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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모옥션 꼬모옥션 2020년 10월 온라인경매  케이옥션 케이옥션 2020년 10월 5일 위클리 온라인 미술품 경매 

 서울옥션 2020 10월 온라인 경매   케이옥션 2020년 10월 12일 위클리 온라인 미술품 경매 

  서울옥션 부산경매   2020년 10월 6일 프리미엄 온라인 미술품 경매 

 아이옥션 제28회 I Contact온라인경매   케이옥션 2020년 10월 19일 위클리 온라인 미술품 경매 

 에이옥션 2020년 10월 153회 온라인   케이옥션 2020년 10월 26일 위클리 온라인 미술품 경매 

  2020년 10월 154회 온라인 PART 1   2020년 10월 20일 프리미엄 온라인 미술품 경매 

  2020년 10월 154회 온라인 PART 2   LiveOn Auction: A New Beginning 

      

      

      

      

      

      

  

- 본 보고서는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의 K-ARTMARKET(www/k-artmarket.kr) 데이터와 (주)앤에이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K-ARTMARKET 데이터 

2. (주)앤에이앤 데이터 

3. 국내 미술품 경매회사에서 거래된 미술작품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하며 아트상품, 명품, 유가증권 등은 제외 

4. 해외 경매에서 거래된 미술작품의 낙찰작품금액은 환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분석 및 통계에 사용된 경매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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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경매시장동향 

1.1 경매사별 통계 

2020년 10월은 총 14회 경매(국내 온라인 12회, 국내 오프라인 2회)가 진행되었다. 작품낙찰총액은 총 

4,557,420,000원으로 총 출품 작품수는 1,928점, 낙찰 작품수 1,180점, 평균 낙찰률은 59%이다.  

 

표 1. 2020년 10월, 미술품 경매사별 출품 작품수, 낙찰 작품수, 낙찰률,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그림 1. 2020년 10월 경매사별 통계 그래프 

경매사 출품 작품수(점) 낙찰 작품수(점) 낙찰률(%) 작품낙찰총액 

꼬모옥션 57 15 26% 5.6 

서울옥션 229 171 75% 3,033.9 

아이옥션 400 268 67% 59.3 

에이옥션 380 290 76% 247.6 

케이옥션 862 436 51% 1,210.7 

합계 1,928 1,180 59% 4,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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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매사별 작품낙찰총액 비중 

2020년 10월 작품낙찰총액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옥션은 “서울옥션”으로 작품낙찰총액   

4,557,420,000원을 기록하며 66.57%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2. 2020년 10월 경매사별 작품낙찰총액 비중도 

 

1.2.1 최고 비중 경매사 – “서울옥션” 

“서울옥션”은 2020년 10월 총 2회의 경매(온라인 1회, 오프라인 1회)를 진행하였으며, 그 중 “서울옥션 

부산경매”의 작품낙찰총액이 2,775,800,000원을 기록하였다. 해당 경매에서는 총 99점의 작품이 출품되

었으며 그 중 173점의 작품이 낙찰되어 낙찰률은 73.74%를 기록하였다. 

 

 
그림 3. 2020년 10월 “서울옥션”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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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온라인/오프라인별 통계 

2020년 10월은 총 14회의 경매가 진행되었다. 그 중 총 12회가 온라인 경매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경

매의 출품 작품수 1,799점 중 1,092점이 낙찰되면서 낙찰률 61%를 기록하였다. 온라인 경매의 작품낙찰

총액은 1,503,820,000원이다. 총 2회 진행된 오프라인 경매의 출품 작품 수는 129점, 낙찰 작품수는 88

점으로 낙찰률 68%를 기록하였으며, 작품낙찰총액은  3,053,600,000 원이다. 

표 2. 2020년 10월, 온라인/오프라인별 출품 작품수, 낙찰 작품수, 낙찰률,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그림 4. 2020년 10월, 온라인/오프라인별 출품 작품수, 낙찰 작품수, 낙찰률,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1.3.1 온라인 통계 

2020년 10월 진행된 총 12회의 온라인 경매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총액을 기록한 경매는 케이옥션에서 진행

한 “2020년 10월 6일 프리미엄 온라인 미술품 경매”로 작품낙찰총액은 375,500,000원을 기록하였다. 해당 

경매에서는 총 171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그 중 89점의 작품이 낙찰되어 낙찰률은 52.05%를 기록하였다. 

 

 
그림 5. 2020년 10월 온라인 경매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TOP5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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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옥션 2020년 10월 20일 프리미엄 온라인 미술품 경매

서울옥션 2020 10월 온라인 경매

에이옥션 2020년 10월 154회 온라인 PART 2

에이옥션 2020년 10월 154회 온라인 PART 1

 출품 작품수(점) 낙찰 작품수(점) 낙찰률(%) 작품낙찰총액 

온라인 1,799 1,092 61% 1,503.8 

오프라인 129 88 68% 3,053.6 

합계 1,928 1,180 - 4,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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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오프라인 통계 

2020년 10월 진행된 총 2회의 오프라인 경매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총액을 기록한 경매는 서울옥션에서 

진행한 “서울옥션 부산경매”로 작품낙찰총액은 2,775,800,000원을 기록하였다. 또 다른 오프라인 경매는 

케이옥션에서 진행한 “LiveOn Auction: A New Beginning”으로 작품낙찰총액은 277,800,000원을 기록하였

다. 해당 경매에서는 총 30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그 중 15점의 작품이 낙찰되었다. 2020년 10월 오프

라인 경매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한 작품은 “서울옥션 부산경매”에서 낙찰된 “쿠사마 야요이 

Kusama Yayoi” 작가의 [Pumpkin] 작품으로 265,000,000원에 낙찰되었다. 

