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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가치를 보는 눈



ABOUT
SEOUL AUCTION
SINCE 1998

국내 미술 시장 선도기업, 글로벌 미술 경매사

1998년 창립 이래 서울옥션은 한국 최초 미술품 경매 회사로 세계 속 

한국 미술의 문화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과 경매 기록을 세우며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 중입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 경매사로는 처음으로 2008년 홍콩법인을 

설립 하였으며, 매년 서울은 물론 부산과 대구 그리고 홍콩에서 활발히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술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관객과 소통하고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문화 예술의 대중화’와 일상 속 미술을 즐길 수 있게 하는 

‘문화 예술의 일상화’를 위한 취지로 2019년 서울옥션 강남센터를 

개관 했습니다. 개관 이래 복합문화공간으로 미술품 프리뷰뿐만 아니라 

경매, 미술, 전시회, 아카데미, 협업 행사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기획하며 

대중에게 한 발 더 나아가는 중입니다.
 

서울옥션은 해외에 한국 미술을 장려하고 해외 미술을 한국에 발 빠르게 

소개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 미술시장의 저변 확대를 위한

‘문화 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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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HISTORY

1998 서울경매 설립
제1회 경매

2000 제1회 보석경매
제1회 와인경매

2001 서울옥션으로 상호 변경

2002 평창동 센터 개관

2004 제1회 열린경매
제1회 커팅엣지

2005 강남점 오픈 

2006 인사점, 부산점 오픈
100회 경매

2007 제1회 코엑스 옥션쇼 개최

2008 홍콩시장 진출 
코스닥(KOSDAQ) 상장

2010 디자인 경매 실시

2012 Printbakery(프린트베이커리) 런칭

2013 전두환 컬렉션 특별 경매

2014 온라인 미술품 경매 플랫폼 eBid Now 런칭

2015 창립 이후 낙찰 총액 1천억 원 달성
홍콩경매 한국 ‘고미술’ 섹션 개최

2017 부산경매, 대구경매 첫 실시

2018 설립 ‘20주년’
홍콩 현지 프라이빗 세일 전시장 SA+ 개관

2019 강남센터 오픈
제로베이스 경매 개최

2021 ‘블랙랏’ 플랫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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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서울옥션의 가치

LIVE AUCTION

서울옥션을 대표하는 [메이저 경매]는 1998년 창립 이래 평창동 본사에서 

제1회 미술품 경매로 그 첫 경매의 문을 열고, 현재는 강남센터에서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출품작은 한국을 대표하는 근현대 작가부터 국내 미술계를 지탱하는 중견 작가,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해외 유명 작가, 그리고 한국의 귀중한 전통 미술을 다루는 고미술품 섹션까지 

미래 가치가 있는 작품들로 다채롭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경매

기획 경매

글로벌 미술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여 해외 유명 작가 및 인기 이머징 작가의 작품을 

컬렉터에게 빠르게 소개하는 [Contemporary Art]를 필두로, 부산, 대구 등지에서 진행되는 

[지역 경매]를 꾸준히 개최하며 한국 미술시장의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 경매

2008년 홍콩 법인을 설립한 후, 한국 작가의 작품을 세계 시장에 소개하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외 유명 작가의 작품을 한국에 선보입니다.

[홍콩 경매]를 통해 한국 미술시장의 지속적인 해외 저변 확대를 이루고, 세계 속 한국 미술 

시장의 지평을 넓힙니다.

문화 예술 활성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산불피해 이재민 돕기 자선경매’,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를 위한 후원 경매’ 등을 기획해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통한 

기업의 책임 있는 역할을 실천합니다.

기타 경매

2022년부터 모든 오프라인 경매는 Live Auction으로 새롭게 선보입니다. 

뜨거운 현장의 열기를 라이브로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최초 경매사로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오프라인 경매와 국내 최초로 
시행된 온라인 경매를 통해 국내외 미술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확보 하였습니다.

