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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모옥션 꼬모옥션 2020년6월 온라인경매   2020년 6월 148회 온라인 PART 1 

 마이아트옥션 기관소장품 6차 경매   2020년 6월 148회 온라인 PART 2 

  제36회 마이아트옥션 경매  칸옥션 칸옥션 제15회 미술품경매 

 서울옥션 2020 The Best Deal  케이옥션 케이옥션 2020년 6월 1일 위클리 온라인 미술품 경매 

  2020년 6월 온라인 경매   2020년 6월 2일 자선+프리미엄 온라인 미술품 경매 

  ZEROBASE x 전남문화관광재단   케이옥션 2020년 6월 8일 위클리 온라인 미술품 경매 

  제156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케이옥션 2020년 6월 15일 위클리 온라인 미술품 경매 

  아트시 X 서울옥션 온라인 경매 Summer Breeze   2020년 6월 16일 프리미엄 온라인 미술품 경매 

 아이옥션 0원 永遠   케이옥션 2020년 6월 22일 위클리 온라인 미술품 경매 

  제26회 I Contact 온라인경매   케이옥션 2020년 6월 29일 위클리 온라인 미술품 경매 

 아트데이옥션 아트데이 4th 오프라인경매   2020년 6월 30일 프리미엄 온라인 미술품 경매 

 에이옥션 취향 공감 1회 - 佛敎   케이옥션 2020년 6월 1일 위클리 온라인 미술품 경매 

  2020년 6월 147회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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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은 총 24회 경매(국내 온라인 19회, 해외 온라인 1회, 국내 오프라인 4회)가 진행되었다. 작

품낙찰총액은 총 11,393,554,000원으로 총 출품 작품수는 3,311점, 낙찰 작품수 2,067점, 평균 낙찰률

은 58%이다.  

표 1. 2020년 6월, 미술품 경매사별 출품 작품수, 낙찰 작품수, 낙찰률,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그림 1. 2020년 6월 경매사별 통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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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모옥션 55 14 25% 5.1 

마이아트옥션 232 115 50% 998.3 

서울옥션 527 383 73% 6,081.0 

아이옥션 492 393 80% 56.5 

아트데이옥션 152 96 63% 2,740.6 

에이옥션 475 348 73% 318.6 

칸옥션 105 55 52% 167.8 

케이옥션 1,272 708 56% 1,423.5 

합계 3,310 2,112 59% 11,7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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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매사별 작품낙찰총액 비중 

2020년 6월 작품낙찰총액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옥션은 “서울옥션”으로 작품낙찰총액  

6,081,037,000원을 기록하며 51.57%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2. 2020년 6월 경매사별 작품낙찰총액 비중도 

 

1.2.1 최고 비중 경매사 – “서울옥션” 

“서울옥션”은 2020년 6월 총 5회의 경매(온라인 4회, 오프라인 1회)를 진행하였으며, 그 중 오프라인 경

매인 “제156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의 작품낙찰총액이 5,364,700,000원을 기록하였다. 해당 경매에서는 

총 147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그 중 111점의 작품이 낙찰되어 낙찰률은 75.51%를 기록하였다. 

 

 
그림 3. 2020년 6월 “서울옥션”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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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시 X 서울옥션 온라인 경매 Summer Breeze

제156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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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옥션” 2020년 6월 경매 중 작품낙찰금액 상위 TOP3를 기록한 작품도 모두 “제156회 서울옥션 미술

품경매”에서 낙찰되었다. 1위를 기록한 작품은 “이우환” 작가의 [Dialogue] 작품으로 610,000,000원의 높

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하였다. 

표2. 2020년 6월 “서울옥션” 작품낙찰금액 상위 TOP3 (단위:천 원) 

 

 

1. 이우환, Dialogue 2. 이우환, With Winds 

  

61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50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3. 박수근, 노상 (路上)  

 

 

47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작가 작품명 작품낙찰금액 옥션명 

1 이우환 Dialogue 610,000 제156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2 이우환 With Winds 500,000 제156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3 박수근 노상 (路上) 470,000 제156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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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온라인/오프라인별 통계 

2020년 6월은 총 24회의 경매가 진행되었다. 그 중 총 20회가 온라인 경매(국내 19회, 해외 1회)로 진

행되었으며 온라인 경매의 출품 작품수 2,723점 중 1,736점이 낙찰되면서 낙찰률 63.8%를 기록하였다. 

온라인 경매의 작품낙찰총액은 2,122,404,000원이다. 총 4회 진행된 오프라인 경매의 출품 작품 수는 

587점, 낙찰 작품수는 376점으로 낙찰률 64.1%를 기록하였으며, 작품낙찰총액은 9,271,150,000원이다. 

