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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모옥션 꼬모옥션 2020 9월 온라인 경매  칸옥션 칸옥션 제16회 미술품경매 

 마이아트옥션 제37회 마이아트옥션  케이옥션 케이옥션 2020년 9월 7일 위클리 온라인 미술품 경매 

 서울옥션 아트시 X 서울옥션 Splah! Splash!   2020년 9월 8일 프리미엄 온라인 미술품 경매 

  2020 9월 온라인 경매   케이옥션 2020년 9월 14일 위클리 온라인 미술품 경매 

  2020 장흥 가나아뜰리에X프린트베이커리   케이옥션 2020년 9월 21일 위클리 온라인 미술품 경매 

  제157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2020년 9월 24일 메이저경매 

 아이옥션 제 50회 가을경매   2020년 9월 22일 프리미엄 온라인 미술품 경매 

 에이옥션 SECRET 1회 온라인 경매   케이옥션 2020년 9월 28일 위클리 온라인 미술품 경매 

  취향 공감  -  세번째 - 膳物 100선    

  2020년 9월 152회 온라인 PART 1    

  2020년 9월 1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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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은 총 19회 경매(국내 온라인 13회, 해외 온라인 1회, 국내 오프라인 5회)가 진행되었다. 작

품낙찰총액은 총 18,845,676,580원으로 총 출품 작품수는 2,266점, 낙찰 작품수 1,421점, 평균 낙찰률

은 62%이다.  

 

표 1. 2020년 9월, 미술품 경매사별 출품 작품수, 낙찰 작품수, 낙찰률,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그림 1. 2020년 9월 경매사별 통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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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모옥션 57 17 30% 5.5 

마이아트옥션 147 90 61% 2,832.4 

서울옥션 399 292 73% 7,758.6 

아이옥션 178 136 76% 751.6 

에이옥션 366 285 78% 185.1 

칸옥션 115 76 66% 116.4 

케이옥션 1,004 525 52% 7,195.8 

합계 2,266 1,421 62% 18,8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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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매사별 작품낙찰총액 비중 

2020년 9월 작품낙찰총액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옥션은 “서울옥션”으로 작품낙찰총액   

7,758,656,580원을 기록하며 41.17%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2. 2020년 9월 경매사별 작품낙찰총액 비중도 

 

1.2.1 최고 비중 경매사 – “서울옥션” 

“서울옥션”은 2020년 9월 총 4회의 경매(국내 온라인 2회, 해외 온라인 1회, 국내 오프라인 1회)를 진행

하였으며, 그 중 “제157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의 작품낙찰총액이 7,109,500,000원을 기록하였다. 해당 

경매에서는 총 126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그 중 94점의 작품이 낙찰되어 낙찰률은 74.6%를 기록하

였다. 

 

 
그림 3. 2020년 9월 “서울옥션”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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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아트옥션 , 15.03%

서울옥션 , 41.17%

아이옥션 ,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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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온라인/오프라인별 통계 

2020년 9월은 총 19회의 경매가 진행되었다. 그 중 총 14회가 온라인 경매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경매

의 출품 작품수 1,549점 중 916점이 낙찰되면서 낙찰률 59%를 기록하였다. 온라인 경매의 작품낙찰총

액은 1,765,176,580원이다. 총 5회 진행된 오프라인 경매의 출품 작품 수는 717점, 낙찰 작품수는 505

점으로 낙찰률 70%를 기록하였으며, 작품낙찰총액은 17,080,500,000 원이다. 

표 2. 2020년 9월, 온라인/오프라인별 출품 작품수, 낙찰 작품수, 낙찰률,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그림 4. 2020년 9월, 온라인/오프라인별 출품 작품수, 낙찰 작품수, 낙찰률,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1.3.1 온라인 통계 

2020년 9월 진행된 총 14회의 온라인 경매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총액을 기록한 경매는 케이옥션에서 진행한 

“2020년 9월 8일 프리미엄 온라인 미술품 경매”로 작품낙찰총액은 639,900,000원을 기록하였다. 해당 경매

에서는 총 208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그 중 107점의 작품이 낙찰되어 낙찰률은 51.44%를 기록하였다. 