표 3. 2020년 10월, 오프라인 경매별 출품 작품수, 낙찰 작품수, 낙찰률,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1. 쿠사마 야요이, Pumpkin 2. 아야코 록카쿠, 무제 

 
 

265,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25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3. 이우환, Correspondance  

 

 

19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경매명 출품 작품수(점) 낙찰 작품수(점) 낙찰률(%) 작품낙찰총액 

서울옥션 부산경매 99 73 73% 2,775.8 

케이옥션 LiveOn Auction: A New 

Beginning 
30 15 50% 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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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매사별 분석 결과 

2020년 10월 꼬모옥션은 국내 온라인 경매 1회를 진행하였다. 총 출품 작품수 57점 중 15점이 낙찰되어 낙찰률 

26%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 10월 전체 경매의 0.12%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작품낙찰총액은 5,650,000원을 

기록하였으며 가장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한 작품은 “류영도” 작가의 [무제] 작품과 “노수현” 작가의 [추경산수] 

작품으로 1,200,000원에 낙찰되었다. 

 

서울옥션은 총 2회의 경매(온라인 1회, 오프라인 1회)를 진행하였다.  총 229점의 출품 작품 중 171점이 낙찰되

어 낙찰률은 75%, 작품낙찰총액 3,033,950,000원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10월 전체 경매 중 66.57%의 비

중을 차지하였다. 국내 오프라인 경매 “서울옥션 부산경매”에서 작품낙찰총액 2,775,800,000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20년 10월 총 진행 경매 중 61%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해당 경매에서 거래된 9점의 작품이 2020년 

10월 경매 작품낙찰금액 TOP10에 이름을 올렸다. 그 중 “쿠사마 야요이 Kusama Yayoi” 작가의 [Pumpkin] 두 

작품이 265.000.000원, 120,000,000원에 낙찰되어 1위와 7위를 기록하였다. 

 

아이옥션은 2020년 10월 국내 온라인 경매 1회 “제28회 I Contact온라인경매”를 진행하였다. 아이옥션의 총 출

품 작품수 400점 중 268점이 낙찰되어 낙찰률 67%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 10월 전체 경매의 1.30%의 비중

을 차지하였다. 작품낙찰총액은 59,360,000원을 기록하였으며 가장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한 작품은 민화 작

품 중 [호작도] 작품으로 1,800,000원에 낙찰되었다. 

 

에이옥션은 2020년 10월 총 3회의 온라인 경매를 진행하였다. 총 380점의 출품 작품 중 290점이 낙찰되어 작

품낙찰총액 247,670,000 원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10월 전체 비중에서 5.43%를 차지하였다. 총 3회의 온라

인 경매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총액을 기록한 경매는 “2020년 10월 154회 온라인 PART 2” 경매로 작품낙찰총액

은 97,020,000원으로 총 119점의 출품 작품 중 86점이 낙찰되었다. 에이옥션은 해당 경매를 비롯한 온라인 경

매 3회의 작품낙찰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케이옥션은 2020년 10월 총 7회의 경매(온라인 6회, 오프라인 1회)를 진행하였다. 총 862점의 출품 작품 중 

436점의 작품이 낙찰되어 작품낙찰총액 1,210,790,000원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10월 전체 비중에서 26.57%

를 차지하였다. 케이옥션 경매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총액을 기록한 경매는 프리미엄 온라인 경매인 “2020년 10

월 6일 프리미엄 온라인 미술품 경매”로 171점의 출품 작품 중 89점이 낙찰되어 375,500,000원의 작품낙찰총

액을 기록하였다. 케이옥션은 해당 경매를 온라인 경매 6회, 오프라인 경매 1회의 작품낙찰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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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매낙찰 랭킹리포트 

2.1 경매 작품낙찰금액 TOP10 

2020년 10월 가장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한 작품은 “쿠사마 야요이 Kusama Yayoi” 작가의 [Pumpkin] 

작품으로 서울옥션 오프라인 경매 “서울옥션 부산경매”에서 265,000,000원의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하였다. 

