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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모옥션 꼬모옥션 2020년 12월 온라인경매  칸옥션 칸옥션 제17회 미술품경매 

 마이아트옥션 제38회 마이아트옥션 경매  케이옥션 케이옥션 2020년 12월 7일 위클리 온라인 미술품 경매 

 서울옥션 아트시 X 서울옥션: HO! HO! HO!   2020년 12월 8일 프리미엄 온라인 미술품 경매 

  2020 12월 온라인 경매   케이옥션 2020년 12월 14일 위클리 온라인 미술품 경매 

  제158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케이옥션 2020년 12월 21일 위클리 온라인 미술품 경매 

  ZEROBASE x 아트경기   2020년 12월 22일 프리미엄 온라인 미술품 경매 

 아이옥션 제 51회 겨울 경매   케이옥션 2020년 12월 28일 위클리 온라인 미술품 경매 

 아트데이옥션 2020년 12월 온라인미술품 경매    

 에이옥션 2020년 12월 157회 온라인    

  2020년 12월 158회 온라인 PART 1    

  2020년 12월 158회 온라인 PART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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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은 총 18회 경매(국내 온라인 13회, 해외 온라인 1회, 국내 오프라인 4회)가 진행되었다. 작

품낙찰총액은 총 14,241,261,660원으로 총 출품 작품수는 2,619점, 낙찰 작품수 1,616점, 평균 낙찰률

은 61%이다.  

표 1. 2020년 12월, 미술품 경매사별 출품 작품수, 낙찰 작품수, 낙찰률,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그림 1. 2020년 12월 경매사별 통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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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모옥션 48 15 31% 6.7 

마이아트옥션 174 129 74% 2,840.2 

서울옥션 523 391 75% 8,621.8 

아이옥션 230 170 74% 635.5 

아트데이옥션 182 94 52% 251.0 

에이옥션 407 295 72% 252.2 

칸옥션 117 73 62% 282.1 

케이옥션 938 449 48% 1,351.4 

합계 2,619 1,616 61% 14,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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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매사별 작품낙찰총액 비중 

2020년 12월 작품낙찰총액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옥션은 “서울옥션”으로 작품낙찰총액   

8,621,811,660원을 기록하며 60.54%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2. 2020년 12월 경매사별 작품낙찰총액 비중도 

 

1.2.1 최고 비중 경매사 – “서울옥션” 

“서울옥션”은 2020년 12월 총 4회의 경매(국내 온라인 2회, 해외 온라인 1회, 국내 오프라인 1회)를 진

행하였으며, 그 중 국내 오프라인 경매 “제158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의 작품낙찰총액이 8,012,750,000

원을 기록하였다. 해당 경매에서는 총 191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그 중 147점의 작품이 낙찰되어 낙

찰률은 76.96%를 기록하였다. 

 
그림 3. 2020년 12월 “서울옥션”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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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온라인/오프라인별 통계 

2020년 12월은 총 18회의 경매가 진행되었다. 그 중 총 14회가 온라인 경매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경

매의 출품 작품수 1,907점 중 1,097점이 낙찰되면서 낙찰률 57.5%를 기록하였다. 온라인 경매의 작품낙

찰총액은 2,470,611,660원이다. 총 4회 진행된 오프라인 경매의 출품 작품 수는 712점, 낙찰 작품수는 

519점으로 낙찰률 72.9%를 기록하였으며, 작품낙찰총액은 11,770,650,000원이다. 

표 2. 2020년 12월, 온라인/오프라인별 출품 작품수, 낙찰 작품수, 낙찰률,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그림 4. 2020년 12월, 온라인/오프라인별 출품 작품수, 낙찰 작품수, 낙찰률,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1.3.1 온라인 통계 

2020년 12월 진행된 총 14회의 온라인 경매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총액을 기록한 경매는 케이옥션에서 진행

한 “2020년 12월 22일 프리미엄 온라인 미술품 경매”로 작품낙찰총액은 597,600,000원을 기록하였다. 해당 

경매에서는 총 208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그 중 93점의 작품이 낙찰되어 낙찰률은 44.7%를 기록하였다. 