 

 
그림 5. 2020년 9월 온라인 경매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TOP5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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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옥션 2020년 9월 14일 위클리 온라인 미술품 경매

에이옥션 취향 공감 - 세번째 - 膳物 100선

 출품 작품수(점) 낙찰 작품수(점) 낙찰률(%) 작품낙찰총액 

온라인 1,549 916 59% 1,765.1 

오프라인 717 505 70% 17,080.5 

합계 2,266 1,421 - 18,8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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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오프라인 통계 

2020년 9월 진행된 총 5회의 온라인 경매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총액을 기록한 경매는 서울옥션에서 진행한 

“제157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로 작품낙찰총액은 7,109,500,000원을 기록하였다. 두번째로 가장 높은 작품

낙찰금액을 기록한 경매는 케이옥션에서 진행한 “2020년 9월 24일 메이저경매”로 총 151점의 작품 중 109점

이 낙찰되어 작품낙찰금액 6,270,500,000원을 기록하였다. 

  

 
그림 6. 2020년 9월 오프라인 경매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TOP5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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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매사별 분석 결과 

2020년 9월 꼬모옥션은 국내 온라인 경매 1회를 진행하였다. 총 출품 작품수 57점 중 17점이 낙찰되어 낙찰률 

30%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 9월 전체 경매의 0.03%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작품낙찰총액은 5,520,000원을 

기록하였으며 가장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한 작품은 “박고석” 작가의 [산] 작품으로 900,000원에 낙찰되었다. 

 

아이옥션은 2020년 9월 국내 오프라인 경매 1회를 진행하였다. 마이아트옥션의 총 출품 작품수 147점 중 90점

이 낙찰되어 낙찰률 61%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 9월 전체 경매의 15.03%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작품낙찰총

액은 2,832,450,000원을 기록하였으며 “제37회 마이아트옥션”에서 [요지연도 (瑤池宴圖)] 작품이 

2,000,000,000원에 낙찰되어 2020년 9월 작품낙찰금액 1위를 기록하였다. 

 

서울옥션은 2020년 9월 총 4회의 경매(국내 온라인 2회, 해외 온라인 1회, 국내 오프라인 1회)를 진행하였으며, 

총 399점의 출품 작품 중 292점이 낙찰되어 작품낙찰총액 7,758,656,580원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9월 전체 

경매 중 가장 높은 41.17%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중 “제157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의 작품낙찰총액이 

7,109,500,000원을 기록하여 2020년 9월 진행 경매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총액을 기록하였으나 해외 온라인 

경매 [아트시 X 서울옥션 Splah! Splash!]를 비롯한 온라인 경매 작품낙찰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아이옥션은 2020년 9월 국내 오프라인 경매인 “제 50회 가을경매” 1회를 진행하였다. 아이옥션의 총 출품 작품수 

178점 중 136점이 낙찰되어 낙찰률 76%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 9월 전체 경매의 3.99%의 비중을 차지하였

다. 작품낙찰총액은751,600,000원을 기록하였으며 가장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한 작품은 [백자청화진사 장생

문병]으로 150,000,000원에 낙찰되었다. 

 

에이옥션은 2020년 9월 총 4회의 온라인 경매를 진행하였다. 총 366점의 출품 작품 중 285점이 낙찰되어 낙찰

률 78%로 2020년 9월 경매사 중 가장 높은 낙찰률을 기록하였다. 작품낙찰총액은 185,170,000원으로 2020

년 9월 전체 비중에서 0.98%를 차지하였으나 “SECRET 1회 온라인 경매”를 비롯한 온라인 경매의 작품낙찰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2020년 9월 칸옥션은 국내 오프라인 경매인 “칸옥션 제16회 미술품경매” 1회를 진행하였다. 총 출품 작품수 115

점 중 76점이 낙찰되어 낙찰률 66%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 9월 전체 경매의 0.62%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작

품낙찰총액은 116,450,000원을 기록하였으며 가장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한 작품은 “이하응” 작가의 [석란 

(石蘭)]로 8,000,000원에 낙찰되었다. 

