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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6년 11월 30일(수) - 12월 1일(목) | 오전 10시 - 오후 9시

Front Image Kim WhanKi | Echo | 1965 | ©Whanki Foundation·Whanki Museum

장소 파크 하얏트 부산 1층 살롱

서울 프리뷰
일시 2016년 12월 3일(토) - 13일(화) | 오전 10시 30분 - 오후 6시 30분
장소 신사동 케이옥션 전시장

Hong Kong Preview
D A T E	November 25 – 26 2016, 10am – 9pm
VENUE	 Renaissance Harbour View Hotel Mezzanine Floor
Busan Preview
D A T E	November 30 – December 1 2016, 10am – 9pm
VENUE	 Park Hyatt Busan Salon (1F)
Seoul Preview
D A T E	December 3 – 13 2016, 10:30am – 6:30pm
VENUE	 K Auction
Art Tower, 23 Eonju-ro 172-gil, Gangnam-gu, Seoul

I M P O R TA N T N O T I C E S

경매약관

유의사항

(케이옥션이 국내에서 진행하는 경매)

이번 경매기간 (이하 "경매기간"이라 합니다)에 시행되는 당사경매에서의 응찰을 위한 등록과 신청, 응찰 및 경매물품
의 경매는 경매약관과 본 유의사항에 의해 규율됩니다. 경매약관과 본 유의사항 간에 어떠한 모순이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본 유의사항이 우선합니다. 본 유의사항에 포함된 용어 중 고유명사로 쓰였음에도 정의되지 않은 것은 경매

경매물품과 관련된
위험과 책임

이전됩니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케이옥션이 경매약관 및 본 유

응찰 희망자는 경매약관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는 경매물품의 경매에 관한 케이옥션의 진술, 보증,

의사항에 따라 경매물품과 관련하여 낙찰자가 부담하는 모든 대금을 낙찰자로부터 하자 없이 완전하게 변제 받지

면책, 제한 책임 및 경매물품에 관한 케이옥션의 제한 보증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않는 이상, 경매물품의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경매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물품은 경매 시점에 "있는 그대로" 출품됩니다. 응찰자는 경매 이전에 경매물품의 훼손 그리고/또는 복원을 포함
한 경매물품의 상태 및 경매도록 등에 제공된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확인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케이옥션은

은행계정송금 및 결제

은행명 (Bank Name): 하나은행 (Hana Bank)

을 수령합니다.

은행주소 (Bank Address): 77 Mugyo-dong, Jung-gu, Seoul, 110-775, Korea
입금계좌번호 (Account Number): 196-910005-07204

경매도록 등에 제공되는 미국달러, 홍콩달러 또는 중국위안화 표시 금액은 단지 응찰자의 편의를 위함일 뿐이며, 케이

스위프트코드 (Swift Code): HNBNKRSE

옥션과 별도의 서면으로 합의하거나, 경매약관 및 본 유의사항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응찰 및 대

은행계정송금 시 낙찰자의 이름과 청구서 번호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 결제는 한국원화(KRW)에 의합니다. 케이옥션은 환율과 관련한 어떠한 과실, 누락 또는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
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응찰 등록

경매약관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개인 또는 회사 수표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수표가 결제될 때까지 낙찰자에게 경매물
품이 인도되거나 그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약관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 또는

경매에 응찰하기 위해서는 응찰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이 첨부된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정부 발행 신분증을 제

은행계정송금의 경우, 송금이 확인 되면 낙찰자는 경매물품을 즉시 인수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은 즉시 이전됩니다. 여

시한 후 경매시작 30분 전까지 응찰 팻말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처음으로 응찰하는 고객이거나 케이옥션이 필요하다

행자 수표 또는 신용카드에 의한 대금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단, 구매수수료에 한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로 은행조회서류, 신용카드(비자/마스터), 소더비 고객등록카드, 크리스티 고객등록카드 또는
기타 케이옥션이 고객의 재무적 신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 중 하나 또는 하
나 이상을 제시해야 합니다. 추가로 케이옥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응찰을 위한 보증금을 납입해야 합니

구매수수료

다. 이러한 절차는 경매시작 30분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찰 또는 전화응찰의 경우에는 경매시작 24시간 전까지 등록하셔야 합니다. 서면응찰의 경우 케이옥션의 담당자는 서

세금

면에 적힌 상한가격 이내에서 내정가를 감안하여 가능한 낮은 가격에 낙찰되도록 노력합니다. 만약 서면응찰, 공개응
찰, 전화응찰의 응찰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경매약관에 따라 해당 경매물품의 낙찰 우선순위는 서면, 공개, 전화 응찰
자 순서입니다. 만약 두 개의 서면응찰의 응찰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경매약관에 따라 해당 경매물품은 케이옥션이 먼

수출/입 허가증

저 수령한 서면응찰의 응찰자에게 낙찰됩니다. 케이옥션은 응찰 희망자가 공개응찰, 서면응찰 또는 전화응찰로 경매

화에 의한 응찰과 관련한 케이옥션이나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그리고/또는 대리인의 오류 그리고/또는 누락에 대해

경매물품의 보관 및 운송

또는기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낙찰확인서 및 대금지급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낙찰자는 관련법에 의해 요구되는 세율에 의한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매에서 판매된 경매물품은 대한민국의 수출 관련 법령 및 관련국의 수입 관련 법령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
다. 경매물품의 해외 반출/반입에 필요한 허가를 취득해야 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낙찰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자신이 직접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을 통해 경매물품을 인수하셔야 합니다. 케이옥션과
낙찰자 간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케이옥션은 낙찰자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에게만 낙찰자가
낙찰 받은 경매물품을 인도합니다. 케이옥션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인수자의 신원 및 (권한 있는 대리인의 경우) 대
리권을 확인하고, 경매약관에 따라 낙찰자가 (케이옥션에 대한 채무로서 그리고/또는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케이옥

경매계약은 매도인과 낙찰자 간에 성립합니다. 경매계약은 경매사가 최고 응찰자(즉, 낙찰자)의 패들 번호를 지칭하고

션에 지급해야하는 모든 대금을 완납 받은 후, 낙찰자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에게 경매물품을 인도합니다.

경매봉을 두드려 최고가 입찰을 수락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경매물품의 낙찰자는 (낙찰자가 공개응찰을 하고 낙찰일
당일에 경매장소에 있는 경우) 낙찰일에, (낙찰자가 공개응찰을 하지 않았거나 낙찰일에 경매장소에 있지 않은 경우)
최대한 가능한 시기에, 그 낙찰을 확인하기 위하여 낙찰확인서에 서명날인할 것이 요구됩니다.

낙찰자가 케이옥션에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대금은 (대한민국 또는 다른 곳에서 부과된) 상품세나 서비스세 혹은 다른

은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응찰자는 이 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응찰 및 낙찰에 임해야 합니다.

서면응찰 또는 전화응찰의 등록 그리고/또는 신청의 처리, 서면응찰 또는 전화응찰의 접수 그리고/또는 서면 또는 전

경매물품의 경매,

옥션에 지급해야 하는 낙찰자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응찰 시에는 반드시 구매수수료를 감안하셔서 응찰가를 제시

특히 한국의 문화재 및 유물 등으로 추정되는 경매물품의 응찰 시에는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및 유물 등

에 응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나, 사유를 불문하고, 그 불시행 또는 지연, 또는 공개응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모든 응찰은 녹음, 녹화 또는 기록될 수 있으며, 응찰자는 응찰을 함으로써 위 녹음, 녹화,

경매물품과 관련된 구매수수료는 낙찰가의 15% (부가가치세 별도)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구매수수료는 낙찰자가 케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찰 희망자는 경매약관 및 본 유의사항에 따라 공개응찰, 서면응찰 또는 전화응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 응

응찰

송금해야 할 은행계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주 (Account Holder): ㈜케이옥션 (K Auction Inc.)

응찰자가 직접 경매물품의 상태 및 경매도록 등에 제공된 사항에 대해 확인하였다는 전제 하에서 응찰자로부터 응찰

환율

(ⅰ) 해당 경매물품의 낙찰일로부터 7일이 초과된 날; 그리고
(ⅱ) 낙찰자 또는 그에게서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에 의한 위 경매물품의 인수일, 중 먼저 도달하는 날에 낙찰자에게

약관에 정의된 바에 의합니다. 응찰 희망자는 경매약관과 본 유의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물품

다음의 경우 경매물품과 관련된 위험과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번역

영문, 중문 그리고/또는 국문 기재상의 어떠한 모순이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국문이 우선합니다.

경매약관 및 본 유의사항에 따라, 낙찰자는 경매물품과 관련하여 청구서(낙찰결과통보서로 대체 가능, 이하 동일)에
기재된 총대금 및 청구서 발송 이후 발생한 낙찰자비용을 해당 경매물품의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케이옥션에 대
한 채무로서 그리고/또는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케이옥션에 완납하셔야 합니다. 단, 케이옥션과 낙찰자는 관련 경
매물품의 경매 이전에 구매가를 분할지급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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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M P O R TA N T N O T I C E S

AUCTION TERMS

(for auctions held by K Auction in Korea)

The conduct of the Auction, registration and application to place bids, placing of bids and sale of lots in the Auction
during this auction period (the "Auction Period") shall be regulated by the Auction Terms and these Important
Notices. In the event of any ambiguity or any discrepancy between the Auction Terms and these Important Notices,
these Important Notices will prevail. Any capitalised terms used but not defined in these Important Notices have the
meaning set out against such terms in the Auction Terms. Prospective Bidders should read the Auction Terms and
these Important Notices carefully.

The contract of sales is between the Seller and Buyer. Such a contract is established when the auctioneer accepts
the highest bid by calling the paddle number of the highest bidder (i.e. successful bidder) and striking the hammer.
The Buyer shall sign a Successful Bidding Confirmation confirming the purchase by him/her of a lot on the date of
the sale of such lot (where the Buyer made his/her bid in person and is present in the auction hall on the date of the
sale) or as soon as practicable (where the Buyer did not make his/her bid in person or is not present in the auction hall
on the date of the sale). The Buyer shall pay to K Auction, in accordance with the Auction Terms and the Important
Notice, the full invoiced amount (payable to K Auction and/or the Consignor) in the invoice (which hereinafter may be
substituted with a notice of bidding result) and any other Buyer's Expenses incurred after the invoice has been sent
to the Buyer, within seven calendar days from the date of the sale. K Auction and a Buyer may, prior to the sale of the
relevant lot, agree in writing for the Purchase Price of such lot to be paid in instalments.

PLEASE READ CAREFULLY CLAUSES 13, 14 and 15 OF THE AUCTION TERMS WHICH SET OUT K AUCTION'S
REPRESENTATIONS, WARRANTIES, DISCLAIMER AND LIMITED LIABILITY REGARDING THE SALE OF THE
LOTS AND THE LIMITED WARRANTY PROVIDED BY K AUCTION IN RESPECT OF THE LOTS.