표 3. 2020년 6월, 온라인/오프라인별 출품 작품수, 낙찰 작품수, 낙찰률,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그림 4. 2020년 6월, 온라인/오프라인별 출품 작품수, 낙찰 작품수, 낙찰률,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1.3.1 온라인 통계 

2020년 6월 진행된 총 14회의 온라인 경매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총액을 기록한 경매는 케이옥션에서 진행한 

“2020년 6월 16일 프리미엄 온라인 미술품 경매”이다. 해당 경매에서는 총 149점의 출품 작품 중77점의 작품

이 낙찰되어 낙찰률 52%, 작품낙찰총액 446,294,000원을 기록하였다. 

 

 
그림 5. 2020년 6월 온라인 경매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TOP5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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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옥션 2020년 6월 16일 프리미엄 온라인 미술품 경매

케이옥션 2020년 6월 30일 프리미엄 온라인 미술품 경매

아트시 X 서울옥션 온라인 경매 Summer Breeze

케이옥션 2020년 6월 2일 자선+프리미엄 온라인 미술품 경매

서울옥션 2020년 6월 온라인 경매

 출품 작품수(점) 낙찰 작품수(점) 낙찰률(%) 작품낙찰총액 

온라인 2,723 1,736 63.8% 2,520.5 

오프라인 587 376 64.1% 9,271.1 

합계 3,310 2,112 - 11,7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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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오프라인 통계 

2020년 6월 진행된 총 4회의 오프라인 경매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총액을 기록한 경매는 서울옥션에서 

진행된 “제156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이다. 서울옥션 외에도 마이아트옥션, 아트데이옥션, 칸옥션에서 오

프라인 경매를 진행하였으며 오프라인 경매는 총 9,271,150,000원의 작품낙찰총액으로 2020년 6월 전

체 경매 중 81.4%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4. 2020년 6월, 오프라인 경매별 출품 작품수, 낙찰 작품수, 낙찰률,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그림 6. 2020년 6월 오프라인 경매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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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경매 작품낙찰총액

제156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아트데이 4th 오프라인경매

제36회 마이아트옥션 경매

칸옥션 제15회 미술품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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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회 마이아트옥션 경매 183 114 62.2% 997.9 

제156회 서울옥션 미술품 경매 147 111 75.5% 5,364.7 

아트데이 4th 오프라인경매 152 96 63.1% 2,740.6 

칸옥션 제15회 미술품경매 105 55 52.4% 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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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매사별 분석 결과 

2020년 6월 꼬모옥션은 “꼬모옥션 2020년6월 온라인경매” 1회를 진행하였다. 총 55점의 출품 작품 중 14점이 

낙찰되면서 25%의 낙찰률을 보여주었다. 작품낙찰총액은 5,140,000원을 기록하면서 2020년 6월 전체 경매 중 

0.04%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꼬모옥션 경매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한 작품은 “김기창” 작가의 [夏

果하과] 작품으로 1,300,000원에 낙찰되었다. 

 

마이아트옥션은 국내 오프라인 경매 “제36회 마이아트옥션 경매”, 국내 온라인 경매 “기관소장품 6차 경매”를 진

행하였다. 총 232점의 출품 작품 중 115점이 낙찰되어 작품낙찰총액 998,320,000원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6

월 전체 경매 중 8.47%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가장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한 작품은 “신학권” 작가의 [금강내

산총도 (金剛內山摠圖]] 작품으로 360,000,000원에 낙찰되어 2020년 6월 작품낙찰금액 TOP10 6위를 기록하였

다. 

 

2020년 6월 서울옥션은 총 527점의 출품 작품 중 383점이 낙찰되어 작품낙찰총액 6,081,037,000원을 기록하

였으며 2020년 6월 전체 경매 중 51.6%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국내 온라인 경매 3회, 해외 온라인 경매 1회, 

국내 오프라인 경매 1회 총 5회의 경매를 진행하였으며 국내 오프라인 경매 “제156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에서 

작품낙찰총액 5,364,700,000원의 작품낙찰총액을 기록하였다. 해당 경매에서는 총 147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으

며 그 중 111점이 낙찰되었고 가장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한 작품은 “이우환” 작가의 [Dialogue] 작품이 

610,000,000원에 낙찰되어 작품낙찰금액 TOP10 1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서울옥션은 “2020 The Best Deal”를 비

롯한 온라인 경매 4회에서 381점의 작품을 출품하였으나 낙찰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아이옥션은 2020년 6월 국내 온라인 경매 2회의 경매를 진행하였다. 아이옥션의 총 출품 작품수 492점 중 393

점이 낙찰되어 낙찰률 80%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 6월 전체 경매의 0.48%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작품낙찰총

액은 56,570,000원을 기록하였으며 “0원 永遠” 경매의 작품낙찰총액은 20,800,000원, “제26회 I Contact 온라

인경매”의 작품낙찰총액은 35,770,000원이다. 