06          07ⓒ Ufan Lee / ADAGP, Paris - SACK, Seoul,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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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AUCTION

국내 최초로 온라인 기반의 미술품 경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온라인 경매 중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와 가격대로 구성된 국내외 유명 작가의 

원화 및 판화 작품과 함께 고미술품도 소개합니다.

eBID PREMIUM

미술품 구입에 관심이 높은 초보 컬렉터와 젊은 세대를 위한 신진 작가 및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합리적인 금액대에 선보입니다.

eBID PUBLIC

온라인 경매는 미술품을 대중적 문화로 자리 잡게 하는 서울옥션의 노력 중 하나로

다양한 국내외 작가 군과 대중적인 가격대의 작품을 선보이고, 고객들은 시공간을 초월해 

전 세계 어디서나 쉽게 경매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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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iently Anytime, Anywhere

In November 2021, Seoul Auction was the first auction house to introduce 

an open-market platform –BLACKLOT—through which artworks and cultural heritage 

art pieces can be sold online. This platform makes it easier for art galleries (sellers) 

to list the products directly on BLACKLOT platform. The list of the products includes 

artworks and rare collectibles such as vintage furniture, light fixtures, luxury 

handicrafts, collectible figures, luxury watches, etc.

Buy and sell your favorite artworks on Blacklot!

ZEROBASE is an online auction platform which 

enables artists to feature the artworks that have 

aesthetic or conceptual value by the emerging 

artists who have been represented by several 

galleries. Since their value has not been defined by 

internationally-recognized galleries and auction 

houses, the starting price of their artworks starts 

from ZERO.

ZEROBASE strives hard to promote 

under-recognized artists to get off the ground 

through various collaborations.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2021년 11월 국내 최초로 아트와 컬쳐 아이템을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경매 형식 기반의 오픈 마켓 플랫폼 [블랙랏]을 선보였습니다. 갤러리 등 판매자가 
직접 자신들의 작품을 [블랙랏] 플랫폼에 올리는 오픈마켓 구조로, 미술품을 포함해 
빈티지 가구, 조명, 공예, 명품, 피규어, 하이엔드 시계 등 희소가치가 높은 컬렉터블 
아이템을 블랙랏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합니다.
 

[제로베이스]는 기존 경매 기록이 없어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다양한 

전시 이력과 작품성을 갖춘 신진 작가의 작품을 ‘0원’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경매입니다. 보다 다양한 협업을 통해 신진 작가들을 위한 새로운 판로 개척의 

역할을 하는 제로베이스는 [블랙랏]에서 선보입니다.

블랙랏에서 마음에 드는 작품을 구매하고 판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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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ate of Roy Lichtenstein / SACK Korea 2022
ⓒ Whanki Foundation·Whanki Museum
ⓒ Ren  Magritte / ADAGP, Paris - SACK, Seoul, 2022
ⓒ Ufan Lee / ADAGP, Paris - SACK, Seoul, 2022

SALES RECORD HIGHLIGHTS
OF SEOUL AUCTION Since 1998

제12회 서울옥션 홍콩세일, 2013.11.24.

산유
San Yu
1901~1966

Oil on canvas
65.0 X 50.0cm, 1931
Hammer price HKD 9,500,000

Pink Rose in a White Vase

Lot. 21

제12회 서울옥션 홍콩세일, 2013.11.24.

로이 리히텐슈타인
Roy Lichtenstein 
1923~1997

Oil and magna on canvas
101.6 X 152.4cm, 1982
Hammer price HKD 17,000,000

Tomato and Abstraction

Lot. 28

제152회 미술품경매, 2019.6.26.

백자대호
White Porcelain Jar

JoSeon Period
41.0 X 45.5(h)cm
Hammer price KRW 3,100,000,000

Lot. 179

한국 미술품 최고 낙찰가 경신

제25회 서울옥션 홍콩세일, 2018.5.27.

