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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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은 총 13회 경매(국내 온라인 12회, 국내 오프라인 1회)가 진행되었다. 작품낙찰총액은 총  

2,306,820,000원으로 총 출품 작품수는 2,096점, 낙찰 작품수 1,306점, 평균 낙찰률은 62%이다.  

 

표 1. 2020년 8월, 미술품 경매사별 출품 작품수, 낙찰 작품수, 낙찰률,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그림 1. 2020년 8월 경매사별 통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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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모옥션 55 16 29% 26.6 

서울옥션 181 132 73% 284.5 

아이옥션 260 234 90% 193.1 

아트데이옥션 172 105 61% 149.4 

에이옥션 326 219 67% 161.7 

케이옥션 1,102 600 54% 1,491.3 

합계 2,096 1,306 62% 2,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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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매사별 작품낙찰총액 비중 

2020년 8월 작품낙찰총액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옥션은 “케이옥션”으로 작품낙찰총액   

1,491,340,000원을 기록하며 64.6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2. 2020년 8월 경매사별 작품낙찰총액 비중도 

 

1.2.1 최고 비중 경매사 – “케이옥션” 

“케이옥션”은 2020년 8월 총 7회의 경매(온라인 7회)를 진행하였으며, 그 중 “2020년 8월 11일 프리미

엄 온라인 미술품 경매”의 작품낙찰총액이 599,150,000원을 기록하였다. 해당 경매에서는 총 198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그 중 111점의 작품이 낙찰되어 낙찰률은 56.06%를 기록하였다. 

 

 
그림 3. 2020년 8월 “케이옥션”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TOP5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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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옥션 2020년 8월 31일 위클리 온라인 미술품 경매

케이옥션 2020년 8월 24일 위클리 온라인 미술품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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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온라인/오프라인별 통계 

2020년 8월은 총 13회의 경매가 진행되었다. 그 중 총 12회가 온라인 경매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경매

의 출품 작품수 1,836점 중 1,072점이 낙찰되면서 낙찰률 58%를 기록하였다. 온라인 경매의 작품낙찰총

액은 2,113,720,000원이다. 총 1회 진행된 오프라인 경매의 출품 작품 수는 260점, 낙찰 작품수는 234

점으로 낙찰률 90%를 기록하였으며, 작품낙찰총액은 193,100,000원이다. 

표 2. 2020년 8월, 온라인/오프라인별 출품 작품수, 낙찰 작품수, 낙찰률,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그림 4. 2020년 8월, 온라인/오프라인별 출품 작품수, 낙찰 작품수, 낙찰률,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1.3.1 온라인 통계 

2020년 8월 진행된 총 12회의 온라인 경매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총액을 기록한 경매는 케이옥션에서 진행한 

“2020년 8월 11일 프리미엄 온라인 미술품 경매”로 작품낙찰총액은 599,150,000원을 기록하였다. 해당 경매

에서는 총 198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그 중 111점의 작품이 낙찰되어 낙찰률은 56.06%를 기록하였다. 

 

 
그림 5. 2020년 8월 온라인 경매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TOP5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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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옥션 2020년 8월 25일 프리미엄 온라인 미술품 경매

서울옥션 2020 8월 온라인 경매

아트데이옥션 2020년 8월 온라인 미술품 경매

케이옥션 2020년 8월 3일 위클리 온라인 미술품 경매

 출품 작품수(점) 낙찰 작품수(점) 낙찰률(%) 작품낙찰총액 

온라인 1,836 1,072 58% 2,113.7 

오프라인 260 234 90% 193.1 

합계 2,096 1,306 - 2,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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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오프라인 통계 

2020년 8월 진행된 총 1회의 오프라인 경매는 아이옥션에서 진행한 “제 41회 장터경매” 경매로 260점의

출품 작품 중 234점이 낙찰되어 90%의 높은 낙찰률을 기록하였다. 작품낙찰총액은 193,100,000원으로 

2020년 8월 전체 경매 중 8.37%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제 41회 장터경매”에서 가장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한 작품은 [나전칠기 운학당초문관복함]이다. 