 

케이옥션은 2020년 9월 총 7회의 경매(온라인 6회, 오프라인 1회)를 진행하였다. 위클리 온라인 경매 4회, 프리

미엄 온라인 경매 2회, 오프라인 매이저 경매 1회로 총 1,004점의 출품 작품 중 525점의 작품이 낙찰되어 작품

낙찰총액 7,195,830,000원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9월 전체 비중에서 38.18%를 차지하였다. 케이옥션 경매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한 작품은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 Pierre-Auguste Renoir“작가의 [Nature 

Morte aux Fraises] 작품으로 “2020년 9월 24일 메이저경매”에서 690,000,000원에 낙찰되어 2020년 9월 작품

낙찰금액 5위를 기록하였다. 케이옥션 온라인 경매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총액을 기록한 경매는 “2020년 9월 8

일 프리미엄 온라인 미술품 경매”로 작품낙찰총액은 639,900,000원을 기록하였다. 한편 케이옥션은 “2020년 9

월 8일 프리미엄 온라인 미술품 경매”를 비롯한 온라인 경매 6회의 작품낙찰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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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매낙찰 랭킹리포트 

2.1 경매 작품낙찰금액 TOP10 

2020년 9월 가장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한 작품은 [요지연도 (瑤池宴圖)] 작품으로 마이아트옥션 오프라

인 경매 “제 37회 마이아트옥션”에서 2,000,000,000원의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하였다. 이 외에 서울옥

션 오프라인 경매 “제157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에서 다섯 작품이, 케이옥션 오프라인 경매 “2020년 9월 

24일 메이저경매”에서 네 작품이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하여 작품낙찰금액 TOP 10에 이름을 올렸다. 그 

중 “이우환”작가는 서울옥션 “제 157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에서 [Dialogue] 작품이 480,000,000원에 낙

찰되어 7위를 기록하였으며, 이 외에도 [점으로부터 No. 760134], [바람과 함께] 작품이 케이옥션 “2020년 

9월 24일 메이저경매”에서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하며 8.9위에 이름을 올렸다. 
 

 

 작가 작품명 작품낙찰금액 경매사 옥션명 

1 - 요지연도 (瑤池宴圖) 2,000,000 마이아트옥션 제37회 마이아트옥션 

2 김환기 
L'Endroit Où J'habitais Where I 

Lived 
1,400,000 서울옥션 제157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3 이중섭 아버지와 장난치는 두 아들 1,100,000 서울옥션 제157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4 도상봉 해운대 풍경 700,000 서울옥션 제157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5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 
Nature Morte aux Fraises 690,000 케이옥션 2020년 9월 24일 메이저경매 

6 김홍도 공원춘효도 (貢院春曉圖) 490,000 서울옥션 제157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7 이우환 Dialogue 480,000 서울옥션 제157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8 이우환 점으로부터 No. 760134 410,000 케이옥션 2020년 9월 24일 메이저경매 

9 이우환 바람과 함께 380,000 케이옥션 2020년 9월 24일 메이저경매 

10 정상화 무제 87-7-A 350,000 케이옥션 2020년 9월 24일 메이저경매 

표 3. 2020년 9월 경매 낙찰가 TOP10(단위:천 원) 

 

 

 

 

1. 요지연도 (瑤池宴圖) 2. 김환기, L'Endroit Où J'habitais Where I Lived 

 

 

2,000,000,000원 낙찰, 마이아트옥션 

 

1,400,000,000원 낙찰,서울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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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중섭, 아버지와 장난치는 두 아들 4. 도상봉, 해운대 풍경 

 

 

1,10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70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5.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 Nature Morte aux 