LOT

RATES OF EXCHANGE

REGISTRATION FOR
LOTS

BIDDING

SALE OF LOTS,
INVOICE AND
PAYMENT

The lots shall be sold on an "as is" basis as at the time of sale of the lots (whether or not the Buyers are in
attendance in person at the Auction). The Bidder shall be responsible for conducting his/her own research and
satisfying himself/herself of the condition of the lo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amage and/or restoration of the
lots and in respect of any entries provided in the Auction Catalogue and/or elsewhere. K Auction will only accept a
bid from a Bidder in respect of a lot on the assumption that the Bidder has satisfied himself/herself of the condition
of such lot and in respect of any entries provided in the Auction Catalogue and/or elsewhere.

RISK AND
RESPONSIBILITY
ASSOCIATED WITH
ANY LOT

All amounts in US Dollars, HK Dollars and Chinese Yuan shown in the Auction Catalogue and/or elsewhere are
for reference only and all bids and payment will be in Korean Won (KRW), unless otherwise expressed in the
Auction Terms and/or these Important Notices or otherwise agreed in writing by K Auction. K Auction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error or omission, however caused,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conversion of currencies.

PAYMENT AND BANK
TRANSFERS

The Prospective Bidder shall complete a Bidder Registration Form and provide a proof of photographic identity
such as passport, driving licence or government issued identification card to collect his/her bidding paddle 30
minutes prior to the Auction commencement. The Prospective Bidders, including first-time Prospective Bidders,
and when K Auction deems necessary, have to provide one or more original or copy of the following: bank
reference or statement, credit card (visa/master), Sotheby’s Client registration card, Christie’s Client registration
card or relevant supplementary document to confirm the financial credit of Prospective Bidder. Moreover, if K
Auction deems necessary, the Prospective Bidder may have to provide deposits. The above procedures should be
completed 30 minutes prior to the Auction commencement.
The Prospective Bidders may bid on any Lot in person, in writing or by telephone. The Prospective Bidders should
register 24 hours prior to the Auction commencement in case of a written bid or a bid by telephone. K Auction
staff will attempt to execute a written bid at the lowest possible price taking into account the Reserve Price,
subject to the maximum bid price in writing. In respect of a lot, if a written bid, bid in person, bid by telephone
have the same price, bidder has priority in the order of written bid, bid in person and bid by telephone subject
to, and in accordance with, the Auction Terms. If two written bids for a lot have the same bid price, the Bidder
of the written bid first received by K Auction will be declared the Buyer subject to, and in accordance with, these
Auction Terms. K Auction shall use reasonable endeavours to enable Bidders to place bids in person, in writing or
by telephone, but K Auction does not accept any responsibility for failure to do so or delay in doing so or for any
error and/or omission by K Auction, its directors, officers, employees and/or agents in processing any registration
and/or application to place bids, receiving and/or placing written or telephone bids, howsoever caused. All bids
placed may be recorded and Bidders, by placing bids, are deemed to have consented to the recording of their
conversations or actions.
The contract of the sale of a lot shall be made between the Seller and the Buyer. The sale of a lot shall occur when
the auctioneer accepts the highest bid by striking his/her hammer and calling the paddle number of the highest
Bidder (i.e. the Buyer). The Buyer will be asked to confirm his/her purchase by signing the Bid Confirmation on the
date of the sale (where the Buyer made his/her bid in person and is present in the auction hall on the date of the
sale) or as soon as practicable (where the Buyer did not make his/her bid in person or is not present in the auction
hall on the date of the sale).
In respect of any lot, the Buyer shall pay to K Auction (for itself and/or on behalf of the Consignor) in accordance
with the Auction Terms and these Important Notices the full invoiced amount and any Buyer's Expenses incurred
after the invoice sent, within 7 calendar days from, but not including, the date of the sale of such 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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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yer shall bear the risk associated with, and the responsibility for, the lot purchased by him/her from the earlier of:
(ⅰ) the expiration of 7 calendar days from, but not including, the date of the sale of such lot; and
(ⅱ) the date of collection of such lot by the Buyer or its authorised representative. However, title to the lot will not
pass to the Buyer until all amounts due from the Buyer to K Auction (for itself and/or on behalf of the Consignor)
in respect of the lot under the Auction Terms and/or these Important Notices are received by K Auction in good
cleared funds. Please refer to the Auction Terms for further details.
Bank transfers should be made to :
Account Holder: K Auction Inc.				
Bank Name: Hana Bank
Bank Address: 77 Mugyo-dong, Jung-gu, Seoul, 110-775, Korea
Account Number: 196-910005-07204
Swift Code: HNBNKRSE
Please include the Buyer’s name and invoice number with instructions to the bank.
Subject to the Auction Terms, in case any payment is made by personal or company cheque, please note that the
relevant lot(s) will not be released, and title to such lot(s) will not pass, to the Buyer until such cheque has been cleared.
Subject to the Auction Terms, payment by cash or banker's draft will enable immediate release of, and transfer of title
of, such lot(s) to the Buyer once the transfer is confirmed. Travellers' cheques or payment by credit card will not be
accepted. However, credit card will be accepted for the payment of the Buyer’s Premium only.

BUYER'S PREMIUM

In respect of any lot, the Buyer's Premium shall be 15% (excluding Value Added Tax) of the Hammer Price and the
Buyer's Premium is exclusive of any Buyer's Expense payable by the Buyer to K Auction. The Bidder should determine
the bid price considering the Buyer’s Premium when placing the bid.

TAX

All sums payable by the Buyer to K Auction are exclusive of any goods or service tax or other value added tax (whether
imposed in Korea or otherwise). The Buyer shall be responsible for paying such tax at the rate and time as required by
the relevant law.

EXPORT/IMPORT
PERMITS

COLLECTION AND
STORAGE

TRANSLATION

Lot(s) sold at the Auction may be subject to laws governing export from Korea and import restrictions of the relevant
countries. It is the Buyer's sole responsibility to obtain any relevant licences required for the export/import of the
purchased lot(s).
In particular, bidders bidding on the lots considered to be traditional Korean relics and treasures must fully understand
the terms of Korea Cultural Heritage Properties Law, which prohibits exportation of traditional Korean relics and
treasures.
It is the Buyer's responsibility to arrange for collection of the lot(s), by himself/herself or by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Unless otherwise agreed in writing between K Auction and the Buyer, K Auction will only release the lot(s) to the Buyer
or its authorised representative. K Auction will only release the lot(s) upon receiving (i) proof of identity and authorisation
(in the case of an authorised representative collecting) satisfactory to K Auction and (ii) the full amounts payable by the
Buyer to K Auction (for itself and/or on behalf of the Consignor) in respect of the lot(s) pursuant to the Auction Terms.
In the case of any ambiguity or discrepancy between the English, Chinese and/or Korean text in this catalogue, the Korean
version shall prev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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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 047

C ontents

소득세(기타소득세) 부과

차례

유의사항

02

인덱스

09

근현대 미술

10

2013년부터 개인이 서화(書畵)·골동품을 양도할 때, 그 양도 가
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양도
가액이 6천만원 이상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
자의 작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세
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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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미술

204

공공기관

250

경매약관

276

응찰등록신청서

286

7

I nde x of A rtists

인덱스

오치균 92, 93

로이 리히텐슈타인 125

윤명로 12, 81

살바도르 달리 142

강요배 110

윤중식 55

솔 르윗 141

강익중 121

윤형근 26-28, 88, 89

안토니 곰리 136

고암 이응노 19, 58

이강소 76

앤디 워홀 123, 126

곽인식 14, 65

이대원 94, 95, 100, 103

야요이 쿠사마 127, 128, 133, 134

구본웅 52

이동엽 80, 87

요시토모 나라 124, 129

권순철 111

이성자 17, 61

트레이시 에민 135

권영우 75

이수억 115, 117, 118

헤수스 라파엘 소토 138

권옥연 56, 108

이영배(이배) 79, 84

김기린 11, 15, 64

이왈종 101

김동유 122

이우환 9, 67-71

김종학 96, 97, 102, 104

이인성 51

김창열 8, 73, 90, 91

장욱진 49

강익중 164

김태호 82, 83

전광영 77, 78

권영우 148

김환기 5, 6, 23, 24, 42-46

전혁림 114

김덕용 165

김흥수 99

정상화 10, 25, 36-40

김종학 153

남관 18, 60

정창섭 3, 16

김창열 151

도상봉 50

천경자 21, 48

데미안 허스트 166

류경채 13

최명영 85, 86

박돈(박창돈) 159

류병엽 116

최영림 105

박영남 163

문학진 54

최욱경 59

백남준 149

박고석 106

하인두 62

변종하 155

박서보 1, 7, 29-35

하종현 2, 41

안병석 162

박수근 20, 47

홍경택 120

오치균 152

백남준 143-145

황염수 98

이만익 156

근현대 미술

이병규 158

변시지 107
산정 서세옥 4, 22, 66, 72

공공기관

해외 미술

이수억 160
임직순 157

서도호 119
손상기 109, 112

가다 아메르 140

정창섭 147

안영일 63, 74

데미안 허스트 130-132

최영림 154

안창홍 113

도날드 저드 137

프랭크 스텔라 167

오수환 57

랄프 플렉 146

한묵 150

오지호 53

로버트 인디애나 139

황용엽 161

Lot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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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Korean
Modern & Contemporary Art
한국 근현대 미술

LOT

Lot 043

001 ~ 122

001

002

박서보

b.1931
Park SeoBo 朴栖甫

12

하종현

b.1935
Ha ChongHyun  河鍾賢

묘법 No.810-88 Ecriture No.810-88

접합 97-208 Conjunction 97-208

mixed media with Korean paper laid on canvas
25.8×17.9cm (2호), 10.2×7inch
1988
signed on the reverse

oil on hemp cloth
45.5×53cm (10호), 17.9×20.9inch
1997
signed on the reverse

KRW 7,000,000 - 25,000,000
USD 6,000 - 21,300

KRW 15,000,000 - 20,000,000
USD 12,800 - 17,000

Lot 001

Lot 002

13

003

정창섭

1927 - 2011
Chung ChangSup  丁昌燮

산정 서세옥

b.1929

Suh SeOk  山丁 徐世鈺

묵고 No. 910558 Meditation No. 910558

사람들 People

best fiber on cotton
45.5×53cm (10호), 17.9×20.9inch
1991
signed on the reverse

ink and color on paper
47×54cm, 18.5×21.3inch
signed on the lower center

KRW 13,000,000 - 25,000,000
USD 11,100 - 21,300

14

004

KRW 5,000,000 - 20,000,000
USD 4,300 - 17,000

15

©Whanki Foundation·Whanki Museum

©Whanki Foundation·Whanki Museum

005

김환기

1913 - 1974
Kim WhanKi  金煥基

무제 Untitled
pen, watercolor on paper
17.5×25cm, 6.9×9.8inch
1954

KRW 9,000,000 - 20,000,000
USD 7,700 - 17,000
LITERATURE
『Poetic Mind, No.2』, Hangdo Publisher, 1954, cover page
『Keun Won and Su Hwa』, Musée Whanki, 1992, p. 49