김환기
Kim WhanKi 
1913~1974

Oil on cotton
254.0 X 202.0cm, 1972
Hammer price HKD 62,000,000

3-II-72 #220

Lot. 23

제28회 서울옥션 홍콩세일, 2019.3.29.

르네 마그리트
Ren  Magritte
1898~1967

Oil on canvas
46.0 X 38.0cm, 1953
Hammer price HKD 50,000,000

Le Chant des Sir nes

Lot. 36

국내 생존작가 경매 최고가 경신

제161회 미술품경매, 2021.6.22.

이우환
Lee UFan 
1936~

Oil and mineral pigment on canvas

80.0 X 80.0cm (each), 1975
Hammer price KRW 2,200,000,000

From Point (2 works)

Lot. 86

작가 국내 경매 최고가 경신

WINTER SALE, 2021.11.23.

야요이 쿠사마
Yayoi Kusama 
1929~

Acrylic on canvas

116.5 X 91.0cm, 1981
Hammer price KRW 5,450,000,000

Pumpkin

Lot. 47

01. 02.

03. 04. 05.

06. 07.

01.

03.

06.

04. 05.

0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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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미술을 향유하는 문화공간

미술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다양하게 기획되는 전시부터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전시와 팝업 스토어까지 다채로운 전시로 미술시장의 흐름을 전달합니다.



EXHIBITION VENUE R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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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예술을 위한 공간

B4-B5

1F

3F

5F

6F-7F

전시장

로비 및 전시장

아카데미 홀

전시장

경매장 및 전시장

GANGNAM CENTER 

2019년 일상 속 예술 향유와 미술품 경매의 대중화에 

앞장서고자 서울옥션 강남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강남센터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과 인천공항의 실내 디자인, 

그리고 루이비통 파리 본사의 디자인과 건축을 맡은 

장 미셸 빌모트의 작품으로 도심 속 랜턴 역할을 하는 

조명 박스의 형태를 담았습니다.
 

지하 4층부터 지상 6층까지 모두 전시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지하 4층과 지상 6층은 복층 구조로 설계 되었습니다. 

특히 조명 시스템과 넓은 전시공간은 다양한 구조로 변형이 

가능하여 미술품의 가치를 최상으로 끌어 올립니다.
 

또한 미술품 전시 이 외에도 프라이빗 이벤트, 패션쇼, 

자동차 론칭쇼, VIP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위한 특별한 

대관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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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의 전문가와 사내 스페셜리스트에게 듣는 경매의 기본적인 이론과 방법부터 예술사, 

작가론, 예술 인문학, 건축, 아트투어까지 다방면의 분야로 영역을 확대해 진행합니다. 

최고 경영자를 위한 CEO 심화 과정 포럼, 대학생 아카데미, 일반인 등 다양한 대상별로 

희망하는 주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기초 강의부터 심화 강의까지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상력과 열정을 불러 일으킬 신선하고 심도 있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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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유명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전략적 아트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옥션의 특별한 노하우를 만나보십시오.

미술시장에 특화된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객에게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만을 위한 특별한 

아트마케팅을 기획해드립니다.

기업 미술품 서비스

서울옥션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마케팅을 통한 기업의 

차별화된 브랜딩을 진행합니다. 

세련되고 감각적인 기업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VIP 고객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만들어 드립니다.

VIP 고객 마케팅

브랜드와 함께 하는 스페셜 기획경매를 만들어 드립니다. 

자동차, 위스키, 보석, 디자인 가구 등 각 브랜드의 귀한 에디션 

제품을 경매라는 특별한 플랫폼을 통해 소개하고, 그 특별한 가치를 

확인시켜 드립니다.

기획경매

미술품 구입부터 관리, 보관, 판매까지 기업의 컬렉션 전반에 관한 

기획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와드립니다. 

미술품 가치평가, 구매, 판매, 소장품 토탈케어 서비스까지 

서울옥션의 전문적인 가이드와 함께 하십시오.