 

 
그림 5. 2020년 12월 온라인 경매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TOP5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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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데이옥션 2020년 12월 온라인미술품 경매

 출품 작품수(점) 낙찰 작품수(점) 낙찰률(%) 작품낙찰총액 

온라인 1,907 1,097 57.5% 2,470.6 

오프라인 712 519 72.9% 11,770.6 

합계 2,619 1,616 - 14,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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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오프라인 통계 

2020년 12월은 총 4회의 오프라인 경매가 진행되었다. 오프라인 경매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총액을 기록한 

경매는 서울옥션에서 진행한 “제158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이다. 해당 경매의 작품낙찰총액은 

8,012,750,000원으로 2020년 12월 작품낙찰금액 TOP10 작품 중 7작품이 해당 경매에서 낙찰되었으며, 

가장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한 작품은 “이우환” 작가의 [Dialogue] 작품으로 780,000,000원의 작품낙찰

금액을 기록하였다. 

표 3. 2020년 12월, 오프라인 경매별 출품 작품수, 낙찰 작품수, 낙찰률,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그림 6. 2020년 12월 오프라인 경매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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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옥션 제 51회 겨울 경매

칸옥션 제17회 미술품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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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회 마이아트옥션 경매 174 129 74% 2,840.2 

제158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191 147 77% 8,012.7 

아이옥션 제 51회 겨울 경매 230 170 74% 635.5 

칸옥션 제17회 미술품경매 117 73 52% 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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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매사별 분석 결과 

2020년 12월 꼬모옥션은 국내 온라인 경매 1회 “꼬모옥션 2020년 12월 온라인경매”를 진행하였다. 꼬모옥션의 

총 출품 작품수 48점 중 15점이 낙찰되어 낙찰률 31%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 12월 전체 경매의 0.05%의 비

중을 차지하였다. 작품낙찰총액은 6,780,000원을 기록하였으며 그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한 작품은 

“박득순” 작가의 [정물] 작품으로 1,600,000원에 낙찰되었다. 

 

2020년 12월 마이아트옥션은 국내 온라인 경매 1회 “제38회 마이아트옥션 경매”를 진행하였다. 마이아트옥션의 

총 출품 작품수 174점 중 129점이 낙찰되어 낙찰률 74%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 12월 전체 경매의 19.94%

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작품낙찰총액은 2,840,250,000원을 기록하였으며 그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

한 작품은 [표피도 7폭병풍 (豹皮圖七幅屛風)] 작품으로 700,000,000원에 낙찰되면서 2020년 12월 작품낙찰금

액 TOP10 2위를 기록하였다. 

 

서울옥션은 총 4회의 경매(국내 온라인 2회, 해외 온라인 1회, 국내 오프라인 1회)를 진행하였다. 총 523점의 출

품 작품 중 391점이 낙찰되어 낙찰률은 75%, 작품낙찰총액 8,621,811,660원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12월 

전체 경매 중 60.54%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서울옥션 경매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총액을 기록한 경매는 국내 오

프라인 경매 “제158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로 191점의 출품 작품 중 147점이 낙찰되어 8,012,750,000원의 

작품낙찰총액을 기록하였으며 해당 경매에서 “이우환” 작가의 [Dialogue] 작품이 780,000,000원에 낙찰되어 

2020년 12월 작품낙찰금액 TOP10 1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서울옥션은 “아트시 X 서울옥션: HO! HO! HO!” 경매

를 비롯한 온라인 경매 3회의 작품낙찰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아이옥션은 2020년 12월 국내 오프라인 경매 1회 “제 51회 겨울 경매”를 진행하였다. 아이옥션의 총 출품 작품

수 230점 중 170점이 낙찰되어 낙찰률 74%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 12월 전체 경매의 4.46%의 비중을 차지

하였다. 작품낙찰총액은 635,500,000원을 기록하였으며 가장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한 작품은 “김준근” 작가

의 작품 [춘화도 14점] 작품으로 200,000,000원에 낙찰되었다.  

 

2020년 12월 아트데이옥션은 총 1회의 온라인 경매 “2020년 12월 온라인미술품 경매”를 진행하였다. 아트데이

옥션의 총 출품 작품수 182점 중 94점이 낙찰되어 낙찰률 52%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 12월 전체 경매의 

1.76%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작품낙찰총액은 251,080,000원을 기록하였으며 온라인 경매의 작품낙찰가를 공개

하지 않았다. 