Fraises 
6. 김홍도, 공원춘효도 (貢院春曉圖) 

 

 

690,000,000원 낙찰, 케이옥션 49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7. 이우환, Dialogue 8. 이우환, 점으로부터 No. 760134 

 
 

48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410,000,000원 낙찰, 케이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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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우환, 바람과 함께 10. 정상화, 무제 87-7-A 

 
 

380,000,000원 낙찰, 케이옥션 350,000,000원 낙찰, 케이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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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작가별 경매 출품 작품수 TOP10 

2020년 9월 작가별 경매 출품 작품수 상위 TOP10 중 가장 많은 출품 작품수를 기록한 작가는 “이우환” 

작가로 총 25점의 작품을 출품하였다. 총 25점의 출품 작품 중 21점이 낙찰되어 낙찰률 84%를 기록하

였으며, 작품낙찰총액은 1,858,844,100원이다.  
  

작가 출품 작품수(점) 낙찰 작품수(점) 낙찰률(%) 

이우환 25 21 84% 

허건 20 13 65% 

김종학 19 14 74% 

무라카미 타카시 

Murakami Takashi 
17 16 94% 

허백련 17 11 65% 

김창열 17 12 71% 

백남준 17 8 47% 

이왈종 16 10 63% 

김기창 15 9 60% 

서세옥 15 8 53% 

표 4. 2020년 9월 작가별 경매 출품 작품수 TOP10 

 

 

2.3 작가별 경매 작품낙찰총액 TOP10 

2020년 9월 작가별 경매 작품낙찰총액 상위 TOP10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총액을 기록한 작가는 “이우환” 

작가로 작품낙찰총액 1,858,844,100원을 기록하였다. “이우환” 작가는 2020년 9월 총 25점의 작품을 출

품하였으며 그 중 21점의 작품이 낙찰되었다. 그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한 작품은 [Dialogue] 

작품으로 서울옥션 “제157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에서 480,000,000원의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하여 

2020년 9월 작품낙찰금액 7위를 기록하였다. 

표 5. 2020년 9월 작가별 경매 작품낙찰총액 TOP10(단위:백만 원) 

  

 작가 작품낙찰총액  작가 작품낙찰총액 

1 이우환 1,858.8 6 김홍도 490.0 

2 김환기 1,816.5 7 김창열 454.3 

3 이중섭 1,100.0 8 정상화 450.0 

4 도상봉 728,0 9 박서보 408.1 

5 
피에르 오귀스트 르

누아르 
690.0 10 오치균 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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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경매사별 최고 작품낙찰금액 리스트 

표 6. 2020년 9월 경매사별 최고가격 작품리스트(단위:천 원) 

 

 

 

꼬모옥션 – 박고석, 산 마이아트옥션 - 요지연도 (瑤池宴圖) 

 

 

900,000원 낙찰 

 

 

2,00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 김환기, L'Endroit Où J'habitais Where I 

Lived 

아이옥션 - 백자청화진사 장생문병 

 

 

1,400,000,000원 낙찰 

 

 

150,000,000원 낙찰 

 

경매사 작가 작품 경매명 작품낙찰금액 

꼬모옥션 박고석 산 꼬모옥션 2020 9월 온라인 경매 900 

마이아트옥션 - 요지연도 (瑤池宴圖) 제37회 마이아트옥션 2,000,000 

서울옥션 김환기 L'Endroit Où J'habitais Where I Lived 제157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1,400,000 

아이옥션 - 백자청화진사 장생문병 제 50회 가을경매 150,000 

칸옥션 이하응 석란 (石蘭) 칸옥션 제16회 미술품경매 8,000 

케이옥션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 
Nature Morte aux Fraises 2020년 9월 24일 메이저경매 6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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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옥션 – 이하응, 석란 (石蘭) 케이옥션 -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 Nature Morte 

aux Fraises 

 

 

8,000,000원 낙찰 

 

690,000,000원 낙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