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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모옥션 꼬모옥션 2021년 8월 온라인경매  케이옥션 2021년 8월 2일 위클리 온라인경매 

 마이아트옥션 제41회 마이아트옥션 경매   2021년 8월 9일 위클리 온라인경매 

 서울옥션 8월 e BID 프리미엄 온라인 경매   2021년 8월 16일 위클리 온라인경매 

  8월 eBID 스페셜 collectible by printbakery   2021년 8월 23일 위클리 온라인경매 

  제162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2021년 8월 30일 위클리 온라인경매 

  8월 e BID 퍼블릭 온라인 경매   2021년 8월 10일 프리미엄 온라인경매 

 아이옥션 제 45회 장터경매   2021년 8월 24일 프리미엄 온라인경매 

  제33회 I Contact 온라인경매   2021년 8월 25일 메이저 경매 

 아트데이옥션 2021년 8월 온라인미술품 경매  토탈아트옥션 2021년 8-1 온라인 미술품 경매 

 에이옥션 2021년 8월 170회 온라인   2021년 8-2 온라인 미술품 경매 

     2021년 8-3 온라인 미술품 경매 

     2021년 8-4 온라인 미술품 경매 

     2021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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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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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경매시장동향 

1.1 경매사별 통계 

2021년 8월은 총 23회 경매(국내 온라인 19회, 국내 오프라인 4회)가 진행되었다. 작품낙찰총액은 총 

35,808,240,000원으로 총 출품 작품수는 3,181점, 낙찰 작품수 2,040점, 평균 낙찰률은 60%이다. 

표 1. 2021년 8월, 미술품 경매사별 출품 작품수, 낙찰 작품수, 낙찰률,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그림 1. 2021년 8월 경매사별 통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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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모옥션 60 31 52% 37.5 

마이아트옥션 134 94 70% 2,399.5 

서울옥션 593 416 70% 21,210.9 

아이옥션 642 506 79% 405.0 

아트데이옥션 196 120 61% 168.0 

에이옥션 162 119 73% 108.5 

케이옥션 1,154 715 62% 11,451.9 

토탈아트옥션 240 39 16% 26.7 

합계 3,181 2,040 60% 35,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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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매사별 작품낙찰총액 비중 

2021년 8월 작품낙찰총액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옥션은 “서울옥션”으로 작품낙찰총액 

21,210,950,000원을 기록하며 59.23%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2. 2021년 8월 경매사별 작품낙찰총액 비중도 

 

1.2.1 최고 비중 경매사 – “서울옥션” 

“서울옥션”은 총 4회의 경매(온라인 3회, 오프라인 1회)를 진행하였으며, 그 중 오프라인 경매인 “서울옥션 

제162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의 작품낙찰총액이 19,839,850,000원을 기록하였다. 해당 경매에서는 총 

168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그 중 144점의 작품이 낙찰되어 낙찰률은 85.71%를 기록하였다. 

 

 
그림 3. 2021년 8월 “서울옥션”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TOP5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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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서울옥션” 경매 중 작품낙찰금액 1위는 “김환기” 작가의 [1-Ⅶ-71 #207] 작품으로 “서울옥션 

제162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에서 4,000,000,000원에 낙찰되었다. 2위는 “이우환” 작가의 [East Winds] 

작품으로 3,100,000,000 원에 낙찰되었으며, “쿠사마 야요이 Kusama Yayoi” 작가의 [Infinity-Nets 

(KPEU)] 작품이 2,550,000,000 원에 낙찰되어 3위에 이름을 올렸다. 

표2. 2021년 8월 “서울옥션” 작품낙찰금액 상위 TOP3 (단위:천 원) 

 

 

1. 김환기, 1-Ⅶ-71 #207 2. 이우환, East Winds 

 

 
4,000,000,000원 낙찰 3,100,000,000원 낙찰  

3. 쿠사마 야요이, Infinity-Nets (KPEU)  

 

 

2,550,000,000원 낙찰  

  

 작가 작품명 작품낙찰금액 옥션명 

1 김환기 1-Ⅶ-71 #207 4,000,000 제162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2 이우환 East Winds 3,100,000 제162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3 
쿠사마 야요이

Kusama Yayoi 
Infinity-Nets (KPEU) 2,550,000 제162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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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온라인/오프라인별 통계 

2021년 8월은 총 23회의 경매가 진행되었다. 그 중 총 19회가 온라인 경매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경매

의 출품 작품수 2,447점 중 1,442점이 낙찰되면서 낙찰률 59%를 기록하였다. 온라인 경매의 작품낙찰총

액은 4,155,690,000원이다. 오프라인 경매는 총 4회 진행되었으며 출품 작품수 734점 중 낙찰 작품수 

598점을 기록, 낙찰률 81%로 작품낙찰총액은 61,652,550,000원이다. 