 

에이옥션은 2020년 12월 총 3회의 온라인 경매를 진행하였다. 총 407점의 출품 작품 중 295점이 낙찰되어 작

품낙찰총액 252,220,000원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12월 전체 비중에서 1.77%를 차지하였다. 총 3회의 온라

인 경매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총액을 기록한 경매는 “2020년 12월 157회 온라인” 경매로 작품낙찰총액은 

90,830,000원으로 총 154점의 출품 작품 중 111점이 낙찰되었다. 에이옥션은 해당 경매를 비롯한 온라인 경매 

3회의 작품낙찰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2020년 12월 칸옥션은 국내 오프라인 경매 1회 “칸옥션 제17회 미술품경매”를 진행하였다. 칸옥션의 총 출품 작

품수 117점 중 73점이 낙찰되어 낙찰률 62%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 12월 전체 경매의 1.98%의 비중을 차지

하였다. 작품낙찰총액은 282,150,000원을 기록하였으며 그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한 작품은 “정선” 

작가의 [고사망원 (高士望遠), 초충 (草蟲)] 작품으로 60,000,000원에 낙찰되었다. 

 

케이옥션은 2020년 12월 총 6회의 온라인경매를 진행하였다. 총 938점의 출품 작품 중 449점의 작품이 낙찰되

어 작품낙찰총액 1,351,470,000원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12월 전체 비중에서 9.49%를 차지하였다. 케이옥

션 경매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총액을 기록한 경매는 “2020년 12월 22일 프리미엄 온라인 미술품 경매”로 208

점의 출품 작품 중 93점이 낙찰되어 597,600,000원의 작품낙찰총액을 기록하였으며 케이옥션은 해당 경매를 비

롯한 온라인 경매 6회의 작품낙찰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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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매낙찰 랭킹리포트 

2.1 경매 작품낙찰금액 TOP10 

2020년 12월 가장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한 작품은 “이우환” 작가의 [Dialogue] 작품으로 서울옥션 오

프라인 경매 “제158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에서 780,000,000원의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하였다. 해당 작품

을 포함하여 2020년 12월 작품낙찰금액 TOP10 중 7점의 작품이 서울옥션 “제158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에서 낙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우환” 작가의 [Dialogue] 작품 이외에도 [From Line] 작품과 

[With Winds] 작품이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해외 작가로는 “게르하르트 리

히터 Gerhard Richter” 작가의 [Grün-Blau-Rot] 작품과 “쿠사마 야요이 Kusama Yayoi” 작가의 [Flowers] 

작품이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하면서 각각 5위와 8위에 이름을 올렸다.  
 

 

 작가 작품명 작품낙찰금액 경매사 옥션명 

1 이우환 Dialogue 780,000 서울옥션 제158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2 - 표피도 7폭병풍 (豹皮圖七幅屛風) 700,000 마이아트옥션 제38회 마이아트옥션 경매 

3 - 나전흑칠국당초문함 (螺鈿黑漆菊唐草紋函) 630,000 마이아트옥션 제38회 마이아트옥션 경매 

4 이우환 From Line 610,000 서울옥션 제158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5 
게르하르트 리히터 

Gerhard Richter 
Grün-Blau-Rot 550,000 서울옥션 제158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6 이중섭 어린이와 새와 물고기 450,000 서울옥션 제158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7 이우환 With Winds 435,000 서울옥션 제158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8 
쿠사마 야요이 

Kusama Yayoi 
Flowers 400,000 서울옥션 제158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9 정선 백악부아암 (白岳負兒岩) 340,000 서울옥션 제158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10 - 십장생도 (十長生圖) 310,000 마이아트옥션 제38회 마이아트옥션 경매 

표 4. 2020년 12월 경매 낙찰가 TOP10(단위:천 원) 

 

 

1. 이우환, Dialogue 2. 표피도 7폭병풍 (豹皮圖七幅屛風) 

 

 

78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700,000,000원 낙찰, 마이아트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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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전흑칠국당초문함 (螺鈿黑漆菊唐草紋函) 4. 이우환, From Line 