16

006

김환기

1913 - 1974
Kim WhanKi  金煥基

무제 Untitled
gouache on paper
24.5×18.5cm, 9.6×7.3inch
1965-66

KRW 32,000,000 - 40,000,000
USD 27,200 - 34,000
LITERATURE
『Whanki GouachesⅡ』, Musée Whanki, 2000, p. 72

17

007

박서보

b.1931
Park SeoBo  朴栖甫

18

008

김창열

b.1929
Kim TschangYeul  金昌烈

묘법 No.950508-H Ecriture No.950508-H

물방울 P.A 84010 Waterdrops P.A 84010

mixed media with Korean paper laid on canvas
31.8×40.9cm (6호), 12.5×16.1inch
1995
signed on the reverse

oil on hemp cloth
53×45.5cm (10호), 20.9×17.9inch
1983
signed on the side

KRW 25,000,000 - 60,000,000
USD 21,000 - 51,100

KRW 30,000,000 - 50,000,000
USD 25,500 - 42,600

19

009

이우환

b.1936
Lee UFan  李禹煥

20

010

정상화

b.1932
Chung SangHwa  鄭相和

조응 Correspondance

무제 2008-5-13 Untitled 2008-5-13

gouache on paper
57×76cm, 22.4×29.9inch
2000
signed on the lower right

acrylic on canvas
40.9×31.8cm (6호), 16.1×12.5inch
2008
signed on the reverse

KRW 18,000,000 - 30,000,000
USD 15,300 - 25,500

KRW 30,000,000 - 50,000,000
USD 25,500 - 42,600

Lot 010

21

011

김기린

b.1936
Kim GuiLine  金麒麟

22

012

윤명로

b.1936
Youn MyeungRo  尹明老

안과 밖 Inside, Outside

겸재예찬 M. 918 Homage to the Gyeom Jae M. 918

oil on canvas
33.4×53cm (10호), 13.1×20.9inch
2002
signed on the reverse

acrylic, iron powder, binder on cotton
80×80cm, 31.5×31.5inch
2000
signed on the lower right

KRW 10,000,000 - 18,000,000
USD 8,500 - 15,300

KRW 18,000,000 - 30,000,000
USD 15,300 - 25,500

23

013

류경채

1920 - 1995
Ryu KyungChai  柳景埰

24

014

곽인식

1919 - 1988
Quac InSik  郭仁植

염원 92-15 Heart's Desire 92-15

Work 86-K

oil on canvas
65.1×45.5cm (15호), 25.6×17.9inch
1992
signed on the lower right

color on paper laid on canvas
65×83cm, 25.6×32.7inch
1986
signed on the lower left and reverse

KRW 15,000,000 - 35,000,000
USD 12,800 - 29,800

KRW 26,000,000 - 45,000,000
USD 22,100 - 38,300

25

015

김기린

b.1936
Kim GuiLine  金麒麟

016

정창섭

1927 - 2011
Chung ChangSup  丁昌燮

무제 Untitled

묵고 No. 231106 Meditation No.231106

oil on paper
each 75×57cm, 29.5×22.4inch, 2works

tak fiber on canvas
72.7×90.9cm (30호), 28.6×35.8inch
2003
signed on the reverse

KRW 15,000,000 - 50,000,000
USD 12,800 - 42,600

KRW 25,000,000 - 50,000,000
USD 21,300 - 42,600

26

27

017

이성자

1918 - 2009
Rhee SeundJa  李聖子

À André Pellet pour son Anniversaire
oil on canvas
53×72.7cm (20호), 20.9×28.6inch
1958
signed on the lower left and reverse

KRW 40,000,000 - 100,000,000
USD 34,000 - 85,000
EXHIBITED
Paris, Galerie Lara Vincy, SEUNDJA RHEE, 2 December - 24 December 1958

‘이성자는 서양-물질, 동양-정신 사이의 대조에 화가 나있었으며, 한평생 대단한
정열과 열정으로 양자를 화해시키기 보다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주적인 예술로
껴안으려 애써왔다.’                                                                 베르나르 슈네르브
이성자 화백은 1951년 프랑스로 건너가 본격적인 창작활동을 하였다. 그는 동양적 향취와
이미지를 담은 방대한 규모의 작품을 꾸준히 제작했으며, 이런 결실은 유화, 목판화를 비롯
해 70년대 이후 제작한 도자기 등으로 이어졌다. 한국적 사상과 시정을 프랑스 미술계의 흐
름 속에 합류시키는 본보기를 마련한 이성자는 프랑스는 물론 세계 전역에 작가로서의 입지
를 굳혔다.
이번 출품작은 1958년에 제작된 구작으로 재현적 요소가 사라지고 색면과 붓질에 의한 조
형적 요소만으로 이루어진 추상으로의 이행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연장선에서 이성
자가 1960년대 후반까지 추구하는 ‘여인과 대지’라는 주제가 형성되게 된다.

28

29

018

019
남관

1911 - 1990
Nam Kwan  南寬

30

고암 이응노

1904 - 1989

Lee UngNo  顧菴 李應魯

무제 Untitled

문자추상 Abstract Letter

oil on canvas
45.5×53cm (10호), 17.9×20.9inch
1984
signed on the lower left

color on paper laid on canvas
127.5×65cm, 50.2×25.6inch
1964
signed on the lower right and reverse

KRW 10,000,000 - 20,000,000
USD 8,500 - 17,000

KRW 12,000,000 - 30,000,000
USD 10,200 - 25,500

31

020

박수근

1914 - 1965
Park SooKeun  朴壽根

천경자

1924 - 2015
Chun KyungJa  千鏡子

나무와 여인들 Tree and Women

여인 Woman

pencil on paper
12×20.5cm, 4.7×8.1inch
signed on the lower right

ink, watercolor on paper
16.7×12.6cm, 6.6×5inch

KRW 12,000,000 - 20,000,000
USD 10,200 - 17,000

32

021

KRW 8,000,000 - 18,000,000
USD 6,800 - 15,300

33

©Whanki Foundation·Whanki Museum

022

산정 서세옥

023
b.1929

1913 - 1974
Kim WhanKi  金煥基

사람들 People

산월 Mountain and Moon

ink and color on paper
50×45cm, 19.7×17.7inch
signed on the lower right

gouache on paper
24×30.5cm, 9.4×12inch

KRW 5,000,000 - 20,000,000
USD 4,300 - 17,000

34

김환기

Suh SeOk 山丁  徐世鈺

KRW 30,000,000 - 50,000,000
USD 25,500 - 42,600

35

©Whanki Foundation·Whanki Museum

024

김환기

1913 - 1974
Kim WhanKi  金煥基

025

정상화

b.1932
Chung SangHwa  鄭相和

무제 Untitled

무제 11-7-4 Untitled 11-7-4

marker, ballpoint pen on paper
28.6×22.7cm, 11.3×8.9inch

acrylic on canvas
33.4×24.2cm (4호), 13.1×9.5inch
2011
signed on the reverse

KRW 13,000,000 - 30,000,000
USD 11,100 - 25,500

KRW 24,000,000 - 40,000,000
USD 20,400 - 34,000

36

Lot 025

37

YUN
HYONGKEUN

참고도판 1

참고도판 2

참고도판 3

“자연은 늘 보아도 소박하고, 신선하고, 아름답다. 나의

사한 효과를 내기 위해, 암갈색과 군청색의 물감을 섞고 테레핀

작업도 그 자연과 같이 소박하고, 신선한 세계를 지닐 수

(Turpentine)에 희석해 거친 화폭 위에 입히게 된다. 보통 묵화

없을까…… 그것은 어려운 것, 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
도 자연과 같이 늘 보아도 물리지 않는 아름다운 작품을
그리고 싶다. 그것이 나의 소원이다.”                   윤형근

에서 볼 수 있는 먹의 깊은 빛깔과 번짐의 효과를 서양의 재료
인 유화물감과 캔버스를 통해 구현하였는데, 이러한 기법의 시작
은 1970년 김환기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을 본 이
후부터라고 고백한다. 천의 올 사이로 안료가 스며드는 듯한 느
낌을 주는 장인의 뉴욕 후기 회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80년대

최근 세계 미술계로부터 재조명 받은 ‘단색화’의 주요작가 윤형

초반 작품에서는 주로 밝은 여백이 사라지고 큰 어두운 면이 더

근은 1970년대부터 타계 이전까지 강한 묵향(墨香)이 느껴지는

강조되는 작품이 완성되었다(참고도판 2). 이는 윤 화백이 1980

화면과 단순한 조형미로 독창적인 회화세계를 보여주었다.

년 5월에 발발한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번잡해진 마음을 위로하

‘태운 암갈색과 군청색의 블루 (Burnt Umber & Ultramarine)’

기 위해 같은 해 12월에 파리로 떠난 시기적 상황에 영향을 받았

라는 두 가지색의 물감을 마포 캔버스 위에 큰 면으로 그려낸

을 것이라 추측된다. 그리고 1993년 이후부터는 이전에 사용했

그의 작품은 형식적으로 단순하다. 그러나 우직한 붓질로 중첩

던 암갈색과 군청색이 대신 순도 높은 검은색을 사용하기 시작하

되어 표현된 네모난 형태의 면들은, 결국 그 주변의 캔버스 여

였는데, 여백과 강하게 대비되는 화면의 이미지는 더욱 간결하고

백과 대비되어 깊은 흡입력을 자아낸다. 윤 화백이 이러한 작품

정제된 느낌을 자아내는 작품으로 완성되었다(참고도판 3).