표 3. 2020년 8월, 오프라인 경매별 출품 작품수, 낙찰 작품수, 낙찰률,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1. 나전칠기 운학당초문관복함 2. 이서지, 추일귀로 

 

 

6,000,000원 낙찰, 아이옥션 4,800,000원 낙찰, 아이옥션 

 

2. 변시지, 제주 풍경  

 

 

4,800,000원 낙찰, 아이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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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옥션 제 41회 장터경매 260 234 9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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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매사별 분석 결과 

2020년 8월 꼬모옥션은 국내 온라인 경매 1회를 진행하였다. 총 출품 작품수 55점 중 16점이 낙찰되어 낙찰률 

29%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 8월 전체 경매의 1.16%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작품낙찰총액은 26,650,000원을 

기록하였으며 가장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한 작품은 “이두식” 작가의 [축제]로 5,000,000원에 낙찰되어 작품

낙찰금액 TOP10 7위를 기록하였다. 

 

서울옥션은 총 181점의 출품 작품 중 132점이 낙찰되어 작품낙찰총액 284,550,000원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8월 전체 경매 중 12.34%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국내 온라인 경매 [2020 8월 온라인 경매] 1회를 진행하였으며 

작품낙찰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아이옥션은 2020년 8월 국내 온라인 경매 1회를 진행하였다. 아이옥션의 총 출품 작품수 260점 중 234점이 낙

찰되어 낙찰률 90%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 8월 전체 경매의 8.37%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작품낙찰총액은 

193,100,000원을 기록하였으며 가장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한 작품은 [나전칠기 운학당초문관복함]으로 

6,000,000원에 낙찰되어 작품낙찰금액 TOP10 6위를 기록하였다. 

 

아트데이옥션은 국내 온라인 경매 “2020년 8월 온라인 미술품 경매” 1회를 진행하였다. 총 172점의 출품 작품 

중 105점이 낙찰되어 작품낙찰총액 149,420,000원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8월 전체 경매 중 6.48%의 비중

을 차지하였다. “2020년 8월 온라인 미술품 경매”는 2020년 8월 진행된 온라인 경매 중 네번째로 높은 작품낙찰

총액을 기록한 경매로 해당 경매에서 가장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한 작품은 “이우환” 작가의 [무제] 작품이다. 

해당 작품은 33,000,000원에 낙찰되어 작품낙찰금액 TOP10 1위를 기록하였다. 

 

에이옥션은 2020년 8월 총 2회의 온라인 경매를 진행하였다. 총 326점의 출품 작품 중 219점이 낙찰되어 작품

낙찰총액 161,760,000원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8월 전체 비중에서 7.01%를 차지하였다. “2020년 8월 151

회 온라인 PART 1” 경매의 작품낙찰총액은 64,240,000원이며, “2020년 8월 151회 온라인 PART 2” 경매의 작품

낙찰금액은 97,520,000원을 기록하였다. 에이옥션은 온라인 경매 2회의 작품낙찰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케이옥션은 2020년 8월 총 7회의 온라인 경매를 진행하였다. 위클리 온라인 경매 5회, 프리미엄 온라인 경매 2

회로 총 1,102점의 출품 작품 중 600점의 작품이 낙찰되어 작품낙찰총액 1,491,340,000원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8월 전체 비중에서 64.65%를 차지하였다. 케이옥션 온라인 경매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총액을 기록한 

경매는 “2020년 8월 11일 프리미엄 온라인 미술품 경매”로 146점의 출품 작품 중 104점이 낙찰되어 

122,600,000원의 작품낙찰총액을 기록하였다. 한편 케이옥션은 “케이옥션 2020년 8월 10일 위클리 온라인 미

술품 경매”를 비롯한 온라인 경매 7회의 작품낙찰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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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매낙찰 랭킹리포트 

2.1 경매 작품낙찰금액 TOP10 

2020년 8월 가장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한 작품은 “이우환” 작가의 [무제] 작품으로 아트데이옥션 온라

인 경매 “2020년 8월 온라인 미술품 경매”에서 33,000,000원의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하였다. 해당 작품을 

포함하여 2020년 8월 작품낙찰금액 TOP10에서 총 5개의 작품이 “2020년 8월 온라인 미술품 경매”에서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우환” 작가의 또 다른 작품 [조응]도 6,800,000원의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하

며 5위에 이름을 올렸다. 해외 작가 중에서는 “줄리안 오피 Julian Opie” 작가의 [Maria (1)] 작품이 

12,000,000원에 낙찰되면서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작가 작품명 작품낙찰금액 경매사 옥션명 

