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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즈 아트 10월 온라인 경매 1  에이옥션 2021년 10월 172회 온라인 

  10월 온라인 경매 2   취향 공감 - 아홉 번째 

 마이아트옥션 10월 마이아트옥션 온라인 경매  칸옥션 칸옥션 제20회 미술품경매 

 서울옥션 10월 e BID 프리미엄 온라인 경매  케이옥션 2021년 10월 4일 위클리 온라인경매 

  10월 e BID 퍼블릭 온라인 경매   2021년 10월 11일 위클리 온라인경매 

  ZEROBASE v10   2021년 10월 18일 위클리 온라인경매 

  제163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2021년 10월 25일 위클리 온라인경매 

  서울옥션 X 아트시 온라인 경매 : CROSSROAD   2021년 10월 12일 프리미엄 온라인경매 

  서울옥션 x 아트시 온라인 경매 : Mixed Media   2021년 10월 26일 프리미엄 온라인경매 

 아이옥션 제2회 POP UP SALE   2021년 10월 27일 메이저 경매 

  TIME to CHANGE  토탈아트옥션 2021년 10-1 온라인 미술품 경매 

 아트데이옥션 2021년 10월 온라인미술품 경매   2021년 10-2 온라인 미술품 경매 

     2021년 10-3 온라인 미술품 경매 

     2021년 10-4 온라인 미술품 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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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 @2021. K-ART MARKET & NAN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Ⅰ. 경매시장동향 

1.1 경매사별 통계 

2021년 10월은 총 26회 경매(국내 온라인 21회, 해외 온라인 2회, 국내 오프라인 3회)가 진행되었다. 작

품낙찰총액은 총 30,587,205,783원으로 총 출품 작품수는 3,225점, 낙찰 작품수 1,949점, 평균 낙찰률

은 52%이다. 

표 1. 2021년 10월, 미술품 경매사별 출품 작품수, 낙찰 작품수, 낙찰률,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그림 1. 2021년 10월 경매사별 통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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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즈 아트 288 176 61% 1,738.2 

마이아트옥션 203 98 48% 264.7 

서울옥션 668 493 74% 16,663.0 

아이옥션 167 48 29% 279.4 

아트데이옥션 230 159 69% 437.5 

에이옥션 238 83 35% 306.2 

칸옥션 135 85 63% 250.6 

케이옥션 1,104 776 70% 10,633.0 

토탈아트옥션 192 31 16% 14.1 

합계 3,225 1,949 52% 30,5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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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매사별 작품낙찰총액 비중 

2021년 10월 작품낙찰총액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옥션은 “서울옥션”으로 작품낙찰총액 

16,663,049,300원을 기록하며 57.76%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2. 2021년 10월 경매사별 작품낙찰총액 비중도 

 

1.2.1 최고 비중 경매사 – “서울옥션” 

“서울옥션”은 총 6회의 경매(국내 온라인 3회, 해외 온라인 2회, 국내 오프라인 1회)를 진행하였으며, 그 

중 오프라인 경매인 “제163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의 작품낙찰총액이 15,249,900,000원을 기록하였다. 

해당 경매에서는 총 206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그 중 161점의 작품이 낙찰되어 낙찰률은 78.16%를 

기록하였다. 

 
그림 3. 2021년 10월 “서울옥션”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TOP5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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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옥션 x 아트시 온라인 경매 : Mixed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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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서울옥션” 경매 중 작품낙찰금액 1위는 “쿠사마 야요이 Kusama Yayoi” 작가의 [Gold Sky 

Nets] 작품으로 “제163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에서 3,650,000,000원에 낙찰되었다. 2위는 “김홍도” 작

가의 [송석원시사야연도 松石園詩社夜宴圖, 송석원시회도 松石園詩會圖] 작품으로 1,900,000,000원에 

낙찰되었으며, “박서보” 작가의 [묘법 No.200~86] 작품이 1,200,000,000 원에 낙찰되어 3위에 이름을 

올렸다. 