 

아트데이옥션은 국내 오프라인 경매 “아트데이 4th 오프라인경매” 1회를 진행하였다. 총 152점의 출품 작품 중 

96점이 낙찰되어 작품낙찰총액 2,740,650,000원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6월 전체 경매 중 23.24%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가장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한 작품은 “박서보” 작가의 [묘법 No. 231~85] 작품으로 

380,000,000원에 낙찰되어 2020년 6월 작품낙찰금액 TOP10 4위를 기록하였다. 

 

에이옥션은 2020년 6월 총 4회의 온라인 경매를 진행하였다. 총 475점의 출품 작품 중 348점이 낙찰되어 작품

낙찰총액 318,610,000원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6월 전체 비중에서 2.7%를 차지하였다. 에이옥션 경매 중 가

장 높은 작품낙찰총액을 기록한 경매는 “2020년 6월 148회 온라인 PART 2”로 작품낙찰총액 100,330,000원을 

기록하였다. 

 

2020년 6월 칸옥션은 “칸옥션 제15회 미술품경매” 1회를 진행하였다. 총 105점의 출품 작품 중 55점이 낙찰되

면서 52%의 낙찰률을 보여주었다. 작품낙찰총액은 167,850,000원을 기록하면서 2020년 6월 전체 경매 중 

1.42%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칸옥션 경매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한 작품은 “이상범” 작가의 [추경 

(秋景)] 작품으로 32,000,000원에 낙찰되었다. 

 

케이옥션은 총 1,272점의 출품 작품 중 708점이 낙찰되어 작품낙찰총액 1,423,564,000원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6월 전체 경매 중 12.07%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케이옥션 경매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총액을 기록한 

경매는 “2020년 6월 16일 프리미엄 온라인 미술품 경매”로 작품낙찰총액 446,294,000원을 기록하였다. 한편 

케이옥션은 “케이옥션 2020년 6월 1일 위클리 온라인 미술품 경매”를 비롯한 온라인 경매 8회의 출품된 작품의 

낙찰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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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매낙찰 랭킹리포트 

2.1 경매 작품낙찰금액 TOP10 

2020년 6월 가장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한 작품은 “이우환” 작가의 [Dialogue] 작품으로 서울옥션 국내 

오프라인 경매 “제156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에서 610,000,000원의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하였다. 2020년 

6월 작품낙찰금액 TOP10에서 6개의 작품이 해당 경매에서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3개의 작품

은 아트데이 옥션 오프라인 경매 “아트데이 4th 오프라인경매”에서 거래되었으며 해당 경매에서 가장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한 작품은 “박서보” 작가의 묘법 [No. 231~85] 작품으로 380,000,000원에 낙찰되어 

2020년 6월 작품낙찰금액 4위를 기록하였다. 6위는 마이아트옥션 오프라인 경매 “제36회 마이아트옥션 경

매”에서 낙찰된 “신학권” 작가의 [금강내산총도 (金剛內山摠圖)] 작품으로 작품낙찰금액은 360,000,000원이

다. 
 

 

 작가 작품명 작품낙찰금액 경매사 옥션명 

1 이우환 Dialogue 610,000 서울옥션 제156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2 이우환 With Winds 500,000 서울옥션 제156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3 박수근 노상 (路上) 470,000 서울옥션 제156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4 박서보 묘법 No. 231~85 380,000 아트데이옥션 아트데이 4th 오프라인경매 

5 이우환 From Point 370,000 서울옥션 제156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6 신학권 금강내산총도 (金剛內山摠圖) 360,000 마이아트옥션 제36회 마이아트옥션 경매 

7 김환기 Buddha 320,000 서울옥션 제156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8 
쿠사마 야요이 

Kusama Yayoi 
Pumpkin 290,000 아트데이옥션 아트데이 4th 오프라인경매 

9 천경자 태국 여인 230,000 아트데이옥션 아트데이 4th 오프라인경매 

10 박서보 묘법描法 No.150310 220,000 서울옥션 제156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표 5. 2020년 6월 경매 낙찰가 TOP10(단위:천 원) 

 

 

1. 이우환, Dialogue 2. 이우환, With Winds 

  

61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50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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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수근, 노상 (路上) 4. 벅서보, 묘법 No. 231~85 

 

 

