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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아트옥션 제40회 마이아트옥션 경매  칸옥션 칸옥션 제19회 미술품경매 

 서울옥션 서울옥션 X 디자인하우스 Living with Art & Design  케이옥션 2021년 6월 7일 위클리 온라인경매 

  경매 DAY 1   2021년 6월 14일 위클리 온라인경매 

  서울옥션 X 디자인하우스 Living with Art & Design   2021년 6월 21일 위클리 온라인경매 

  경매 DAY 2   2021년 6월 28일 위클리 온라인경매 

  6월 e BID 퍼블릭 경매   2021년 6월 8일 프리미엄 온라인경매 

  제161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2021년 6월 22일 프리미엄 온라인경매 

  ZERO BASE x 전남문화재단   2021넌 6월 23일 메이저 경매 

 아이옥션 제32회 I Contact 온라인 경매  토탈아트옥션 상시경매 

  제53회 여름경매   2021년 6월 온라인 미술품 경매 

 아트데이옥션 2021년 Summer Premium Auction    

 에이옥션 2021년 6월 167회 온라인    

  취향 공감 - 여섯 번째 - 扇    

  2021년 6월 제1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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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은 총 22회 경매(국내 온라인 16회, 국내 오프라인 6회)가 진행되었다. 작품낙찰총액은 총 

49,809,300,000원으로 총 출품 작품수는 3,162점, 낙찰 작품수 2,177점, 평균 낙찰률은 65%이다. 

표 1. 2021년 6월, 미술품 경매사별 출품 작품수, 낙찰 작품수, 낙찰률,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그림 1. 2021년 6월 경매사별 통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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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아트옥션 117 91 78% 1,734.2 

서울옥션 639 534 84% 33,592.1 

아이옥션 555 369 66% 688.7 

아트데이옥션 135 100 74% 1,469.3 

에이옥션 385 304 79% 261.0 

칸옥션 147 94 64% 296.1 

케이옥션 1,054 675 64% 11,759.2 

토탈아트옥션 130 10 8% 8.4 

합계 3,162 2,177 65% 49,8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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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매사별 작품낙찰총액 비중 

2021년 6월 작품낙찰총액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옥션은 “서울옥션”으로 작품낙찰총액 

33,592,160,000원을 기록하며 67.44%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2. 2021년 6월 경매사별 작품낙찰총액 비중도 

 

1.2.1 최고 비중 경매사 – “서울옥션” 

“서울옥션”은 총 5회의 경매(온라인 3회, 오프라인 2회)를 진행하였으며, 그 중 오프라인 경매인 “서울옥션 

제161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의 작품낙찰총액이 24,301,800,000원을 기록하였다. 해당 경매에서는 총 

201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그 중 177점의 작품이 낙찰되어 낙찰률은 88%를 기록하였다. 

 

 
그림 3. 2021년 6월 “서울옥션”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TOP5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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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서울옥션” 경매 중 작품낙찰금액 1위는 “김환기” 작가의 [27-XI-71 #211] 작품으로 “서울옥

션 제161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에서 3,050,000,000원에 낙찰되었다. 2위는 “쿠사마 야요이 Kusama 

Yayoi” 작가의 [Silver Nets (BTRUX)] 작품으로 2,900,000,000 원에 낙찰되었으며, “마르크 샤갈 Marc 

Chagall” 작가의 [Le couple au-dessus de Paris] 작품이 2,300,000,000 원에 낙찰되어 3위에 이름을 올

렸다. 

표2. 2021년 6월 “서울옥션” 작품낙찰금액 상위 TOP3 (단위:천 원) 

 

 

1. 김환기, 27-XI-71 #211 2. 쿠사마 야요이, Silver Nets (BTRUX) 

  

3,050,000,000원 낙찰 2,900,000,000원 낙찰  

3. 마르크 샤갈, Le couple au-dessus de Paris  

 

 

2,300,000,000원 낙찰  

  

 작가 작품명 작품낙찰금액 옥션명 

1 김환기 27-XI-71 #211 3,050,000 제161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2 
쿠사마 야요이

Kusama Yayoi 
Silver Nets (BTRUX) 2,900,000 제161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3 
마르크 샤갈    

Marc Chagall 
Le couple au-dessus de Paris 2,300,000 제161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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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온라인/오프라인별 통계 

2021년 6월은 총 22회의 경매가 진행되었다. 그 중 총 16회가 온라인 경매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경매

의 출품 작품수 2,272점 중 1,481점이 낙찰되면서 낙찰률 65%를 기록하였다. 온라인 경매의 작품낙찰총

액은 4,317,600,000원이다. 오프라인 경매는 총 6회 진행되었으며 출품 작품수 890점 중 낙찰 작품수 

696점을 기록, 낙찰률 78%로 작품낙찰총액은 45,491,700,000원이다. 