표 3. 2021년 8월, 온라인/오프라인별 출품 작품수, 낙찰 작품수, 낙찰률,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그림 4. 2021년 8월, 온라인/오프라인별 출품 작품수, 낙찰 작품수, 낙찰률,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1.3.1 온라인 통계 

2021년 8월 진행된 총 19회의 온라인 경매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총액을 기록한 경매는 케이옥션에서 8월 

10일 진행된 “2021년 8월 10일 프리미엄 온라인경매” 경매로 작품낙찰총액 1,469,320,000원을 기록하였다. 

해당 경매에서는 총 291점이 출품되었으며 그 중 184점의 작품이 낙찰되었다.  

 

 
그림 5. 2021년 8월 온라인 경매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TOP5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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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옥션 2021년 8월 10일 프리미엄 온라인경매

서울옥션 8월 e BID 프리미엄 온라인 경매

서울옥션 8월 eBID 스페셜 collectible by printbakery

케이옥션 2021년 8월 30일 위클리 온라인경매

케이옥션 2021년 8월 23일 위클리 온라인경매

 출품 작품수(점) 낙찰 작품수(점) 낙찰률(%) 작품낙찰총액 

온라인 2,447 1,442 59% 4,155.6 

오프라인 734 598 81% 31,652.5 

합계 3,181 2,040 - 35,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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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오프라인 통계 

2021년 8월 진행된 총 4회의 오프라인 경매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총액을 기록한 경매는 서울옥션에서 8월 

24일 진행된 “서울옥션 제162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로 작품낙찰총액 19,839,850,000원을 기록하였다. 해

당 경매에서는 총 168점이 출품되었으며 그 중 144점의 작품이 낙찰되었다.  

 

 
그림 6. 2021년 8월 오프라인 경매 작품낙찰총액(단위:백만 원) TOP5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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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옥션 제 45회 장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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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매사별 분석 결과 

꼬모옥션은 2021년 8월 1회의 온라인 경매를 진행하였다. “꼬모옥션 2021년 8월 온라인경매”에서 총 60점의 작

품을 출품하였으며 그 중 31점의 작품이 낙찰되어 낙찰률 51.67%를 기록하였다. 그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금액

을 기록한 작품은 “이두식” 작가의 [축제] 작품으로 10,000,000원에 낙찰되었다. 

 

마이아트옥션은 2021년 8월 1회의 오프라인 경매를 진행하였다. “제41회 마이아트옥션 경매”에서 총 134점의 작

품을 출품하였으며 그 중 94점의 작품이 낙찰되어 낙찰률 70.15%를 기록하였다. 그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금액

을 기록한 작품은 [수서가장첩] 작품으로 860,000,000원에 낙찰되었다. 

 

2021년 8월 서울옥션은 총 4회의 경매(국내 온라인 3회, 국내 오프라인 1회)를 진행하였다. 서울옥션의 총 출품 

작품수 593점 중 416점이 낙찰되어 낙찰률 70%를 기록하였으며 2021년 8월 전체 경매의 59.23%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작품낙찰총액은 21,210,950,000원을 기록하였으며 그 중 국내 오프라인 경매 “제162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의 작품낙찰총액이 19,839,850,000원을 기록하였다. 해당 경매에서는 총 168점의 출품 작품 중 

144점이 낙찰되었으며, “김환기” 작가의 [1-Ⅶ-71 #207] 작품으로 4,000,000,000원의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

하며 2021년 8월 경매 낙찰작품금액 TOP10 1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서울옥션에서는 3회 진행한 온라인 경매의 

작품 낙찰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아이옥션은 총 2회의 경매(국내 온라인 경매 1회, 국내 오프라인 경매 1회)를 진행하였다. 총 출품 작품수 642점 

중 506점이 낙찰되어 낙찰률 79%를 기록하였으며 2021년 8월 전체 경매의 1.13%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작품

낙찰총액은 405,040,000원을 기록하였으며 가장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한 작품은 “쿠사마 야요이 Kusama 

Yayoi” 작가의 [Pumpkin] 작품으로 48,000,000원에 낙찰되었다.  