표2. 2021년 10월 “서울옥션” 작품낙찰금액 상위 TOP3 (단위:천 원) 

 

1. 쿠사마 야요이, Gold Sky Nets 2. 김홍도, 송석원시사야연도 松石園詩社夜宴圖, 송석

원시회도 松石園詩會圖 

 
 

3,650,000,000원 낙찰 1,900,000,000원 낙찰  

  

3. 박서보, 묘법 No.200~86  

 

 

1,200,000,000원 낙찰  

 

 작가 작품명 작품낙찰금액 옥션명 

1 
쿠사마 야요이

Kusama Yayoi 
Gold Sky Nets 3,650,000 제163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2 김홍도 

송석원시사야연도 松石園詩社夜

宴圖, 송석원시회도 松石園詩會

圖 

1,900,000 제163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3 박서보 묘법 No.200~86 1,200,000 제163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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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온라인/오프라인별 통계 

2021년 10월은 총 26회의 경매가 진행되었다. 그 중 총 23회가 온라인 경매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경

매의 출품 작품수 2,741점 중 1,577점이 낙찰되면서 낙찰률 58%를 기록하였다. 온라인 경매의 작품낙찰

총액은 7,725,905,783원이다. 오프라인 경매는 총 3회 진행되었으며 출품 작품수 484점 중 낙찰 작품수 

372점을 기록, 낙찰률 77%로 작품낙찰총액은 22,861,300,000원이다. 

표 3. 2021년 10월, 온라인/오프라인별 출품 작품수, 낙찰 작품수, 낙찰률,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그림 4. 2021년 10월, 온라인/오프라인별 출품 작품수, 낙찰 작품수, 낙찰률,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1.3.1 온라인 통계 

2021년 10월 진행된 총 23회의 온라인(국내 온라인 21회, 해외 온라인 2회) 경매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총액

을 기록한 경매는 케이옥션에서 10월 12일 진행된 “2021년 10월 12일 프리미엄 온라인경매” 경매로 작품낙

찰총액 2,265,700,000원을 기록하였다. 해당 경매에서는 총 254점이 출품되었으며 그 중 185점의 작품이 낙

찰되었다.  

 

 
그림 5. 2021년 10월 온라인 경매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TOP5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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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5.7

1,675.4

492.5 437.5

198.3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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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경매 작품낙찰총액

케이옥션 2021년 10월 12일 프리미엄 온라인경매

라이즈 아트 10월 온라인 경매 1

서울옥션 10월 e BID 프리미엄 온라인 경매

아트데이옥션 2021년 10월 온라인미술품 경매

서울옥션 서울옥션 X 아트시 온라인 경매 : CROSSROAD

 출품 작품수(점) 낙찰 작품수(점) 낙찰률(%) 작품낙찰총액 

온라인 2,741 1,577 58% 7,725.9 

오프라인 484 372 77% 22,861.3 

합계 3,225 1,949 - 30,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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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오프라인 통계 

2021년 10월 진행된 총 3회의 오프라인 경매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총액을 기록한 경매는 서울옥션에서 10월 

26일 진행된 “제163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로 작품낙찰총액 15,249,900,000원을 기록하였다. 해당 경매에

서는 총 206점이 출품되었으며 그 중 161점의 작품이 낙찰되었다.  

 

 
그림 6. 2021년 10월 오프라인 경매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TOP5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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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매사별 분석 결과 

라이즈 아트는 2021년 10월 총 2회의 온라인 경매를 진행하였다. 총 출품 작품수 228점 중 176점이 낙찰되어 

낙찰률 61%를 기록하였다. 2021년 10월 전체 경매의 5.68%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작품낙찰총액은 

1,738,270,000원을 기록하였으나 라이즈 아트는 총 2회 진행한 온라인경매의 작품낙찰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마이아트옥션은 2021년 10월 1회의 온라인 경매를 진행하였다. “제40회 마이아트옥션”에서 총 203점의 작품을 

출품하였으며 그 중 93점의 작품이 낙찰되어 낙찰률 48%를 기록하였다. 2021년 10월 전체 경매의 0.92%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마이아트옥션은 총 1회 진행한 온라인경매의 작품낙찰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2021년 10월 서울옥션은 총 6회의 경매(국내 온라인 3회, 해외 온라인 2회, 국내 오프라인 1회)를 진행하였다. 

서울옥션의 총 출품 작품수 668점 중 493점이 낙찰되어 낙찰률 74%를 기록하였으며 2021년 10월 전체 경매

의 57.76%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작품낙찰총액은 16,663,049,300원을 기록하였으며 그 중 국내 오프라인 경매 

“제163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의 작품낙찰총액이 15,249,900,000원을 기록하였다. 해당 경매에서는 총 206점

의 출품 작품 중 161점이 낙찰되었으며, “쿠사마 야요이 Kusama Yayoi” 작가의 [Gold Sky Nets] 작품으로 

3,650,000,000원의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하며 2021년 10월 경매 낙찰작품금액 TOP10 1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서울옥션에서는 5회 진행한 온라인 경매의 작품 낙찰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아이옥션은 총 2회의 온라인 경매를 진행하였다. 총 출품 작품수 167점 중 48점이 낙찰되어 낙찰률 29%를 기

록하였으며 2021년 10월 전체 경매의 0.97%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작품낙찰총액은 279,450,000원을 기록하

였으며 가장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한 작품은 “호세 팔라 José Parlá” 작가의 [East New York] 작품으로 

55,000,000원에 낙찰되었다. 