47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380,000,000원 낙찰, 아트데이옥션 

5. 이우환, From Point 6. 신학권, 금강내산총도 (金剛內山摠圖) 

 

 

37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360,000,000원 낙찰, 마이아트옥션 

 

 

7. 김환기, Buddha 8. 쿠사마 야요이, Pumpkin 

 
 

32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290,000,000원 낙찰, 아트데이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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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천경자, 태국 여인 10. 박서보, 묘법描法 No.150310 

  

230,000,000원 낙찰, 아트데이옥션 22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2.2 작가별 경매 출품 작품수 TOP10 

2020년 6월 작가별 경매 출품 작품수 상위 TOP10 중 가장 많은 출품 작품수를 기록한 작가는 “한명성” 

작가로 총 41점의 작품을 출품하였다. 아이옥션 온라인 경매 “0원 永遠”에 출품된 41점의 출품 작품 모두 

낙찰되어 낙찰률 100%를 기록하였으며, 작품낙찰총액은 2,420,000원이다.  
  

작가 출품 작품수(점) 낙찰 작품수(점) 낙찰률(%) 

한명성 41 41 100% 

김종학 24 16 67% 

이대원 24 15 63% 

김창열 23 20 87% 

이왈종 22 17 77% 

카우스 

Kaws 
22 13 59% 

김기창 22 17 77% 

무라카미 타카시 

Murakami Takashi 
20 15 75% 

김환기 19 15 79% 

허백련 19 15 79% 

이상범 19 12 63% 

민경갑 19 14 74% 

표 6. 2020년 6월 작가별 경매 출품 작품수 TOP10  



COPYRIGHT @2020. K-ART MARKET & NAN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2.3 작가별 경매 작품낙찰총액 TOP10 

2020년 6월 작가별 경매 작품낙찰총액 상위 TOP10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총액을 기록한 작가는 “이우환”

작가로 작품낙찰총액 1,779,550,000원을 기록하였다. “이우환” 작가는 2020년 6월 총 16점의 작품을 출

품하였으며 그 중 9점의 작품이 낙찰되었다. 그 중 [Dialogue] 작품이 서울옥션 “제156회 서울옥션 미술

품경매”에서 610,000,000원의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하여 2020년 6월 작품낙찰금액 1위를 기록하였다. 

표 7. 2020년 6월 작가별 경매 작품낙찰총액 TOP10(단위:백만 원) 

 

2.4 경매사별 최고 작품낙찰금액 리스트 

표 8. 2020년 3월 경매사별 최고가격 작품리스트(단위:천 원) 

 

 

꼬모옥션 – 김기창, 夏果하과 마이아트옥션 – 신학권, 금강내산총도(金剛內山摠圖) 

 

 

1,300,000원 낙찰 

 

360,000,000원 낙찰 

 작가 작품낙찰총액  작가 작품낙찰총액 

1 이우환 1,779.5 6 
쿠사마 야요이 

Kusama Yayoi 
426.4 

2 박서보 671.9 7 신학권 360.0 

3 김환기 623.2 8 김창열 351.1 

4 
요시토모 나라 

Yoshitomo Nara 
521.9 9 김종학 300.3 

5 박수근 474.3 10 천경자 250.5 

경매사 작가 작품 경매명 작품낙찰금액 

꼬모옥션 김기창 夏果하과 꼬모옥션 2020년6월 온라인경매 1,300 

마이아트옥션 신학권 금강내산총도 (金剛內山摠圖) 제36회 마이아트옥션 경매 360,000 

서울옥션 이우환 Dialogue 제156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610,000 

아이옥션 이도영 화조도 10폭 0원 永遠 2,820 

아트데이옥션 박서보 묘법 No. 231~85 아트데이 4th 오프라인경매 380,000 

에이옥션 사석원 파랑새 2020년 6월 148회 온라인 PART 2 20,100 

칸옥션 이상범 추경 (秋景) 칸옥션 제15회 미술품경매 32,000 

케이옥션 김창열 회귀 DRA99004 
2020년 6월 16일 프리미엄 온라인 

미술품 경매 
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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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옥션 – 이우환, Dialogue 아이옥션 – 이도영, 화조도 10폭 

 

 

610,000,000원 낙찰 

 

2,820,000원 낙찰 

아트데이옥션 – 박서보, 묘법 No. 231~85 에이옥션 – 사석원, 파랑새 

 

 

380,000,000원 낙찰 

 

20,100,000원 낙찰 

칸옥션 –이상범, 추경 (秋景) 케이옥션 – 김창열, 회귀 DRA99004 

 

 
 

32,000,000원 낙찰 55,000,000원 낙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