미술품 컬렉션

ART SERVICES 



ART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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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편리한 미술품 및 귀중품 전문보관소

서울 평창동, 인사동, 경기도 장흥에 총 3개의 대규모 미술품 전문 보관고를 

운영합니다. 개인 캐비닛, 작은 사이즈의 수장고부터 대형 보관고까지 갖추고 

있으며, 미술품 각 특성에 맞는 항온, 항습 시스템, 방재 시스템, 보안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PRIVATE SALE 

고객 밀착형 특화 서비스

한국을 넘어 글로벌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단 한 점의 

소장품부터 대규모 컬렉션, 고미술품, 해외 미술에 이르기까지 

고객 밀착형 특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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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FINANCING

서울옥션은 미술품 및 고미술품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매가 가능한 미술품 위주로 시장 가치의 최대 50%까지 진행됩니다.

미술품 담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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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GNMENT

서울옥션은 25년의 경매를 통해 미술품 가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중섭, 박수근 등 국내외 작가의 ‘작가 최고가 경신’ 등 독보적인 경매 기록은 

모두 서울옥션에서 탄생됐고, 단원 김홍도, 고송유수관 이인문의 작품 등 

고미술품 또한 서울옥션을 통해 역사 속에서 그 가치의 빛을 발하였습니다.
 

각 분야 스페셜리스트들의 거래 노하우로 귀하의 작품을 최상의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위탁

ⓒ Ufan Lee / ADAGP, Paris - SACK, Seoul, 2022



SOUTH KOREA JOINS 
THE TOP 10

GEOGRAPHICAL BREAKDOWN OF AUCTION TURNOVER BY COUNTRY

China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France

Germany

South Korea

Italy

Switzerland

Japan

Poland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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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2021년 지난해 세계 미술 경매 시장에서 6위를 차지하며 

세계 속 한국 미술의 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 아트프라이스 2021년 기준

2021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미술시장의 열기를 증명하듯 한국 미술 경매시장은 6위를 차지하며 

세계 미술 경매시장 Top 10에 최초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과 중심에는 서울옥션이 있습니다.

미술품 경매를 통해 한국 미술시장을 성장시키며, 한국 미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노력은 

25년의 역사를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서울옥션의 현재입니다.

세계 6위의 한국 미술 경매시장, 
그 중심에 서울옥션이 있습니다.

국내 미술품 경매회사별 시장점유율 

서울옥션

53.93%

국내 10여개 경매사

46.07%

- '22년 1분기말 기준 -

서울옥션 53.93%

국내 10여개 경매사 46.07%



SEOUL AUCTION
CONTACT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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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기획팀  음희선 선임
Tel 02.2075.4466  
E-mail ehs @seoulauction.com

홍보마케팅팀  김현희 팀장
Tel 02.2075.4435  
E-mail hyunhee@seoulauction.com

보관고팀  김경순 팀장
Tel 02.2075.4435  
E-mail kks@seoulauction.com

브랜드기획팀  이지석 팀장
Tel 02.2075.4450  
E-mail a7885@seoulauction.com

아카데미

아트 마케팅 & 기업 컨설팅

미술품 보관고

미술품경매팀  이지희 이사
Tel 02.2075.4499  
E-mail jlee@seoulauction.com

미술품 담보대출

전시장 대관

미술품경매팀  정태희 팀장
Tel 02.2075.4480  
E-mail jth2319@seoulauction.com

미술품 위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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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Tel 02.395.0330
E-mail webmaster@seoulauction.com

서울옥션 본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30길 24  

서울옥션 부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92 

그랜드 조선 부산 4층

Tel 051.744.2020

Tel +852.2537.1880
E-mail saplus@seoulauction.com

SA+

7/F, Nan Fung Tower, 88 Connaught Road Central, 

Sheung Wan, Hong Kong

서울옥션 강남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4

Tel 02.545.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