 

아트데이옥션은 2021년 10월 총 1회의 온라인 경매를 진행하였다. 아트데이옥션의 총 출품 작품수 230점 중 

1599점이 낙찰되어 낙찰률 69%를 기록하였으며 2021년 10월 전체 경매의 1.52%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작품

낙찰총액은 437,590,000원을 기록하였으며 아트데이옥션은 총 1회 진행한 온라인경매의 작품낙찰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에이옥션은 2021년 10월 총 2회의 온라인 경매를 진행하였다. 에이옥션은 총 2회의 경매에서 238점의 작품을 

출품하였으며 그 중 83점이 낙찰되어 306,280,000원의 작품낙찰총액을 기록하였다. 2021년 10월 전체 경매의 

1.06%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에이옥션은 2회 진행한 온라인 경매의 작품낙찰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칸옥션은 2021년 10월 1회의 오프라인 경매를 진행하였다. “칸옥션 제20회 미술품경매”에서 총 135점의 작품을 

출품하였으며 그 중 85점의 작품이 낙찰되어 낙찰률 63%를 기록하였다. 그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

한 작품은 “윤덕희” 작가의 [월야관수 月夜觀水] 작품으로 30,000,000원에 낙찰되었다. 

 

케이옥션은 총 7회의 경매(온라 6회, 오프라인 1회)를 진행하였으며, 총 1,104점의 출품 작품 중 776점이 낙찰

되어 작품낙찰총액 10,633,050,000원을 기록하였으며 2021년 10월 전체 경매 중 36.86%의 비중을 차지하였

다. 그 중 오프라인 경매인 “2021년 10월 27일 메이저 경매”의 작품낙찰총액이 7,360,800,000원을 기록하였다. 

해당 경매에서는 총 143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그 중 126점의 작품이 낙찰되어 낙찰률은 88.11%를 기록하

였으며, 해당 경매에서 “김환기” 작가의 [17-VIII-66] 작품이 440,000,000원에 낙찰되어 2021년 10월 경매 낙

찰작품금액 TOP10 8위를 기록하였다. 

 

토탈아트옥션은 2021년 10월 총 4회의 온라인 경매를 진행하였다. 토탈아트옥션은 총4회의 경매에서 192점의 

작품을 출품하였으며 그 중 31점이 낙찰되어 14,150,000원의 작품낙찰총액을 기록하였으며 2021년 10월 전체 

경매의 0.0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가장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한 작품은 “김순겸” 작가의 [기억너머 그리움] 

작품으로 2,000,000원에 낙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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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매낙찰 랭킹리포트 

2.1 경매 작품낙찰금액 TOP10 

2021년 10월 가장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한 작품은 “쿠사마 야요이 Kusama Yayoi” 작가의 [Gold Sky 

Nets] 작품으로 서울옥션 오프라인 경매 “제163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경매에서 3,650,000,000원의 높

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하였다. 국내작가로는 “김홍도” 작가의 [송석원시사야연도松石園詩社夜宴圖, 송석원

시회도松石園詩會圖] 작품이 서울옥션 오프라인 경매 “제163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에서 1,900,000,000 

원에 낙찰되어 2위를 기록하였다. 해당 경매에서 “박서보” 작가의 [묘법 No.200~86] 작품과 [묘법 

No.88927] 작품, [묘법 No.131007] 작품 역시 각각 1,200,000,000원, 680,000,000원, 490,000,000원

에 낙찰되어 경매 작품낙찰금액 TOP 3위, 5위, 8위를 기록하였다. 
 

 작가 작품명 작품낙찰금액 경매사 옥션명 

1 
쿠사마 야요이 

Kusama Yayoi 
Gold Sky Nets 3,650,000  서울옥션 제163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2 김홍도 
송석원시사야연도 松石園詩社夜宴圖, 

송석원시회도 松石園詩會圖 
 1,900,000  서울옥션 제163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3 박서보 묘법 No.200~86  1,200,000  서울옥션 제163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4 
앤디 워홀 

Andy Warhol 
Dollar Sign 800,000 라이즈 아트 10월 온라인 경매 1 

5 박서보 묘법 No.88927  680,000  서울옥션 제163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6 
아야코 록카쿠 

Ayako Rokkaku 
무제  550,000  서울옥션 제163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7 
쿠사마 야요이 