1 이우환 무제 33,000 아트데이옥션 2020년 8월 온라인 미술품 경매 

2 황염수 장미 15,000 아트데이옥션 2020년 8월 온라인 미술품 경매 

3 최영욱 Karma 14,000 아트데이옥션 2020년 8월 온라인 미술품 경매 

4 
줄리안 오피 

Julian Opie 
Maria (1) 12,000 아트데이옥션 2020년 8월 온라인 미술품 경매 

5 이우환 조응 6,800 아트데이옥션 2020년 8월 온라인 미술품 경매 

6 - 나전칠기 운학당초문관복함 6,000 아이옥션 제 41회 장터경매 

7 이두식 축제 5,000 꼬모옥션 꼬모옥션 2020년8월 온라인경매 

8 이서지 추일귀로 4,800 아이옥션 제 41회 장터경매 

8 변시지 제주 풍경 4,800 아이옥션 제 41회 장터경매 

10 서희환 시고 8폭병풍 4,400 아이옥션 제 41회 장터경매 

표 4. 2020년 8월 경매 낙찰가 TOP10(단위:천 원) 

 

 

 

 

1. 이우환. 무제 2. 황염수, 장미 

 
 

33,000,000원 낙찰, 아트데이옥션 

 

 

15,000,000원 낙찰, 아트데이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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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영욱, Karma 4. 줄리안 오피, Maria (1) 

 
 

14,000,000원 낙찰, 아트데이옥션 12,000,000원 낙찰, 아트데이옥션 

5. 이우환, 조응 6. 나전칠기 운학당초문관복함 

 

 

6,800,000원 낙찰, 아트데이옥션 6,000,000원 낙찰, 아이옥션 

 

 

7. 이두식, 축제 8. 이서지, 추일귀로 

 

 

5,000,000원 낙찰, 꼬모옥션 4,800,000원 낙찰, 아이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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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변시지, 세주 풍경 10. 서희환, 시고 8폭병풍 

 

 

4,800,000원 낙찰, 아이옥션 4,400,000원 낙찰, 아이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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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작가별 경매 출품 작품수 TOP10 

2020년 8월 작가별 경매 출품 작품수 상위 TOP10 중 가장 많은 출품 작품수를 기록한 작가는 “김기창” 

작가로 총 59점의 작품을 출품하였다. 총 59점의 출품 작품 중 50점이 낙찰되어 낙찰률 85%를 기록하

였으며, 작품낙찰총액은 76,250,000원이다.  
  

작가 출품 작품수(점) 낙찰 작품수(점) 낙찰률(%) 

김기창 59 50 85% 

이왈종 17 12 71% 

김종학 17 11 65% 

김원숙 17 5 29% 

허건 16 12 75% 

백남준 14 5 36% 

서세옥 14 9 64% 

드라간 일릭 Dragan Ilic 13 1 8% 

이대원 13 3 23% 

문형태 13 10 77% 

표 5. 2020년 8월 작가별 경매 출품 작품수 TOP10 

 

 

2.3 작가별 경매 작품낙찰총액 TOP10 

2020년 8월 작가별 경매 작품낙찰총액 상위 TOP10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총액을 기록한 작가는 “이우환” 

작가로 작품낙찰총액 150,500,000원을 기록하였다. “이우환” 작가는 2020년 8월 총 11점의 작품을 출품

하였으며 그 중 9점의 작품이 낙찰되었다. 그 중 [무제] 작품이 아트데이옥션 “2020년 8월 온라인 미술품 

경매”에서 33,000,000원의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하여 2020년 8월 작품낙찰금액 1위를 기록하였다. 

표 6. 2020년 8월 작가별 경매 작품낙찰총액 TOP10(단위:백만 원) 

  

 작가 작품낙찰총액  작가 작품낙찰총액 

1 이우환 150.5 6 이배 45.0 

2 최울가 100.2 7 김태호 40.4 

3 김종학 76.2 8 안영일 30.0 

4 김기창 76.2 9 황염수 29.0 

5 이강소 61.0 10 전준엽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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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경매사별 최고 작품낙찰금액 리스트 

표 7. 2020년 8월 경매사별 최고가격 작품리스트(단위:천 원) 

 

 

꼬모옥션 – 이두식, 축제 아이옥션 – 나전칠기 운학당초문관복함 

 

 

5,000,000원 낙찰 

 

6,000,000원 낙찰 

아트데이옥션 – 이우환, 무제  

 

 

33,000,000원 낙찰 

 

 

 

경매사 작가 작품 경매명 작품낙찰금액 

꼬모옥션 이두식 축제 꼬모옥션 2020년8월 온라인경매 5,000 

아이옥션 - 나전칠기 운학당초문관복함 제 41회 장터경매 6,000 

아트데이옥션 이우환 무제 2020년 8월 온라인 미술품 경매 3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