 

아트데이옥션은 2021년 8월 1회의 온라인 경매를 진행하였다. 아트데이옥션의 총 출품 작품수 196점 중 120점

이 낙찰되어 낙찰률 61%를 기록하였으며 2021년 8월 전체 경매의 0.47%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작품낙찰총액

은 168,050,000원을 기록하였으며 아트데이옥션은 총 1회 진행한 온라인경매의 작품낙찰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에이옥션은 2021년 8월 총 1회의 온라인 경매를 진행하였다. 에이옥션은 총 1회의 경매에서 162점의 작품을 출

품하였으며 그 중 119점이 낙찰되어 108,520,000원의 작품낙찰총액을 기록하였다. 2021년 8월 전체 경매의 

0.30%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에이옥션은 1회 진행한 온라인 경매의 작품낙찰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케이옥션은 총 8회의 경매(온라인 7회, 오프라인 1회)를 진행하였으며, 총 1,154점의 출품 작품 중 715점이 낙

찰되어 작품낙찰총액 11,451,920,000원을 기록하였으며 2021년 8월 전체 경매 중 31.98%의 비중을 차지하였

다. 그 중 오프라인 경매인 “2021년 8월 25일 메이저 경매”의 작품낙찰총액이 9,077,300,000원을 기록하였다. 

해당 경매에서는 총 153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그 중 128점의 작품이 낙찰되어 낙찰률은 83.66%를 기록하

였으며, 해당 경매에서 “이우환” 작가의 [Dialogue] 작품이 700,000,000원에 낙찰되어 2021년 8월 경매 낙찰작

품금액 TOP10 5위를 기록하였다. 

 

토탈아트옥션은 2021년 8월 총 5회의 온라인 경매를 진행하였다. 토탈아트옥션은 총5회의 경매에서 240점의 작

품을 출품하였으며 그 중 39점이 낙찰되어 26,750,000원의 작품낙찰총액을 기록하였으며 2021년 8월 전체 경

매의 0.07%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가장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한 작품은 “김순겸” 작가의 [기억너머 그리움] 

작품으로 2,700,000원에 낙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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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매낙찰 랭킹리포트 

2.1 경매 작품낙찰금액 TOP10 

2021년 8월 가장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한 작품은 “김환기” 작가의 [1-Ⅶ-71 #207] 작품으로 서울옥션 

오프라인 경매 “제162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경매에서 4,000,000,000원의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하

였다. 해외작가로는 “쿠사마 야요이 Kusama Yayoi” 작가의 [Infinity-Nets (KPEU)] 작품이 서울옥션 오프라

인 경매 “제162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에서 2,550,000,000원에 낙찰되어 3위를 기록하였다. “김환기” 작

가의 또 다른 작품 [8-VIII-66] 역시 2021년 8월 케이옥션 오프라인 경매 “2021년 8월 25일 메이저 경매” 

에서 510,000,000원에 낙찰되어 10위를 기록하였다. 

이 외에도 “이우환”, “박서보” 등의 작가의 작품이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하며 2021년 8월 작품낙찰금액 

TOP10에 이름을 올렸다. 
 

 

 작가 작품명 작품낙찰금액 경매사 옥션명 

1 김환기 1-Ⅶ-71 #207 4,000,000  서울옥션 제162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2 이우환 East Winds  3,100,000 서울옥션 제162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3 
쿠사마 야요이 

Kusama Yayoi 
Infinity-Nets (KPEU)  2,550,000 서울옥션 제162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4 - 수서가장첩  860,000 마이아트옥션 제41회 마이아트옥션 경매 

4 이우환 Dialogue  700,000  케이옥션 2021년 8월 25일 메이저 경매 

6 이우환 Dialogue  660,000  서울옥션 제162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7 박서보 묘법 No.050319  580,000  서울옥션 제162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8 
아야코 록카쿠 

Ayako Rokkaku 
무제 560,000 서울옥션 제162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9 
쿠사마 야요이 

Kusama Yayoi 
Pumpkin  540,000  서울옥션 제162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10 김환기 8-VIII-66  510,000  케이옥션 2021년 8월 25일 메이저 경매 