Kusama Yayoi 
Pumpkin  520,000  서울옥션 제163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8 박서보 묘법 No.131007  490,000  서울옥션 제163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9 김환기 17-VIII-66 440,000  케이옥션 
2021년 10월 27일 메이저 경

매 

10 이우환 With Winds  390,000  서울옥션 제163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표 5. 2021년 10월 경매 낙찰가 TOP10(단위: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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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쿠사마 야요이, Gold Sky Nets 2. 김홍도, 송석원시사야연도 松石園詩社夜宴圖, 송

석원시회도 松石園詩會圖 

 
 

3,65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1,90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3. 박서보, 묘법 No.200~86 4. 앤디 워홀, Dollar Sign 

 

 

1,20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800,000,000원 낙찰, 라이즈 아트 

5. 박서보, 묘법 No.88927 6. 아야코 록카쿠, 무제 

 

 

68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550,000,000원 낙찰, 케이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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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쿠사마 야요이, Pumpkin 8. 박서보, 묘법 No.131007 

  

52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49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9. 김환기, 17-VIII-66 10. 이우환, With Winds 

  

440,000,000원 낙찰, 케이옥션 39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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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작가별 경매 출품 작품수 TOP10 

2021년 10월 작가별 경매 출품 작품수 상위 TOP10 중 가장 많은 출품 작품수를 기록한 작가는 “문형태” 

작가로 총 64점의 작품을 출품하였다. 64점의 출품 작품 중 총 64점의 작품 모두 낙찰되었으며 작품낙찰

총액은 530,876,000원이다. 해외 작가로는 “무라카미 타카시 Murakami Takashi” 작가가 총 26점의 작

품을 출품하여 8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그 중 24점이 낙찰되어 작품낙찰총액은 329,778,400원을 기록하

였다. 
  

작가 출품 작품수(점) 낙찰 작품수(점) 낙찰률(%) 

문형태 64 64 100% 

이우환 54 39 72% 

이왈종 36 27 75% 

김기창 29 18 62% 

김태호 28 22 79% 

박서보 27 22 81% 

전혁림 27 20 74% 

무라카미 타카시 26 24 92% 

김종학 26 24 92% 

김창열 26 19 73% 

표 6. 2021년 10월 작가별 경매 출품 작품수 TOP10 

 

 

2.3 작가별 경매 작품낙찰총액 TOP10 

2021년 10월 작가별 경매 작품낙찰총액 상위 TOP10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총액을 기록한 작가는 “쿠사

마 야요이 Kusama Yayoi” 작가로 작품낙찰총액 4,942,486,000원을 기록하였다. 2021년 10월 총 23점

의 작품을 출품하였으며 그 중 18점이 낙찰되었다. 국내 작가로는 “박서보” 작가의 작품낙찰총액이 

3,098,550,000원을 기록하면서 2위에 이름을 올렸다.  

표 7. 2021년 10월 작가별 경매 작품낙찰총액 TOP10(단위:백만 원)  

 작가 작품낙찰총액  작가 작품낙찰총액 

1 
쿠사마 야요이 

Kusama Yayoi 
4,942.4 6 

앤디 워홀 

Andy Warhol 
827.4 

2 박서보 3,098.5 7 김환기 819.2 

3 김홍도 1,900.0 8 김창열 809.9 

4 이우환 1,530.0 9 김종학 725.0 

5 우국원 901.9 10 이배 6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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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경매사별 최고 작품낙찰금액 리스트 

표 8. 2021년 10월 경매사별 최고가격 작품리스트(단위:천 원) 

 

서울옥션 – 쿠사마 야요이, Gold Sky Nets 아이옥션 – 호세 팔라, East New York 

  

3,650,000,000원 낙찰 

 

55,000,000원 낙찰 

 

칸옥션 – 윤덕희, 월야관수 月夜觀水 케이옥션 – 김환기, 17-VIII-66 

 

 
30,000,000원 낙찰 

 

440,000,000원 낙찰 

 

토탈아트옥션 – 김순겸, 기억너머 그리움  

 

 

2,000,000원 낙찰  
 

경매사 작가 작품 경매명 작품낙찰금액 

서울옥션 
쿠사마 야요이 

Kusama Yayoi 
 Gold Sky Nets  제163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3,650,000 

아이옥션 
호세 팔라 

José Parlá 
 East New York  TIME to CHANGE 55,000 

칸옥션 윤덕희  월야관수 月夜觀水   칸옥션 제20회 미술품경매 30,000 

케이옥션 김환기  17-VIII-66  2021년 10월 27일 메이저 경매 440,000 

토탈아트옥션 김순겸  기억너머 그리움  2021년 10-1 온라인 미술품 경매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