표 3. 2021년 6월, 온라인/오프라인별 출품 작품수, 낙찰 작품수, 낙찰률,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그림 4. 2021년 6월, 온라인/오프라인별 출품 작품수, 낙찰 작품수, 낙찰률,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1.3.1 온라인 통계 

2021년 6월 진행된 총 16회의 온라인 경매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총액을 기록한 경매는 아트데이옥션에서 6

월 30일 진행된 “2021년 Summer Premium Auction” 경매로 작품낙찰총액 1,469,320,000원을 기록하였다. 

해당 경매에서는 총 135점이 출품되었으며 그 중 100점의 작품이 낙찰되었다.  

 

 
그림 5. 2021년 6월 온라인 경매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TOP5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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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경매 작품낙찰총액

아트데이옥션 2021년 Summer Premium Auction

케이옥션 2021년 6월 8일 프리미엄 온라인경매

서울옥션 서울옥션 X 디자인하우스 Living with Art & Design 

경매 DAY 2

서울옥션 6월 e BID 퍼블릭 경매

케이옥션 2021년 6월 14일 위클리 온라인경매

 출품 작품수(점) 낙찰 작품수(점) 낙찰률(%) 작품낙찰총액 

온라인 2,272 1,481 65% 4,317.6 

오프라인 890 696 78% 45,491.7 

합계 3,162 2,177 - 49,8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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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오프라인 통계 

2021년 6월 진행된 총 6회의 오프라인 경매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총액을 기록한 경매는 서울옥션에서 6월 

22일 진행된 “서울옥션 제161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로 작품낙찰총액 24,301,800,000원을 기록하였다. 해

당 경매에서는 총 201점이 출품되었으며 그 중 177점의 작품이 낙찰되었다.  

 

 
그림 6. 2021년 6월 오프라인 경매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TOP5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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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옥션 제161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케이옥션 2021넌 6월 23일 메이저 경매

서울옥션 서울옥션 X 디자인하우스 Living with 

Art & Design 경매 DAY 1

마이아트옥션 제40회 마이아트옥션 경매

아이옥션 제 53회 여름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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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매사별 분석 결과 

마이아트옥션은 2021년 6월 1회의 오프라인 경매를 진행하였다. “제40회 마이아트옥션”에서 총 117점의 작품을 

출품하였으며 그 중 91점의 작품이 낙찰되어 낙찰률 78%를 기록하였다. 그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

한 작품은 [십이지괴석모란도 12첩병풍] 작품으로 500,000,000원에 낙찰되었다. 

 

2021년 6월 서울옥션은 총 5회의 경매(국내 온라인 3회, 국내 오프라인 2회)를 진행하였다. 서울옥션의 총 출품 

작품수 639점 중 534점이 낙찰되어 낙찰률 84%를 기록하였으며 2021년 6월 전체 경매의 67.44%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작품낙찰총액은 33,592,160,000원을 기록하였으며 그 중 국내 오프라인 경매 “제161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의 작품낙찰총액이 24,301,800,000원을 기록하였다. 해당 경매에서는 총 201점의 출품 작품 중 

177점이 낙찰되었으며, “김환기” 작가의 [27-XI-71 #211] 작품으로 3,050,000,000원의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

록하며 2021년 6월 경매 낙찰작품금액 TOP10 1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서울옥션에서는 3회 진행한 온라인 경매

의 작품 낙찰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해외 온라인 경매인 “아트시 Ⅹ 서울옥션 온라인 경매 : Mixed Media” 

경매를 진행하였으나 작품낙찰가를 공개하지 않아 통계에서 제외하였다. 

 

아이옥션은 총 2회의 경매(국내 온라인 경매 1회, 국내 오프라인 경매 1회)를 진행하였다. 총 출품 작품수 555점 

중 369점이 낙찰되 어 낙찰률 66%를 기록하였으며 2021년 6월 전체 경매의 1.38%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작

품낙찰총액은 688,760,000원을 기록하였으며 가장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한 작품은 [광개토대왕비 탁본 4폭] 

작품으로 85,000,000원에 낙찰되었다. 