을 본격적으로 제작하게 된 계기는 사뭇 우연에 가깝다. 1976

윤형근은 뉴욕 도널드 저드 재단(Donald Judd Foundation)

년 어느 날 오대산으로 간 그는 숲 속에서 쓰러진 거목을 발견

과 아트선재 미술관 (경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근현대미

하였다. 쓰러져 썩어가는 나무의 뿌리 부분은 흙으로 변해 다시

술관(Strasbourg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대지의 품으로 환원되고 있었는데, 이 광경을 본 작가는 신비하

Art) 등지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1995년 46회 베니스 비엔

고 아름다운 자연의 섭리를 깨달았으며 이후 자연의 순행에 걸

날레의 한국관을 비롯하여 국립현대미술관, 미국 치나티 재단

맞은 예술을 실현하려 했다. 마치 서예가가 한자의 획을 하나하

(The Chinati Foundation, Marfa), 영국 테이트 갤러리(Tate

나 그어 나가듯이 윤 화백의 붓질 또한 그러한데, 사실 이는 추

Gallery), 일본 도쿄 센트럴 아트 미술관(Tokyo Central Art

사(秋史) 김정희의 서체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작가는 진술하였

Museum) 등, 국내외에서 개최된 다수의 그룹 전에 참여하였

다. 특히 윤 화백은 후기 추사체에서 매우 절제된 추상적 회화

다. 2017년 1월 13일부터 2월 19일까지 뉴욕 데이비드 즈워너

미(美)를 발견하고 작품에서 장식적인 것을 배제하여 형태의 본

(David Zwirner) 갤러리에서 윤 화백의 대규모 개인전이 열릴

질을 최대한 압축해서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예정이다.

윤형근의 화풍은 타계 이전까지 한결같이 큰 변화가 없었지만,
그 안에서도 시기별로 양식의 변화를 볼 수 있다. 먼저 70년
대 작품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번짐’ 효과이다(참고도판 1). 전

참고문헌
『THE ART OF DANSAEKHWA』, Kukje Gallery, 2014
『YUN HYONG-KEUN』, PKM Gallery, 2015

통 한지 위에 그어진 획에서 느낄 수 있는 먹의 농담과 같은 유

참고도판 1 <Umber-Blue>, oil on linen, 116.8×91cm, 1975-1978
참고도판 2 <Umber-Blue>, oil on cotton, 100×65.3cm, 1981
참고도판 3 <Untitled>, oil on linen, 162×112cm,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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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

윤형근

1928 - 2007
Yun HyongKeun  尹亨根

Umber-Blue
oil on linen
53×45.5cm (10호), 20.9×17.9inch
1979
signed on the reverse

KRW 60,000,000 - 100,000,000
USD 51,100 - 85,000

‘그의 화폭에 펼쳐지는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는 중성적인 현재 따위는 아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이 존재하며 역사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지금 시간이나 역사라고
한 말을 전통이라 바꿔 말해도 좋지 않을까 싶다. 전통이 없는 미국에서는 태어나지
않았을 뿐 더러 다른 전통을 가진 일본에서는 성장하기 어려운 이색의 감각이다.’                                                                   
아즈마 토로우(일본 미술평론가)

Lot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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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근

1928 - 2007
Yun HyongKeun  尹亨根

Burnt Umber & Ultramarine
oil on linen
89.4×145.5cm (80호), 35.2×57.3inch
1996
signed on the reverse

KRW 80,000,000 - 150,000,000
USD 68,100 - 128,000

Lot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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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근

1928 - 2007
Yun HyongKeun  尹亨根

Burnt Umber & Ultramarine Blue
oil on linen
227.3×181.8cm (150호), 89.5×71.6inch
2002
signed on the reverse

KRW 100,000,000 - 250,000,000
USD 85,000 - 213,000

본 출품작 <Burnt Umber & Ultramarine Blue>는 윤형근 화백이 2002년에 파리 Galerie
Jean Brolly 개인전 당시 제작된 대작으로, 담담하면서도 엄격한 절제미로 표현되어 자연주
의 회화를 실현하려는 그의 내면적 울림이 잘 배인 작품이다. 간결한 붓질로 그려진 짙고 선
명한 먹빛의 기둥은 큰 화면 양쪽에서 수직으로 서 있는 이미지를 볼 수 있는데, 이는 마치
작가가 우연히 마주친 거대한 썩은 고목이 자연으로 회귀하여 우뚝 선 모습을 연상시킨다.
더불어 캔버스의 옅은 갈색 면과 대조된 여백의 바탕은 그려진 것과 그려지지 않은 것의 조
화를 일으켜 보는 이로 하여금 정적인 긴장감을 불어내는 듯하다.

Lot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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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PARK
SEOBO

참고도판 1

참고도판 2

참고도판 3

박서보의 작품은 2000년대에 무채색 위주의 이미지에서 변화

“나는 자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공간에 특별히 관심이

를 보이며 다양한 색채의 사용과 함께 자로 잰 듯한 균일한 패

있다. 나의 페인팅 작업이 문화에 대한 식견을 나타낸다

턴을 구축하기 시작했다(참고도판 1). 특히 2007년 경기도미술
관에서의 개인전 이후 색채의 사용이 한층 완연해졌다. 무채색
이 대변하는 자기 수행과 금욕의 과정에서 축적한 삶에 자연에

고 판단할 수 있지만, 집중적으로 자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나는 내 작업의 관점과 정서를 축소하여 자연에 대

대한 통찰과 탐미를 한꺼번에 다양한 색채로 쏟아내는 듯하다.

한 집중만 표현하고자 한다. 또한 축소를 거듭하여 순전

이번 경매의 출품작 중 하나인 <묘법 No.100512>의 색조가 강

히 텅 빈 상태를 만들고 싶다. 이것은 자연에 대한 동양

렬하면서도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은 작가가 자연에서 영감을

적 관념이자 접근법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연과 인

얻어 자연의 색을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다.

간이 소통할 수 있다.”

작가는 그림에서 나타나는 빛깔을 '치유의 색'이라고 표현하는
데, 색에 대한 영감이 자연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현 반다이 계곡에서 마주친 단풍의 색에서 감동을 받
아 매 시점에서 변화하는 자연의 색을 작품에 담기 시작했다.
작품을 구성하는 선과 선 사이의 요철(凹凸)로 인해 보는 시간,
보는 장소,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의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어
마치 풍부한 색을 담고 있는 자연을 감상하는 듯한 느낌을 준
다. 전기 묘법시대에 제작한 무채색의 작품은 정형화되지 않은
율동이 반복되는 작가의 자기 수행이 중심이 되었다면, 후기
묘법시대에서는 자연을 내포하는 작품의 색을 통해 감상자들을
치유하고자 하는 공유의 의식이 느껴진다.

박서보의 색은 자연에서 파생되었지만 원숙한 정신성에서 승
화된 심연의 색이다. 이 색은 그 자체로도 고고하고 우아한 심
미적 감상을 제공하지만 작가의 정제 의식과 조형적 사고에 기
반한 체계적인 구성으로 표현되기에 그 자체로 표현의 수단이
아닌 대상이 되고 있다. 박서보는 즉흥적인 영감을 받아 작품
을 제작하기보다 철저한 사고와 정확한 설계를 거쳐 작품을 제
작한다(참고도판 2,3). 본 경매에 출품된 <묘법 No.050203>
역시 일정한 비율로 화면을 구성하여 온화한 색의 안정감을 배
가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이렇게 그의 색채는 우리가 일상생
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색에 격조 있는 작가의 관념을 덮어
씌워 캔버스에 구조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예술적 정화의 극치
를 나타낸다.
참고문헌
『채우고 다시 비워낸 회화-단색화 미학을 말하다』, 마로니에북스, 2003
『박서보』, 대구미술관, 2012

참고도판 1 <묘법 No. 060910-08>, mixed media with Korean paper laid on canvas , 162×195cm, 2006-2008
참고도판 2 <묘법>의 드로잉 과정 ⓒPark Seo-Bo
참고도판 3 <묘법>의 에스키스 ⓒPark Seo-Bo

Lot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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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보

b.1931
Park SeoBo  朴栖甫

묘법 No.100512 Ecriture No.100512
mixed media with Korean paper laid on canvas
145.5×112.1cm (80호), 57.3×44.1inch
2010
signed on the reverse

KRW 110,000,000 - 230,000,000
USD 94,000 - 196,000
LITERATURE
『Park Seo Bo』, Kukje Gallery, 2010, p. 57

Lot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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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보

b.1931
Park SeoBo  朴栖甫

묘법 No.050203 Ecriture No.050203
mixed media with Korean paper laid on canvas
112.1×145.5cm (80호), 44.1×57.3inch
2005
signed on the reverse

KRW 110,000,000 - 230,000,000
USD 94,000 - 196,000

Lot 030

50

51

031

박서보

b.1931
Park SeoBo  朴栖甫

묘법 No.920225 Ecriture No.920225

032

mixed media with Korean paper laid on canvas
72.7×90.9cm (30호), 28.6×35.8inch
1992
signed on the reverse

b.1931
Park SeoBo  朴栖甫

묘법 No. 950719 Ecriture No. 950719

KRW 100,000,000 - 200,000,000
USD 85,000 - 170,000

52

박서보

EXHIBITED
Seoul, Kukje Gallery, Park SeoBo, November 2010

mixed media with Korean paper laid on canvas
72.7×90.9cm (30호), 28.6×35.8inch
1995
signed on the reverse

PROVENANCE
Kukje Gallery, Seoul

KRW 70,000,000 - 150,000,000
USD 59,600 - 128,000

Lot 031

Lot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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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보

b.1931
Park SeoBo  朴栖甫

묘법 No.65-81 Ecriture No.65-81
pencil and oil on hemp cloth
60.6×72.7cm (20호), 23.9×28.6inch
1981
signed on the reverse

KRW 200,000,000 - 480,000,000
USD 170,000 - 409,000

“<묘법>에 관류하는 나의 근본적인 조형정신은 ‘포기와 체념의 미학’입니다. 마음
을 비우는 일종의 수신의 방법이라고나 할까요. 선을 반복해서 긋는 그 자체에 목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략) 무위자연 상태에서 내가 무명성에 이를 때, 진정으
로 자신의 작품과 합일하는 상태에 이른다는 거지요”                              박서보
박서보의 <묘법> 시리즈는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 고유의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동양적 형식
을 이루고 있다. 그의 단조롭고 간결한 화면은 같은 모티브의 반복으로 자연적 리듬을 발생
시키고 작품을 한 폭의 명상의 장으로 변화시킨다. 박서보의 작품이 순수함과 함께 충만한
에너지와 균형의 미를 보여주는 이유이다. 본 출품작 <묘법 No.65-81>은 전형적인 초기 묘
법 작품으로 캔버스에 회백색이나 미색의 유채물감을 바르고 그것이 채 마르기 전에 연필을
이용하여 선이 끊어지지 않게 드로잉 하는 반복적인 신체 행위를 수반한다. 작가는 이러한
행위를 ‘지워내는 수행’ 이라고 부르는데, 핵심은 이전의 작가의 행위를 지우고 또 지우는 과
정의 일환에 있다. 이와 같은 기계적으로 같은 모티브를 반복하는 행위로 유(有)에서 무(無)
로 되돌려놓는 그의 작업방식은 결국 자연의 리듬을 닮아감으로써 자신을 해방시키고 화폭
을 명상의 장으로 환원시킨다.