해당 작품을 포함하여 2020년 10월 작품낙찰금액 TOP10의 모든 작품이 “서울옥션 부산경매”에서 낙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10월에는 “쿠사마 야요이 Kusama Yayoi” 작가를 비롯한 해외 작가들의 작품

이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하여 이름을 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쿠사마 야요이 Kusama Yayoi” 작가

의 다른 [Pumpkin] 작품 역시 120,000,000원에 낙찰되어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작가 작품명 작품낙찰금액 경매사 옥션명 

1 
쿠사마 야요이 

Kusama Yayoi 
Pumpkin 265,000 서울옥션 서울옥션 부산경매 

2 
아야코 록카쿠 

Ayako Rokkaku 
무제 250,000 서울옥션 서울옥션 부산경매 

3 이우환 Correspondance 190,000 서울옥션 서울옥션 부산경매 

4 박서보 묘법 (8 works) 170,000 서울옥션 서울옥션 부산경매 

5 김환기 무제 140,000 서울옥션 서울옥션 부산경매 

6 
데이비드 호크니 

David Hockney 

The Arrival of Spring in Woldgate, 

East Yorkshire in 2011 (twenty 

eleven)- 17 April, 2011 

125,000 서울옥션 서울옥션 부산경매 

7 
쿠사마 야요이 

Kusama Yayoi 
Pumpkin 120,000 서울옥션 서울옥션 부산경매 

8 김창열 물방울 92,000 서울옥션 서울옥션 부산경매 

9 오치균 감 90,000 서울옥션 서울옥션 부산경매 

10 김창열 회귀 70,000 서울옥션 서울옥션 부산경매 

표 4. 2020년 10월 경매 낙찰가 TOP10(단위:천 원) 

 

1. 쿠사마 야요이, Pumpkin 2. 아야코 록카쿠, 무제 

  

265,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25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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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우환, Correspondance 4. 박서보, 묘법 (8 works) 

 

 

19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17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5. 김환기, 무제 

6. 데이비드 호크니, The Arrival of Spring in 

Woldgate, East Yorkshire in 2011 (twenty 

eleven)- 17 April, 2011 

 
 

14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125,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7. 쿠사마 야요이, Pumpkin 8. 김창열, 물방울 

 
 

12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92,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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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오치균, 감 10. 김창열, 회귀 

  

9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7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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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작가별 경매 출품 작품수 TOP10 

2020년 10월 작가별 경매 출품 작품수 상위 TOP10 중 가장 많은 출품 작품수를 기록한 작가는 “이우환” 

작가로 총 21점의 작품을 출품하였다. 총 21점의 출품 작품 중 15점이 낙찰되어 낙찰률 71%를 기록하

였으며, 작품낙찰총액은 431,350,000원이다. “이우환” 작가의 작품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한 

작품은 “서울옥션 부산경매”에서 낙찰된 [Correspondance]작품으로 190,000,000원에 낙찰되어 2020년 

10월 작품낙찰금액 TOP10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작가 출품 작품수(점) 낙찰 작품수(점) 낙찰률(%) 

이우환 21 15 71% 

하지훈 20 19 95% 

이왈종 20 10 50% 

김종학 18 10 56% 

이대원 17 7 41% 

곽남배 16 10 63% 

설종보 14 6 43% 

서세옥 12 9 75% 

허건 12 11 92% 

민경갑 11 6 55% 

표 5. 2020년 10월 작가별 경매 출품 작품수 TOP10 

 

 

2.3 작가별 경매 작품낙찰총액 TOP10 

2020년 10월 작가별 경매 작품낙찰총액 상위 TOP10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총액을 기록한 작가는 “쿠사

마 야요이 Kusama Yayoi” 작가로 작품낙찰총액 517,300,000원을 기록하였다. “쿠사마 야요이 Kusama 

Yayoi” 작가는 2020년 10월 총 8점의 작품을 출품하였으며 그 중 6점의 작품이 낙찰되었다. 그 중 

[Pumpkin] 작품이 서울옥션 “서울옥션 부산경매”에서 265,000,000원의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하여 2020

년 10월 작품낙찰금액 1위를 기록하였다. 

표 6. 2020년 10월 작가별 경매 작품낙찰총액 TOP10(단위:백만 원) 

  

 작가 작품낙찰총액  작가 작품낙찰총액 

1 
쿠사마 야요이 

Kusama Yayoi 
517.3 6 

데이비드 호크니 

David Hockney 
148.0 

2 이우환 431.3 7 김환기 141.0 

3 
아야코 록카쿠 

Ayako Rokkaku 
250.0 8 

데미안 허스트 

Damien Hirst 
118.0 

4 박서보 214.5 9 오치균 102.7 

5 김창열 191.1 10 이배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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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경매사별 최고 작품낙찰금액 리스트 

표 7. 2020년 10월 경매사별 최고가격 작품리스트(단위:천 원) 

 

 

꼬모옥션 – 류영도, 무제 / 노수현, 추경산수 서울옥션 – 쿠사마 야요이, Pumpkin 

 

 

1,200,000원 낙찰 

 

265,000,000원 낙찰 

아이옥션 – 민화, 호작도  

 

 

1,800,000원 낙찰 

 

 

 

경매사 작가 작품 경매명 작품낙찰금액 

꼬모옥션 
류영도 

노수현 

무제 

추경산수 
꼬모옥션 2020년 10월 온라인경매 1,200 

서울옥션 
쿠사마 야요이 

Kusama Yayoi 
Pumpkin 서울옥션 부산경매 265,000 

아이옥션 민화 호작도 제28회 I Contact온라인경매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