 

아트데이옥션은 2021년 6월 1회의 온라인 경매를 진행하였다. 아트데이옥션의 총 출품 작품수 135점 중 100점

이 낙찰되어 낙찰률 74%를 기록하였으며 2021년 6월 전체 경매의 2.9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작품낙찰총액

은 1,469,320,000원을 기록하였으며 아트데이옥션은 총 1회 진행한 온라인경매의 작품낙찰가를 공개하지 않았

다. 

 

에이옥션은 2021년 6월 총 3회의 온라인 경매를 진행하였다. 에이옥션은 총 3회의 경매에서 385점의 작품을 출

품하였으며 그 중 304점이 낙찰되어 261,080,000원의 작품낙찰총액을 기록하였다. 2021년 6월 전체 경매의 

0.52%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에이옥션은 3회 진행한 온라인 경매의 작품낙찰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칸옥션은 2021년 6월 1회의 오프라인 경매를 진행하였다. “칸옥션 제19회 미술품경매”에서 총 147점의 작품을 

출품하였으며 그 중 94점의 작품이 낙찰되어 낙찰률 64%를 기록하였다. 그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

한 작품은 “이인문” 작가의 [산수 山水] 작품으로 100,000,000원에 낙찰되었다. 

 

케이옥션은 총 7회의 경매(온라인 6회, 오프라인 1회)를 진행하였으며, 총 1,054점의 출품 작품 중 675점이 낙

찰되어 작품낙찰총액 11,759,210,000원을 기록하였으며 2021년 6월 전체 경매 중 23.61%의 비중을 차지하였

다. 그 중 오프라인 경매인 “2021넌 6월 23일 메이저 경매”의 작품낙찰총액이 10,073,400,000원을 기록하였다. 

해당 경매에서는 총 154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그 중 113점의 작품이 낙찰되어 낙찰률은 73%를 기록하였으

며, 해당 경매에서 “이우환” 작가의 [점으로부터] 작품이 1,350,000,000원에 낙찰되어 2021년 6월 경매 낙찰작

품금액 TOP10 7위를 기록하였다. 

 

토탈아트옥션은 2021년 6월 총 2회의 온라인 경매를 진행하였다. 토탈아트옥션은 총2회의 경매에서 130점의 작

품을 출품하였으며 그 중 10점이 낙찰되어 8,420,000원의 작품낙찰총액을 기록하였으며 2021년 6월 전체 경매

의 8%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가장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한 작품은 “김순겸” 작가의 [기억너머 그리움] 작품

으로 2,400,000원에 낙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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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매낙찰 랭킹리포트 

2.1 경매 작품낙찰금액 TOP10 

2021년 6월 가장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한 작품은 “김환기” 작가의 [27-XI-71 #211] 작품으로 서울옥

션 오프라인 경매 “제161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경매에서 3,050,000,000원의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

하였다. 해외작가로는 “쿠사마 야요이 Kusama Yayoi” 작가의 [Silver Nets (BTRUX)] 작품이 서울옥션 오프

라인 경매 “제161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에서 2,900,000,000원에 낙찰되어 2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쿠사마 야요이 Kusama Yayoi” 작가의 [Infinity-Nets (OWTTY)]작품과 “이우환” 작가의 [From Point 

(2 works)] 작품이 작품낙찰금액 2,200,000,000원으로 공동 4위를 기록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작가 작품명 작품낙찰금액 경매사 옥션명 

1 김환기 27-XI-71 #211 3,050,000  서울옥션 제161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2 
쿠사마 야요이 

Kusama Yayoi 
Silver Nets (BTRUX)  2,900,000  서울옥션 제161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3 
마르크 샤갈 

Marc Chagall 
Le couple au-dessus de Paris  2,300,000  서울옥션 제161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4 
쿠사마 야요이 

Kusama Yayoi 
Infinity-Nets (OWTTY)  2,200,000  서울옥션 

서울옥션 X 디자인하우스 Living 

with Art & Design 경매 DAY 1 

4 이우환 From Point (2 works)  2,200,000  서울옥션 제161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6 이중섭 가족  1,550,000  서울옥션 제161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7 이우환 점으로부터  1,350,000  케이옥션 2021넌 6월 23일 메이저 경매 

8 이우환 From Line 1,300,000  서울옥션 
서울옥션 X 디자인하우스 Living 

with Art & Design 경매 DAY 1 

9 유영국 영혼  1,270,000  서울옥션 제161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10 정상화 무제 96-5-14  1,100,000  케이옥션 2021넌 6월 23일 메이저 경매 