Lot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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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보

b.1931
Park SeoBo  朴栖甫

묘법 No.980401 Ecriture No.980401
mixed media with Korean paper laid on canvas
112.1×145cm (80호), 44.1×57.1inch
1998
signed on the reverse

KRW 130,000,000 - 250,000,000
USD 111,000 - 213,000

Lot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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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보

b.1931
Park SeoBo  朴栖甫

묘법 No.010821 Ecriture No.010821
mixed media with Korean paper laid on canvas
162.2×130.3cm (100호), 63.9×51.3inch
2001
signed on the reverse

KRW 150,000,000 - 280,000,000
USD 128,000 - 238,000
EXHIBITED
Seoul, Gallery Hyundai, PARK SEO-BO Ecriture 1967-2001, 20 March - 7 April 2002
LITERATURE
『Park, Seo Bo Ecriture 1967-2001』, Gallery Hyundai, 2002, p. 17

Lot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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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
SANGHWA
참고도판 1

참고도판 2

참고도판 3

참고도판 4

정상화는 일본과 프랑스에 체류하면서 ‘엥포르멜’에 바탕을 둔

정상화는 고베에 체류하던 1970년대부터 전형적인 ‘백색 모노

회화세계를 구축하였고, 50년대 후반 이후 전개되어온 한국 현

크롬’으로 분류되는 <무제> 시리즈를 발표하며 독자적 작품 구

대미술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60년대, 70년

현방법과 양식적 특징을 정립하기 시작했다. 백색 작품은 색채

대를 거쳐 단색화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현재에 이르

에 대한 금욕적 성향 때문이라기보다 화면의 질감을 보다 첨예

러서도 변함없이 한국 현대미술의 선구자적인 인물로 평가된다.

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가지각색으로 갈라진 아크

60년대 그는 전후 어두운 사회 분위기와 동족상잔의 비극을 요

릴 물감의 편린들. 백색의 은은한 색조에 의해 생기는 효과는

동치는 화면에 어두운 색조로 거침없이 표현했다(참고도판 1).

잔잔한 빛의 시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 은은한 기품은 백자에

이후 70년대로 넘어오면서 그의 화면은 원색이 점차 사라지고

서 오는 한국적 서정과 같이 느껴진다.

무채색으로 변화한다. 70년대 초기에는 흐르는 물과 같이 유연

특수한 방식으로 제작된 정상화의 시각적 조형물은 겉으로 보

한 곡선이 드러나지만(참고도판 2), 중반부터는 완전히 형상을

기에는 마치 중립적이고, 무심하며, 객관적이고, 자연스러운 단

벗어나 독자적인 추상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한다. 출품작 <무

순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작품의 객체는 물리적

제 75-3-C>와 같이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백색 모노

이고 물질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함축적 의미와 시간의 흐름에

크롬 회화는 이후 작가의 대표적인 화풍으로 자리 잡는다.

따라 진행되는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정상화의 작품에서 느낄

80년대 이후로는 백색뿐 아니라 블루, 브라운, 짙은 먹색의 화면

수 있는 단순함, 객관성 및 무심함은 마치 건조한 흙, 갈라진 강

도 등장한다. 특히 그중에서도 청색의 작업이 두드러지는데 출품

둑, 오래된 벽, 돌이나 나무뿌리와 같은 자연 속의 대상이 주는

작 <무제11-7-4>와 같이 모노톤의 블루가 있는 반면, 출품작 <

느낌과 닮아있다.

무제 87-8-B>와 같이 백과 청의 그라데이션 변화를 보이는 작

얼핏 단색으로 덧발린 듯 보이는 캔버스는 사실 고령토로 초벌

품도 있다. 2000년대 이후로는 크고 작은 소단위의 네모꼴을 다

칠하고 말린 뒤, 칸칸이 접어 균열을 내고 고령토를 떼어낸 자

시 나누는 그리드가 등장하는 등 화면의 구분에 그 변화가 보인

리에 아크릴물감을 채워 넣는 ‘뜯어내기’와 ‘메우기’의 반복을 거

다(참고도판 3, 4). 이런 변화들은 70년대로부터 출발한 작가의

쳐야 완성된다. 그로 인해 생긴 물감 평면의 높낮이는 빛과 반

지의 발현으로, 작가 고유의 작업방식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응하여 잔잔한 입체감을 형성한다. 그의 작품은 제작 과정 그
자체가 곧 작품이다. 물질이 아닌 정서로서 물감의 스며듦을 보

“종이의 철럭철럭한 맛이 살아 있어야 돼. 캔버스 일도

여주고, 감상자를 명상의 세계로 이끌고 간다.

습도를 말하거든. 인간으로 말하자면 맥박 같기도 하고

참고문헌
『CHUNG SANG-HWA』, Gallery Hyundai, 1989
『CHUNG SANG-HWA Painting Archeology』, 연미술, 2009

숨결 같은 것을 내포기하고 있는. 그래서 그림이 철럭철
럭 움직인단 말이야.”                                           정상화

참고도판 1 <작품 64-A>, acrylic on canvas, 162ⅹ30cm, 1964
참고도판 2 <작품 72-B-27>, acrylic on canvas, 195x130cm, 1972
참고도판 3 <무제>, acrylic on canvas, 97ⅹ130cm, 2005
참고도판 4 <무제>, acrylic on canvas, 162ⅹ130cm, 2007
Lot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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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

정상화

b.1932
Chung SangHwa  鄭相和

무제 81-4-12 Untitled 81-4-12
acrylic on canvas
72.7×60.6cm (20호), 28.6×23.9inch
1981
signed on the reverse

KRW 130,000,000 - 250,000,000
USD 111,000 - 213,000

Lot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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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

정상화

b.1932
Chung SangHwa  鄭相和

무제 87-8-B Untitled 87-8-B
acrylic on canvas
130.3×97cm (60호), 51.3×38.2inch
1987
signed on the reverse

KRW 400,000,000 - 600,000,000
USD 340,000 - 511,000

Lot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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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b.1932
Chung SangHwa  鄭相和

무제 75-3-C Untitled 75-3-C
acrylic on canvas
162.2×130.3cm (100호), 63.9×51.3inch
1975
signed on the reverse

KRW 500,000,000 - 1,000,000,000
USD 426,000 - 851,000
LITERATURE
『CHUNG, SANG-HWA』, Gallery Hyundai, 1989, p. 21

Lot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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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b.1932
Chung SangHwa  鄭相和

무제 80-5-2 Untitled 80-5-2
acrylic on canvas
60.6×45.5cm (12호), 23.9×17.9inch
1980
signed on the reverse

KRW 120,000,000 - 180,000,000
USD 102,000 - 170,000

Lot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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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b.1932
Chung SangHwa  鄭相和

무제-7-25 Untitled-7-25
acrylic on canvas
90.9×72.7cm (30호), 35.8×28.6inch
2010
signed on the reverse

KRW 100,000,000 - 150,000,000
USD 85,000 - 128,000

Lot 040

70

71

041

하종현

b.1935
Ha ChongHyun  河鍾賢

접합 07-27 Conjunction 07-27
oil on hemp cloth
120×180cm, 47.2×70.9inch
2007
signed on the reverse

KRW 130,000,000 - 200,000,000
USD 111,000 - 170,000

하종현은 1960년 초 일그러진 형상과 질감의 효과를 살린 격정적이고 주관적인 추상회화에
서 시작하여 1966년경부터 정형화된 기하학적 추상회화를 추구하였다. 하지만 작품에 대한
도전적인 실험 정신이 투철했던 작가는 1969년에 전위적 미술가 그룹인 ‘한국아방가르드협
회(AG)’를 결성하고, 이때부터 다양한 매체의 물성을 실험한 작품들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972년 캔버스와 철사줄을 접합시킨 작품을 기점으로 그의 작품세계를 대표하는 연
작 ‘접합’이 탄생하게 되었다.
마대의 뒤에서 새어 나온 물감을 눌러 마대와 물감을 ‘접합’시키는 작업방식이 특징인 접합
연작은 크게 전기(1972-84)와 후기(1985-2009)로 나뉜다. 초기작품(참고도판 1)은 전체적
으로 고루 분배된 물감이 섬세하고 균일한 표면적 효과를 보여주지만, 후기작품은 역동적인
작가의 제스처와 거친 소용돌이를 연상시키는 활달한 붓질의 흔적이 표현된다. 본 출품작
<접합 07-27>은 휘저어진 붓질이 마대와 갈등하고 투쟁하는 후기 접합 시리즈의 특징이
잘 구현된 작품으로, 불규칙적이고 다소 우연적인 붓 자국을 통해 작가의 행위와 그 흔적을

참고도판 1 <접합 79-1>
oil on hemp cloth,
150×75cm, 1979

느낄 수 있다.
참고문헌
『하종현의 <접합> 발상에서 전개까지』, 김복영 (前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교수)

Lot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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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2

참고도판 1

KIM
WHANKI

영국의 한 미술사학자가 ‘한국의 가장 유명한 20세기 화가’라

이듯이 자연에의 공감과 따뜻한 서정을 품고 있는 김환기의 작

고 칭송한 김환기는 한국회화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현대 서양

업은 일방적인 수용이 아닌 작가의 본성을 담아내는 모습을 드

의 추상회화에서 독보적인 작업을 했던, 한국 추상미술의 선각

러내고 있다.

자 중 한 명이다. 김환기의 작업 시기를 나누어보면 작가적 성

1937년에 귀국해 1940년 서울에서 두 번째의 개인전을 연 이

장 배경에 따라 첫째, 일본 유학 시절에서 8.15 해방까지(1930

후 작품 활동은 일시적 중단상태를 보이지만, 해방 이후 김환기

년대-1945년), 두 번째는 해방 후부터 뉴욕으로 떠나기 전까지

의 작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미술 그룹인 ‘신사실파’ 그룹을

의 시기(1945-1963년), 마지막으로 뉴욕 시기(1964-1974년)

결성하면서 새로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후 1956년 파리로

로 구분 지을 수 있다.

