본 도쿄로 건너간 정현은 ATP투어 500시리즈 라쿠텐오픈에 나섰다. 대회 출전 

당시 정현의 세계랭킹은 151위로 본선에 오를 수 없었지만 지난 시즌을 톱30으로 

마무리해 본선에 직행할 수 있었다. ATP는 전년도 연말랭킹 기준 톱30이 이듬해 부

진과 부상 등으로 세계랭킹이 떨어지더라도 500시리즈 출전을 신청할 경우 네 차

례 한해서 본선 직행을 규정하고 있다. 

1회전에서 로렌조 소네고(이탈리아)를 상대로 2시간 11분 접전 끝에 3-6 6-3 6-4로 

역전승을 거둔 정현은 2회전에서 마린 칠리치(크로아티아)를 만났다. 2014년 US오

픈 챔피언이자 2017년 윔블던과 지난해 호주오픈 준우승을 차지한 칠리치는 톱 선

수 중 한 명으로 꾸준히 톱10을 유지했다. 올 시즌 부상 등으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세계랭킹이 30위 권으로 떨어졌지만 

쉽지 않은 상대임에는 분명했다. 게다가 정현

은 이 경기 전까지 칠리치에게 3전패를 당했

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 첫 세트 게임 스코어 1-1에서 네 

차례 듀스 끝에 칠리치의 서비스 게임을 브

레이크하며 잡은 리드를 잘 지켜 기선을 제

압한 정현은 두 번째 세트에서 자신의 서비

스 게임을 한 차례 내줘 세트올을 허용했다. 

세 번째 세트 1-0에서 두 차례 듀스 만에 칠

리치의 서비스 게임을 챙기는 등 4-1로 앞서

나간 정현은 이후 안정적인 플레이로 두 게

임을 연속 따 경기를 마무리하며 지난해 10

월 스톡홀름오픈 이후 약 1년 만에 투어 8강

을 밟았다. 또 칠리치의 30위는 올 시즌 정현

이 승리를 거둔 선수 중 가장 높은 세계랭킹

이다.

이날 경기에서 정현의 서브가 돋보였다. 칠리

치보다 3개 많은 11개의 서브 에이스를 터트

렸고 더블폴트는 한 개를 범했다. 반면, 강서

버 칠리치의 에이스 개수는 8개에 그쳤고 더

블폴트는 무려 7개나 저질렀다. 상승세를 탈 

것 같았던 정현은 다비드 고핀(벨기에)에게 

져 시즌 첫 투어 4강이 좌절됐다.

라쿠텐오픈을 마친 후 국내로 돌아와 휴식과 

훈련을 한 정현은 올 시즌 대미를 장식할 유

럽 실내 하드코트 시리즈의 첫 대회로 스톡

홀름오픈에 출전했다. 3번시드를 받고 예선

에 나선 정현은 1회전에서 218위 세드리 마르

셀 슈테베(독일)에게 6-3 3-6 3-6으로 일격

을 당했다. 정현이 투어대회에서 예선 1회전 

탈락한 것은 지난 2017년 멕시코 아카풀코대

회 이후 약 2년 8개월 만이었다. 정현은 시즌 

마지막 투어 대회로 10월 28일부터 프랑스에

서 열리는 파리마스터스 출전 신청을 했지만 

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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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 HYEON

청두오픈 1회전 0

라쿠텐오픈 8강 90

스톡홀름오픈 예선 1회전 0

9월 16일~10월 13일 정현 성적표

대회명	 				성적	 랭킹	포인트

10.28~11.3 파리마스터스 프랑스 파리 -

11.4~11.10 효고챌린저 일본 고베 -

정현 11월 스케줄

날짜	 대회명	 					장소																												지난해	성적

‘시즌 첫 투어 8강’과 ‘예선 1회전 탈락’

극과	극의	한	달을	보낸	정현

ATP  RANKING

145
9월 23일

 143
9월 30일

120
10월 7일

131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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