표 5. 2021년 6월 경매 낙찰가 TOP10(단위: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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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환기, 27-XI-71 #211 2. 쿠사마 야요이, Silver Nets (BTRUX) 

  

3,05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2,90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3. 마르크 샤갈, Le couple au-dessus de Paris 4. 쿠사마 야요이, Infinity-Nets (OWTTY) 

  

2,30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2,20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4. 이우환, From Point (2 works) 6. 이중섭, 가족 

 

 
2,20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1,55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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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우환, 점으로부터 8. 이우환, From Line 

  

1,350,000,000원 낙찰, 케이옥션 1,30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9. 유영국, 영혼 10. 정상화, 무제 96-5-14 

  

1,27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1,100,000,000원 낙찰, 케이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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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작가별 경매 출품 작품수 TOP10 

2021년 6월 작가별 경매 출품 작품수 상위 TOP10 중 가장 많은 출품 작품수를 기록한 작가는 “김창열” 

작가로 총 66점의 작품을 출품하였다. 66점의 출품 작품 중 총 57점의 작품이 낙찰되었으며 작품낙찰총액

은 2,706,350,000원이다. 해외 작가로는 “무라카미 타카시 Murakami Takashi” 작가가 총 27점의 작품을 

출품하여 4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그 중 20점이 낙찰되어 작품낙찰총액은 42,500,000원을 기록하였다. 
  

작가 출품 작품수(점) 낙찰 작품수(점) 낙찰률(%) 

김창열 66 57 86% 

이우환 45 40 89% 

박서보 32 31 97% 

무라카미 타카시 

Takashi Murakami 
27 20 74% 

이왈종 26 24 92% 

허백련 26 23 88% 

민경갑 21 18 86% 

김태호 19 18 95% 

김환기 19 15 79% 

김기창 19 15 79% 

표 6. 2021년 6월 작가별 경매 출품 작품수 TOP10 

 

 

2.3 작가별 경매 작품낙찰총액 TOP10 

2021년 6월 작가별 경매 작품낙찰총액 상위 TOP10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총액을 기록한 작가는 “이우환” 

작가로 작품낙찰총액 6,948,450,000원을 기록하였다. “이우환” 작가는 2021년 6월 총 45점의 작품을 출

품하였으며 그 중 40점이 낙찰되었다. 그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한 작품은 [From Point (2 

works)] 작품으로 “서울옥션 제161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에서 2,200,000,000원에 낙찰되어 2021년 6

월 경매 작품낙찰금액 TOP10 4위를 기록하였다. 

표 7. 2021년 6월 작가별 경매 작품낙찰총액 TOP10(단위:백만 원)  

 작가 작품낙찰총액  작가 작품낙찰총액 

1 이우환 6,948.4 6 
마르크 샤갈 

Marc Chagall 
2,364.5 

2 
쿠사마 야요이 

Kusama Yayoi 
6,103.5 7 이중섭 2,270.0 

3 김환기 4,825.0 8 정상화 1,754.6 

4 박서보 3,307.7 9 유영국 1,386.8 

5 김창열 2,706.3 10 윤형근 1,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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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경매사별 최고 작품낙찰금액 리스트 

표 8. 2021년 6월 경매사별 최고가격 작품리스트(단위:천 원) 

마이아트옥션 – 십이지괴석모란도 12첩병풍 서울옥션 – 김환기, 27-XI-71 #211 

 

 

500,000,000원 낙찰 3,050,000,000원 낙찰 

 

아이옥션 – 광개토대왕비 탁본 4폭 칸옥션 – 이인문, 산수 山水 

  
85,000,000원 낙찰 100,000,000원 낙찰 

 

케이옥션 – 이우환, 점으로부터 토탈아트옥션 – 김순겸, 기억너머 그리움 

  

1,350,000,000원 낙찰 2,400,000원 낙찰 

 

경매사 작가 작품 경매명 작품낙찰금액 

마이아트옥션 - 십이지괴석모란도 12첩병풍 제40회 마이아트옥션 경매 500,000 

서울옥션 김환기 27-XI-71 #211 제161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3,050,000 

아이옥션 - 광개토대왕비 탁본 4폭 제 53회 여름경매 85,000 

칸옥션 이인문 산수 山水 칸옥션 제19회 미술품경매 100,000 

케이옥션 이우환 점으로부터 2021년 6월 23일 메이저 경매 1,350,000 

토탈아트옥션 김순겸 기억너머 그리움 2021년 6월 온라인 미술품 경매 2,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