떠날 때까지 의욕적인 제작 활동을 이어나간 김환기는 서서히

화가로서 김환기의 출발은 한국의 많은 현대미술가들과 마찬

고유의 양식과 회화세계를 형성하기 시작한다. 해방 전·후의

가지로 일본을 통한 서구 미술의 수용에서 시작되었다. 1933년

시기를 구획하고 동시에 파리와 뉴욕의 김환기 회화세계를 예

동경에서 중학 과정을 마치고 바로 일본대학 미술학부에 진학

고하는 작품으로는 1948년의 <나무와 달>을 들 수 있다.(참고

한 김환기는 1937년에 동경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고, 그

도판 2)

해에 귀국하였다. 이 시기 그의 작업은 추상화로의 지향이 일관
되게 작용했지만, 여전히 구상적 형태가 남아 있었고 그림의 출

‘1948년은 일본 유학시기와 실험기를 지난 후, 해방과 더불어

발점 또한 구체적인 모티프에 있어 완전한 의미의 추상회화라

온 한국적 자각 속에 김환기에게 자기예술의 경지를 정립하려

고 할 수 없었다. 이 시기의 대표작으로 평가되는 <론도>(1938)

는 출발시기라 할 수 있다. 이후 부산시절과 파리시절은 이 때

에서 보여주듯이, 평면적인 색채 및 단순화된 형태 구성이 김환

설정한 방향에서 조형 감각과 기법, 시정을 더욱 심화, 다양화

기 회화에 조형적 기조로 흐르고 있었다(참고도판 1). 이는 동

해 가는 도정이었다고 보겠다.’                     이석우(미술평론가)

경 유학 당시 일본에 불어 닥친 해외 미술사조의 추상화 경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곡선의 유기적인 형태들에서 보

©Whanki Foundation·Whanki Museum

위와 같이 이 시기 김환기의 작업은 이미 한층 정화된 기법으로

참고도판 1 <론도>, oil on canvas, 61x72cm, 1938 ©Whanki Foundation·Whanki Museum
참고도판 2 <나무와 달>, oil on canvas, 73x61cm, 1948 ©Whanki Foundation·Whanki Museum

©Whanki Foundation·Whanki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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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평범한 돌 한쪽이나 나무토막 하나를 어느 자리에 자리잡아 놓아도 그대
로 그것은 멋일 수 있었고 또 새로운 아름다움의 창조였으며 그의 껑청거림이
나 음정이 약간 높은 웃음소리나 말소리의 억양도 멋의 소산이라고 할 만큼 그
는 한국의 멋으로만 투철하게 육십 평생을 살아나간 사람이다.’           
   최순우(미술사학자)

참고도판 3 <월광>, oil on canvas, 92x60cm, 1959 ©Whanki Foundation·Whanki Museum
참고도판 4 <운월>, oil on canvas, 194x129cm, 1963 ©Whanki Foundation·Whanki Museum
참고도판 5 <새벽 #3>, oil on canvas, 178x110cm, 1964-65 ©Whanki Foundation·Whanki Museum
참고도판 6 <10만개의 점>, oil on canvas, 263x205cm, 1973 ©Whanki Foundation·Whanki Museum
참고도판 3

참고도판 4

참고도판 5

참고도판 6

자연의 모습과 얼을 단순화, 평면화된 화면으로 그려내었다. 그

“나는 동양사람이요, 한국사람이다. 내가 아무리 비약하

1963년 작 <운월>에서 달과 구름, 산 등이 여전히 화면에 그 모

에 그려졌던 산의 윤곽선이나 나무, 바다에 떠 있는 섬 등에서

는 자연에 보다 가까이 가기 위해 오히려 자연과의 거리를 유지

고 변모한다 해도 내 이상의 것은 할 수가 없다. 내 그

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뉴욕 초기 김환기의 회화세계는 한

온 것이며, 따라서 그것들은 이전의 추상회화들에서처럼 자연

국적 레퍼토리를 그대로 계승하고 전개시켜 나가는데 있는 듯

을 떠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에서 출발한 것이며 나

이 보였다(참고도판 4). 하지만 화면은 한결 단순화되고 보다

아가 자연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것이었다. “내가 찍은 점. 저

하며, 자연을 하나의 심상으로 여과시켜 나갔다. 한편 형상의
단순화는 김환기 회화양식의 일관된 특성이기는 하나 이 단순

림은 동양 사람의 그림이요 한국 사람의 그림일 수밖
에 없다. 세계적이기에는 가장 민족적이어야 하지 않을

더 양식화된 형태로 변해갔으며 ‘이미지화’ 되었다. 50세에 미

총총히 빛나는 별만큼이나 했을까. 눈을 감으면 환히 보이는 무

지니고 있다. 나뭇가지와 산의 능선은 기본적인 모습으로 환원

까. 예술이란 강력한 민족의 노래인 것 같다. 나는 우리

국에서 ‘과거와 옛 것을 모조리 잊어버리려는 노력’으로 새 출

지개보다 더 환해지는 우리강산”이라는 일기 내용처럼, 뉴욕 시

되고, 화면 속의 달과 새는 시공간적 거리를 무시하고 같은 언

나라를 떠나 봄으로써 더 많은 우리나라를 알았고 그것

발한 김환기는 뉴욕이라는 문명적인 환경을 자신의 관조적 시

기에도 그의 귀소 본능은 창작의 원동력이 되었다. 김환기가 지

어를 주고받는다.

을 표현했으며 또 생각했다. 파리라는 국제경기장에 나

각으로 여과시키며 독자적인 예술로 순화시켜 나갔다. 그 시작

리적 근거를 옮겨 다니며 경험한 외래문화들은 각 시기마다 특

서울 시기 전후부터 파리 시기를 포함하는 1950년대 김환기의

서니 우리 하늘이 역력히 보였고 우리의 노래가 강력히

은 1964년의 <새벽 #3>과 같은 작품에서 볼 수 있다(참고도판

유한 양식을 이루었다. 이는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

작업은 ‘한국적 미’의 추구와 발견의 과정이었다. 예컨대 달과

들려왔다.”          

5). 모티프의 이미지화가 차츰 비대상적인 것으로 이행하고 있

니라 오히려 그것을 확인하고 이를 보다 넓은 지평 위에 세우는

는 이 작품은 곧 추상화를 의미했다. 이후 그의 작품에서 이미

작업이었다. “예술은 심미적, 철학적, 또는 문학적 이론이 아니

지는 자취를 감춰 점묘와 선 또는 점선으로 변모해 나갔다. 예

다. 예술은 하늘, 산, 그리고 돌처럼 그저 존재할 뿐이다”라고
말한 김환기에게 있어 예술은 곧 자연이었다.

화된 형태는 어떤 기하학적 패턴으로도 바꿀 수 없는 충만함을

구름, 나무와 매화, 사슴과 학 그리고 항아리를 상징한다고 생

김환기

각되는 도상들을 자신의 주요 회화적 모티프로 도입했고, 이와
함께 화면 자체의 간결화된 구성과 색채, 섬세한 마띠에르를 보

이방인 화가로서 김환기가 정체성의 중심으로 삼은 것은 자국

전의 두터운 마띠에르는 담백한 색조의 모노크롬 또는 극히 제

여주었다. 특히 파리 체류 기간 동안 김환기는 고국의 기억과

의 전통문화와 그 연장으로서의 자연이었다. 당대 그가 받아들

한된 색상의 평면으로 다루어졌다.

함께 한국적 미가 농축되고 양식화된 화면으로 여전히 서정 어

였던 모더니즘의 주류를 김환기는 전통이나 자연 등 문명 이전

1970년대에 들어서면 오로지 단색의 색 점 및 점선에 의한 전

린 조형시를 읊었다. 그러나 1959년 작<월광>에서 볼 수 있듯이

의 소재에 적용함으로써 원래의 것과는 다른 융합 양식을 만들

면점화의 작품으로 이어지며 만년의 작품인 <10만개의 점

각 모티프의 대담한 도형화, 단순화된 구도와 더불어 회화의 평

어내었다. 그는 예술을 주관적 세계의 투영으로 보는 추상의지

>(1973)이 이를 대표한다(참고도판 6). 김환기는 “날으는 점, 점

면화가 보다 의도적으로 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참고도판

를 가지고 작업에 임하면서도 서구 추상화가들처럼 강박적으로

들이 모여 형태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시도한다”고 말한 것처

3). <월광>의 화면은 산과 달이 아니라 기호화된 회화 어휘로

자연의 형태를 제거하지는 않았다.

럼 독자적인 ‘추상 점묘주의’를 실현했다. 그 선과 점들은 이전

참고문헌
『한국의 미술가, 김환기』, 삼성문화재단, 1997
『김환기』, 마로니에북스, 2011

변화되어 기본적인 평면성으로 환원되었다.

Lot 037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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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

김환기

1913 - 1974
Kim WhanKi  金煥基

Echo
oil on canvas
208×156cm, 81.9×61.4inch
1965
signed on the lower right and reverse

KRW 1,200,000,000 - 2,000,000,000
USD 1,021,000 - 1,702,000
EXHIBITED
Bienal de São Paulo, 1965
LITERATURE
『Korean Artist Kim Whan-ki』, Samsung Foundation, 1997, p. 202
『Kim Whanki-Line·Surface·Dot』, Gallery Hyundai, 2015, p. 38

김환기의 뉴욕시대는 1970년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뉜다. 출품작 <Echo>는 전기에
해당하는 1965년 작으로, 동시대 작품 <봄의 노래>, <산울림>, <아침 메아리>와 같이 사계
절, 시간, 음향이 느껴지는 제목을 달고 있다. 즉 파리시대에 비해 이미지는 추상화되었지만
화면에는 은유적인 형상과 분위기를 담고 있는 초기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Echo>는 상하로 이분화 된 푸른 바탕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좀더 진한 농도의 상단 화면에
위치한 네모난 점들은 1949년 최정희의 소설 삽화(참고도판 1)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바 있
으며, 이후 뉴욕 후기의 전면점화(참고도판 2)로 발전하는 전 단계의 모습으로 보여진다.

참고도판 1 최정희,
『풍류 잡히는 마을』 표지화, 1949

일렬로 이어진 점 아래에는 각기 다른 색을 띤 둥근 형태들이 위치해 있다. 이 세 개의 원은
화면 하단의 수평선과 대비를 이뤄 마치 대지에 떠오른 하늘 위의 달을 연상케 한다. 연속된
둥근 형태에서는 율동감이 더해져 메아리와 같은 미묘한 울림이 느껴진다. 대형화된 캔버스
와 얇고 넓게 펴 발라진 색면, 추상화된 단순한 형태는 당시 뉴욕 화단에서 성행했던 색면
회화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
참고도판 1 최정희, 『풍류 잡히는 마을』 표지화, 1949

참고도판 2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16-IV-70 #166)>
Lot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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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파울로 비엔날레 전시 스티커

oil on cotton, 232×172cm, 1970

©Whanki Foundation·Whanki Museum

참고도판 2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16-IV-70 #166)>, oil on cotton, 232×172cm,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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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

김환기

1913 - 1974
Kim WhanKi  金煥基

새와 달 Bird and Moon
oil on canvas
53×80.3cm (25호), 20.9×31.6inch
1956
signed on the lower right and reverse

KRW 1,000,000,000 - 1,600,000,000
USD 851,000 - 1,362,000
LITERATURE
『Kim Whanki』, Maroniebooks, 2011, p. 111

파리시대 김환기의 작품은 전통과 현대적 표현 사이의 조화를 모색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작가는 서구의 미술가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작품세계를 창조하려 노력했는데 이는  
파리라는 해외 무대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백자, 달, 새 그리고 산 등의 우리 것을 늘 고집하
였던 이유로 보인다.
달을 배경으로 푸르른 무한공간을 날아가고 있는 새를 표현한 <새와 달>은 파리시대 김환기
의 전형적인 구도와 색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부터 김환기의 화폭은 일관적으로 푸른색을
띠는데, 어느 프랑스 방속국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하늘과 동해 바다는 푸르고 맑으며 이
러한 나라에 사는 한국사람들은 깨끗하고 단순한 것을 좋아한다”고 작가는 말한바 있다. 아
마 그에게 푸른색은 우리나라를, 아니면 작가 자신의 마음을 담은 색채가 아니었을까 싶다.