표 5. 2021년 8월 경매 낙찰가 TOP10(단위: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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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환기, 1-Ⅶ-71 #207 2. 이우환, East Winds 

  
4,00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3,10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3. 쿠사마 야요이, Infinity-Nets (KPEU) 4. 수서가장첩 

 

 

2,55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860,000,000원 낙찰, 마이아트옥션 

 

 

5. 이우환, Dialogue 6. 이우환, Dialogue 

 
 

700,000,000원 낙찰, 케이옥션 66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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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박서보, 묘법 No.050319 8. 아야코 록카쿠, 무제 

 

 

58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56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9. 쿠사마 야요이, Pumpkin 10. 김환기, 8-VIII-66 

 

 
54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510,000,000원 낙찰, 케이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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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작가별 경매 출품 작품수 TOP10 

2021년 8월 작가별 경매 출품 작품수 상위 TOP10 중 가장 많은 출품 작품수를 기록한 작가는 “송수남” 

작가로 총 51점의 작품을 출품하였다. 51점의 출품 작품 중 총 9점의 작품이 낙찰되었으며 작품낙찰총액

은 7,650,000원이다. 해외 작가로는 “무라카미 타카시 Murakami Takashi” 작가가 총 25점의 작품을 출

품하여 6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그 중 22점이 낙찰되어 작품낙찰총액은 43,950,000원을 기록하였다. 
  

작가 출품 작품수(점) 낙찰 작품수(점) 낙찰률(%) 

송수남 51 9 18% 

이왈종 47 31 66% 

김창열 46 32 70% 

이우환 43 36 84% 

문형태 34 34 100% 

박서보 25 20 80% 

무라카미 타카시 

Takashi Murakami 
25 22 88% 

이배 22 21 95% 

김기창 22 9 41% 

이대원 20 10 50% 

표 6. 2021년 8월 작가별 경매 출품 작품수 TOP10 

 

 

2.3 작가별 경매 작품낙찰총액 TOP10 

2021년 8월 작가별 경매 작품낙찰총액 상위 TOP10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총액을 기록한 작가는 “이우환” 

작가로 작품낙찰총액 6,631,790,000원을 기록하였다. “이우환” 작가는 2021년 8월 총 43점의 작품을 출

품하였으며 그 중 36점이 낙찰되었다. 그 중 가장 높은 작품낙찰금액을 기록한 작품은 [East Winds] 작품

으로 “서울옥션 제162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에서 3,100,000,000원에 낙찰되어 2021년 8월 경매 작품

낙찰금액 TOP10 2위를 기록하였다. 

표 7. 2021년 8월 작가별 경매 작품낙찰총액 TOP10(단위:백만 원)  

 작가 작품낙찰총액  작가 작품낙찰총액 

1 이우환 6,631.7 6 김창열 971.3 

2 김환기 5,521.0 7 유영국 673.0 

3 
쿠사마 야요이 

Kusama Yayoi 
4,028.6 8 우국원 622.0 

4 박서보 1,031.3 9 윤형근 602.1 

5 하종현 984.0 10 이배 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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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경매사별 최고 작품낙찰금액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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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모옥션 – 이두식, 축제 마이아트옥션 – 수서가장첩 

  

10,000,000원 낙찰 860,000,000원 낙찰 

 

서울옥션 – 김환기, 1-Ⅶ-71 #207 아이옥션 – 쿠사마 야요이, Pumpkin 

  

4,000,000,000원 낙찰 48,000,000원 낙찰 

 

케이옥션 – 이우환, Dialogue 토탈아트옥션 – 김순겸, 기억너머 그리움 

  

700,000,000원 낙찰 2,700,000원 낙찰 
1 

경매사 작가 작품 경매명 작품낙찰금액 

꼬모옥션 이두식 축제 꼬모옥션 2021년 8월 온라인경매 10,000 

마이아트옥션 - 수서가장첩 제41회 마이아트옥션 경매 860,000 

서울옥션 김환기 1-Ⅶ-71 #207 제162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4,000,000 

아이옥션 
쿠사마 야요이 

Kusama Yayoi 
Pumpkin 제 45회 장터경매 48,000 

케이옥션 이우환 Dialogue 2021년 8월 25일 메이저 경매 700,000 

토탈아트옥션 김순겸 기억너머 그리움 2021년 8-3 온라인 미술품 경매 2,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