  

630,000,000원 낙찰, 마이아트옥션 61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5. 게르하르트 리히터, Grün-Blau-Rot 
6. 이중섭, 어린이와 새와 물고기 

 

  

55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45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7. 이우환, With Winds 8. 쿠사마 야요이, Flowers 

  

435,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40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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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선, 백악부아암(白岳負兒岩) 10. 십장생도 (十長生圖) 

 

 

34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310,000,000원 낙찰, 마이아트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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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작가별 경매 출품 작품수 TOP10 

2020년 12월 작가별 경매 출품 작품수 상위 TOP10 중 가장 많은 출품 작품수를 기록한 작가는 “이우환” 

작가로 총 31점의 작품을 출품하였다. 총 31점의 출품 작품 중 26점이 낙찰되어 낙찰률 84%를 기록하

였으며, 작품낙찰총액은 2,547,910,500원이다. “이우환” 작가의 작품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한 

작품은 “제158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에서 낙찰된 [Dialogue]작품으로 780,000,000원에 낙찰되어 

2020년 12월 작품낙찰금액 TOP10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작가 출품 작품수(점) 낙찰 작품수(점) 낙찰률(%) 

이우환 31 26 84% 

민경갑 28 21 75% 

허백련 24 19 79% 

허건 23 15 65% 

무라카미 타카시 

Murakami Takashi 
21 19 90% 

김종학 21 13 62% 

이대원 21 15 71% 

이상범 18 12 67% 

이왈종 18 10 56% 

오치균 17 7 41% 

표 5. 2020년 12월 작가별 경매 출품 작품수 TOP10 

 

 

2.3 작가별 경매 작품낙찰총액 TOP10 

2020년 12월 작가별 경매 작품낙찰총액 상위 TOP10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총액을 기록한 작가는 “이우

환” 작가로 작품낙찰총액 2,547,910,500원을 기록하였다. “이우환” 작가는 2020년 12월 총 31점의 작품

을 출품하였으며 그 중 26점의 작품이 낙찰되었다. 2위를 기록한 “게르하르트 리히터 Gerhard Richter” 작

가는 총 2점의 출품 작품 모두가 낙찰되어 작품낙찰총액 582,529,000원을 기록하였으며, 그 중 [Grün-

Blau-Rot] 작품이 “제158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에서 550,000,000원에 낙찰되어 2020년 12월 작품낙

찰금액 TOP10 5위에 이름을 올렸다. 

표 6. 2020년 12월 작가별 경매 작품낙찰총액 TOP10(단위:백만 원) 

  

 작가 작품낙찰총액  작가 작품낙찰총액 

1 이우환 2,547.9 6 박생광 442.9 

2 
게르하르트 리히터 

Gerhard Richter 
582.5 7 김정희 284.6 

3 
쿠사마 야요이 

Kusama Yayoi 
461.0 8 이하응 276.7 

4 정선 452.0 9 김종학 252.8 

5 이중섭 450.0 10 이대원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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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경매사별 최고 작품낙찰금액 리스트 

표 7. 2020년 12월 경매사별 최고가격 작품리스트(단위:천 원) 

 

꼬모옥션 – 박득순, 정물 마이아트옥션 - 표피도 7폭병풍 (豹皮圖七幅屛風) 

 

 

1,600,000원 낙찰 

 

70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 이우환, Dialogue 아이옥션 – 김준근, 춘화도 14점 

  

780,000,000원 낙찰 

 

200,000,000원 낙찰 

칸옥션 – 정선, 고사망원 (高士望遠), 초충 (草蟲)  

 

 

60,000,000원 낙찰 

 

 

 

경매사 작가 작품 경매명 작품낙찰금액 

꼬모옥션 박득순 정물 꼬모옥션 2020년 12월 온라인경매 1,600 

마이아트옥션 - 표피도 7폭병풍 (豹皮圖七幅屛風) 제38회 마이아트옥션 경매 700,000 

서울옥션 이우환 Dialogue 제158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780,000 

아이옥션 김준군 춘화도 14점 제 51회 겨울 경매 200,000 

칸옥션 정선 고사망원 (高士望遠), 초충 (草蟲) 칸옥션 제17회 미술품경매 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