Lot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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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

김환기

1913 - 1974
Kim WhanKi  金煥基

무제 10-V-68 #19
Untitled 10-V-68 #19
oil on canvas
60.6×45.5cm (12호), 23.9×17.9inch
1968
signed on the reverse

KRW 280,000,000 - 400,000,000
USD 238,000 - 340,000

본 출품작은 작가의 뉴욕시대(1964~1974)에 그려진 것으로, 이 시기의 특징은 화면상으로
는 선, 점, 면들로 구성되는 순수한 추상이고, 방법상으로는 이전까지의 두터운 마티에르 위
주에서 벗어나 안으로 스미는 듯한 엷고 투명한 안료로 뒤덮어 번짐의 효과를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전 생애에 걸쳐 꾸준히 사용되었던 푸른 빛이 말간 옥빛, 청자
의 비취색에 가까웠던 초기의 것에서 쪽빛의 청색 혹은 심해의 청회색으로의 다양한 변화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Whanki Foundation·Whanki Museum

Lot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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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

김환기

1913 - 1974
Kim WhanKi  金煥基

무제 Untitled
oil on canvas
50.5×40.5cm, 19.9×15.9inch
1966
signed on the reverse
This work is accompanied by a certificate of authenticity issued by the Korean Art Appraisal Board.

KRW 130,000,000 - 250,000,000
USD 238,000 - 340,000
LITERATURE
『Whanki, Vie et Oeuvre』, Maeght Éditeur, 1993, p. 69

한국의 현대 미술사를 대표하는 화가 중 한 사람으로 한국적인 자연미를 가장 아름다운 추
상으로 표현해낸 김환기는 1963년 말 뉴욕으로 떠난 후 끊임없는 자기 모색과 확신을 작품
을 통해 보여주기 시작한다. 구체적인 모티프가 사라지고 길게 이어지는 선과 여러 색깔의
점들이 이어지는 화면은 더없이 시원한 공간으로 대체 되었으며, 불변의 본질을 꿰뚫어 보
고 점진적으로 형태를 단순화시키는 작업 끝에 말년에는 점으로만 이루어진 작품을 선보였
다. 단순한 추상적 형상과 함께 한국의 오방색과 흰색의 여백으로 이루어진 본 경매 출품작
은 서양적 화풍 속 동양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작품세계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Whanki Foundation·Whanki Museum

Lot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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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6

김환기

1913 - 1974
Kim WhanKi  金煥基

무제 Untitled
oil on canvas
100×65.1cm(40호), 39.4×25.6inch
signed on the lower left
This work is accompanied by a certificate of authenticity issued by the Korean Art Appraisal Board.

KRW 400,000,000 - 700,000,000
USD 340,000 - 596,000

©Whanki Foundation·Whanki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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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SOOKEUN

‘창신동에 살 때다. 여름날 비가 오기에 우산을 가지고 동대문 버스 정류장에 나가
서 기다렸다. 버스에서 내리시는 그이와 같이 오는데 노상에서 우산을 받고 앉아서
과일을 파는 아주머니 세 분이 나란히 앉아 있는다. 그 옆을 지나시다 아이들 과일
을 사다 주자고 하시면서 한 아주머니에게 몇 알, 다음 아주머니에게서 몇 알 사시기
에 내가 비 오는데 한군데서 사시지 뭘 그렇게 여기저기서 사시냐고 했더니 ‘한 아주
머니에게서만 사면 딴 아주머니들이 섭섭해하지 않아.’ 하시면서 세 아주머니에게서
골고루 사셨다. 그이는 물건을 사실 때 큰 상점에서보다는 노상이나 손수레나 광주
리 장사에게서 사셨다. 광주리 장사하는 여인들을 늘 불쌍히 여기셨고, 전후에 고생
을 겪는 이웃들을 늘 애처롭게 여기 그 분의 그림의 소재가 모두 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다.’                                                       김복순, 『아내의 일기』

88

89

‘작품의 주된 소재는 한결같이 그가 자란 시골의 집, 나무, 노인, 아기 업은 여인
등이다. 이러한 소재는 그 당시 우리나라 어디를 가나 눈에 띄는 것들이다. 다만
그가 이러한 대상들에서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아름다움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
었던 것은 그의 사랑이었다. 이러한 주위의 하잘것없는 대상에 대한 남다른 애정
과 애착이 있었기에 거기서 남들이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고 이를 표
현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오늘날 보는 이에게 그가 발견한 바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내가 그의 어느 작품에서는 슬픔마저 느끼게 되는 것은 비단
내가 생전의 그의 여러 가지 모습을 연상해서라기보다는 그 작품 자체가 전달해
참고도판 1

참고도판 2

참고도판 3

참고도판 4

주는 호소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이다.’    이대원 (화가)

박수근은 한국의 서정을 가장 한국적이며 독창적으로 표현한

고 대상을 굵은 윤곽선으로 단순화하기 시작하였다(참고도판

음에서 기인한다. 미술을 공부하기엔 열악했던 그의 주변환경

품들이 전후 고달픈 세월을 겪은 많은 사람들에게 절절한 감정

작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서민의 삶과 그들이 처했던 현실을

1). 이후 1950년대 중반부터 회갈색 톤의 물감을 겹겹이 바른

이 역설적이게도 박수근만이 지니는 독자적인 양식과 소재를

을 자아내게 하는 요인도 여기에 있다. 출품작은 박수근이 작

정감 어린 시선으로 화폭에 담아내었다. 그의 작품들은 소재의

뒤 몇 개의 선묘로 보다 평면성이 강조되는 양식에 도달한다

만들었던 것이다. 초기에는 대체로 시골 정경을 그렸으며(참고

고하기 1년전인 1964년에 제작되었는데, 당시 지병이던 간이

소박함과 더불어 간결한 구성을 기반으로 그려졌는데, 이와 같

(참고도판 2). 박수근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기법상의 특징 가

도판 4) 전후인 1950년대에서 1965년 작고하기까지 박수근이

악화되어 심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던 시기임을 감안하면 작가

은 단출한 화면에 명징하고 밀도 높은 구성은 박수근의 특징이

운데는 유채가 지니고 있는 기름기를 걸러낸, 그 특유의 마티

가장 많이 다룬 것은 시장 풍경이다. 함지를 앞에 하고 쪼그려

는 강한 의지로 이 작품을 제작했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라 할 수 있다. 1914년 강원도 양구 태생인 박수근은 일제강점

에르 조성법을 들 수 있다. 50년대 초반의 작품들에선 안료층

앉아 있는 여인들, 빈 함지를 이고 돌아가는 여인들, 한가롭게

곤궁한 생활고와 지병에도 불구하고 박수근이 표현하고자 한

기와 한국전쟁의 비극적 상황을 모두 겪은 환경에서 성장하였

이 두텁긴 했어도 비교적 기포가 심하지 않고 고르게 발라지고

시장 바닥에 모여 앉아 있는 남정네들이 한결같이 비어있는 지

인간에 대한 연민과 평범한 생에 대한 순수한 애정을 작품에서

다. 특히 화가로 활발히 활동하던 전후 50년대와 60년대는 나

있으나,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전반에 걸쳐서는 안료층이

표면에 나열된다. 부인이나 아이들을 주로 모티프 삼은 이전에

엿볼 수 있다.

라 전체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시대였으며 곤궁한 가

더욱 두터워지면서 많은 기포층이 생겨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

비해 1950, 1960년대는 시장과 거리가 무대가 되면서 한 시대

정형편이었던 작가는 보통학교만 마치고 독학으로 그림을 배

다. 화강석의 표면을 연상케 하는 거친 감촉이 생겨나게 된 것

서민들의 전형적인 단면이 기록된다.

워야 했었다. 당시 서화미술회 또는 일본 유학을 통한 미술교

이다. 이런 현상은 아주 후기에 해당되는 64년, 65년에 오면서

이번 경매에 출품된 <노상>에도 일하는 아낙네들의 모습이 담

『박수근』, 갤러리현대, 2002

육 과정을 밟은 다른 예술가들과 비교하여 아카데미즘과 양화

더욱 심해져서 이미지는 표면층에 겨우 새겨질 정도로 마티에

겨있다. 이 작품은 화면이 가로로 긴 하드보드에 그려진 작품

『朴壽根 1914-1965』, 열화당, 1985

교육의 틀에 벗어난 성장 환경은 후에 박수근만의 독특한 회화

르 조형성이 강하게 부상되고 있다(참고도판 3).

으로, 시장의 여인들을 소재로 삼았다. 뒷모습을 보이고 있는

양식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계기가 된다. 다만 경제적 궁핍으

박수근이 화가로서 활동한 시기는 1932년부터 1965년까지이

두 여인과 오른쪽, 왼쪽 방향으로 옆을 보며 앉아있는 두 여인

로 인해 대작을 많이 남기지 못한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대신

다. 30여년의 기간 동안 그가 주로 그렸던 것은 평범한 서민의

이 등장하는데, 시장 바닥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장사를 하

에 그는 소품을 많이 남겼는데, 이는 열악한 생활고 속에서도

일상과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소박한 풍경들이었다. 특별할

는 여인네들의 모습이 선명히 각인된다. 이처럼 박수근 화면의

화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예술적 집념과 성실성을 말해

것도 신기한 것도 없는 대상들이었다. 박수근의 작품에는 누드

거의 대부분은 일하는 여인들로 채워지고 있으며, 시장이나 길

주는 것이었다.

화를 비롯하여 화려한 꽃과 윤기 나는 그릇들로 구성된 정물화

거리의 풍경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그가 살았던 시대와 직

박수근은 1930년대에 자연주의에 입각한 향토적 정서를 표현

도 없다. 이 일반적인 모티브의 비껴감은 앞서 언급했듯이 그

접적인 관련이 있다. 50년대와 60년대 서민들의 삶의 풍경을

하다가 1940년대부터 작품에서 원근법이나 명암법을 배제하

가 정규 미술 교육, 이른바 아카데믹한 미술 수업을 받지 않았

박수근만큼 정직하게 표현한 예술가도 만나기 어렵다. 그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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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탄생 100주년 기념전 『박수근 Park Soo-Keun』, Gana art, 2014

참고도판 1 <나물 캐는 여인들>, 하드보드에 유채, 25×34cm, 1940년대
참고도판 2 <노상의 여인들>, 캔버스에 유채, 28×18cm 1950년대
참고도판 3 <고목과 여인>, 캔버스에 유채, 45×38cm, 1964년
참고도판 4 <절구질하는 여인>, 캔버스에 유채, 130×97cm, 1954년

91

047

박수근

1914 - 1965
Park SooKeun  朴壽根

노상 People on the Street
oil on hardboard
11.5×31cm, 4.5×12.2inch
1964
signed on the lower left
This work is accompanied by a certificate of authenticity issued by the Korean Art Appraisal Board.

KRW 450,000,000 - 700,000,000
USD 383,000 - 596,000
EXHIBITED
Seoul, Korea Information center, Park Soo Keun, 6 October - 10 October 1965
LITERATURE
『Park, Soo Keun』, Sigongsa, 1995, p. 68
『Park, Soo Keun』, Oh Kwang Soo, Sigongsa, 2002, p. 179
『Park, Soo Keun』, Maronie books, 2009, no. 60

“나는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려야 한다는 대단히 평범한 예술의 견해를 가지
고 있다. 따라서 내가 그리는 인간상은 단순하며 다채롭지가 않다. 나는 그들의
가정에 있는 평범한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물론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장 즐
겨 그린다.”                                                                                  박수근
작가는 생전에 단 한번도 개인전을 열지 못했다. 첫 개인전을 준비하던 중 세상을 떠났고,
작고 5개월 후, 유족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1965년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중구 소공동
에 위치한 중앙공보관 화랑에서 그의 유작전이 열렸다. 당시 79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는데,
본 경매 출품작 <노상>이 그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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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 그림을 그린다. 그림을 그릴 때에 한해서 나는 행복하다. 그 내용에 따라 지울 수 없는 먼 과거의 아름다운 사
연이랄지 소리와 빛이 달콤하게 들리고 떠올라 나만의 소우주는 제법 화사하다.”                                      천경자

참고도판 1

참고도판 2

참고도판 3

1924년 전남 고홍에서 태어난 천경자 화백은 1941년 동경여자

동자이다. 그녀 역시 눈을 통해서 자신의 속내를 표현하고자 한

미술전문학교(현 동경여자미술대학교)에서 공부한 1세대 일본

다. 본 출품작에서도 그 심경이 잘 드러나는데, 인물의 눈빛만

유학파 여류화가이다. 작가는 이때부터 옥자라는 이름을 버리

으로, 그 표정만으로 완결되는 전언이야말로 천경자의 자전적

고 경자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하며 화가로서 새로운 인생

인물화가 지닌 표현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그에게 눈의 표정은

을 꿈꿨다. 1944년 미술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본격적인 작

그림의 내면 세계에 이르는 통로인 것이다.

품활동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화단에서 수묵 담채화가 주류를
이룰 때 유일하게 채색화로 새로운 회화세계를 추구했다. 작가

“나의 작품은 과거의 추억을 되살리고 미래의 세계를 상

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자리매김한 뱀은 6.25 전란 당시 시대적

상하며 오늘의 꿈을 담은 한쪽의 드라마들이에요. 그 속

배경과 운명에 대한 고뇌를 담아 반복적으로 그리던 시기에서
비롯된다. 1954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임명되었지만
69년 아프리카를 시작으로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브라질,
아마존 등을 배경으로 세계 스케치 여행(참고도판 1)을 떠나며

엔 내 슬픈 생애의 단면들이 숨 쉬고 있어요. 화사한 보
랏빛 행복과 꿈을 머금은 꽃, 상상의 나래를 펴는 나비가
있지만, 그 밑을 흐르는 것은 여인의 진한 恨이에요.”                           

교편을 내려놓았다. 조선일보에 당시의 기행을 연재하며 작품

CHUN
KYUNGJA

활동에 열중하고 이후 아프리카 기행 화문집을 내며 문학과 미

유려한 색채와 소재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작품에는 수많은 역

술의 총체적인 결실을 맺었다.

경과 좌절을 겪은 한 여인의 限과 고독, 그리고 어머니로서 겪

여성으로 일관하는 그의 인물화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하나

는 숙명적 삶이 농축되어 나타난다. 화사한 꽃 무리, 긴 목의 서

는 자전적인 이미지를 풍기는 초상화 형식(참고도판 2)과 다른

늘한 눈매의 여인, 너울거리는 뱀 그리고 이국적인 풍물들로 대

하나는 외국 여행에서 만난 실제 인물(참고도판 3)을 대상으로

표되는 그녀 작품의 화려함은 짙은 고독과 슬픔의 그림자를 가

하는 경우이다. 자전적인 이미지가 강한 작업은 대부분 꽃, 나

리기 위한 자신만의 투쟁이었을지도 모른다.

비, 뱀 등의 형상이 함께 등장한다. 인물의 얼굴은 정면 또는 측

참고문헌
『千鏡子, 꿈과 情恨의 세계』, 호암갤러리, 1995
『千鏡子, 내 생애 아름다운 82페이지』, 갤러리현대, 2006
『千鏡子』, 세종문고, 2006

면 구도로 한정되고 눈동자는 항상 동공이 열려 있는 상태이다.
무엇에 놀란 듯, 아니면 허공을 뚫어져라 응시하는 듯한 표정이
다. 자전적인 이미지의 인물화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은 눈

참고도판 1 <세네갈 고래섬>, colored on paper, 21.2x34.8cm, 1974
참고도판 2 <꽃과 여인>, colored on paper, 35x25.5cm, 1980s
참고도판 3 <인도 아그라의 무희>, colored on paper, 33.4x24.2cm,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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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자

1924 - 2015
Chun KyungJa  千鏡子

자바의 여인 Javanese Woman
color on paper
31.5×40.5cm, 12.4×15.9inch
signed on the lower left
1986

KRW 330,000,000 - 500,000,000
USD 281,000 - 4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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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진

1918 - 1990
Chang UcChin  張旭鎮

나무 Tree
oil on canvas
30×30cm, 11.8×11.8inch
1984
signed on the lower left

KRW 85,000,000 - 150,000,000
USD 72,300 - 128,000
LITERATURE
『Chang UcChin·Catalogue raisonné—Oil painting』, Hakgojae, 2001, p. 339

장욱진은 1980년 수안보의 농가를 고쳐 화실을 만들고 6년간 작업을 했다. 소위 ‘수안보 시
절(1980-1985)’이 시작된 것이다. 심플하게 만들어진 수안보 화실은 주변 경관이 훤히 내려
다 보이는 언덕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장욱진은 하늘과 해, 나무와 들녘을 눈과 가슴에 담았
다가 화폭에 선경(仙境)으로 옮기기 용이했다. 1981년부터 작가는 더욱 담담한 색과 산수화
적 구도를 캔버스에 올리기 시작하였는데, 동양화적 서정성이 이 시기에 더욱 짙어지는 것
도 이 때문이다.
출품작 <나무>는 작가가 1984년 완성한 작품이다. 가운데 휘영청 기울어진 나무는 물감을
칠한 뒤 다시 닦아낸 기법으로 소담한 맛이 있으며 곳곳에 끝이 갈라진 모필의 흔적은 역동
감을 더해 수안보 시절의 작품임을 단번에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장욱진 먹그림』, 열화당, 1998
『Chang Uc Chin 장욱진 1917-1990』, 마로니에북스, 2011
『장욱진·Catalogue Raisonne-유화』, 정영목, 학고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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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봉

1902 - 1977
To SangBong  都相鳳

정물 Still Life
oil on canvas
24.2×33.4cm (4호), 9.5×13.1inch
1973
signed on the lower right

KRW 40,000,000 - 80,000,000
USD 34,000 - 68,100

“나의 가장 가까운 친우인 이조백자들도 항상 그 속에 미소를 띠고 있다. 그리하
여 아침저녁 광선이 변할 때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백색의 변화와 항아리 속
에서 울려 나오는 무성의 노래는 신비한 교훈과 기쁨을 던져준다.”             도상봉
도상봉은 서정적인 고전 양식을 통한 보편적 이상미의 추구와 함께 작품을 감상하는 이들이
마음의 안식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림을 그렸다. 그는 한국적인 대상을 서양화 기법으
로 나타내고 동시에 수묵화처럼 물감이 은은히 스며드는 듯한 동양화 기법도 가미함으로써
독자적인 회화 방식을 개척했다. 특히 이번 출품작처럼 백자가 보여주는 백색의 청아함과
우아함은 고아한 한국적 정취와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도상봉의 작품에서는 균형감과 안
정감이 느껴지는 구도가 느껴지는 것이 특징인데, 본 출품작 역시 짜임새 있는 구도로 대상
을 형상화함으로써 백자의 고상함과 작품 전반에 나타난 온화한 색조를 강화하여 작품의 서
정성과 운치를 더욱 잘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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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성

1912 - 1950
Lee InSung  李仁星

항구 Harbor
oil on wooden board
31×40cm, 12.2×15.7inch
signed on the lower right
This work is accompanied by a certificate of authenticity issued by the Korean Art Appraisal Board.

KRW 135,000,000 - 300,000,000
USD 115,000 - 255,000

이인성은 일제강점기를 포함한 한국 근대화단을 대표하는 작가이지만, 안타깝게도 불의의
사고로 38세의 나이에 생을 일찍 마감해 남아 있는 그의 작품이 현저히 적다. 출품작 <항구>
는 1930년대 중반에서 40년대 초로 추정되는 풍경화로, 몇몇 대표작을 제외하고는 찾기 힘
든 연대의 작품이라는 것이 주목된다.
이인성의 작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출품작과 같은 부르주아적 취향이 반
영된 세련된 풍경화와 실내정경이며 두 번째는 조선의 향토색을 개성 있게 구현한 작품이
다. (참고도판 1)에서 보이는 푸른 가을 하늘과 붉은 대지는 일본의 풍경과는 다른 조선의
색감을 보여주는데 이는 이인성은 즐겨 쓴 조선의 향토색이다.
본 출품작 <항구>에서 보이는 탁 트인 바닷가의 정경은 경쾌한 터치와 밝은 색채로 묘사되
었다는 점에서 인상파나 야수파의 영향이 느껴진다. 당시 이인성은 서구미술이 우리 땅에
정착하게끔 하는 선구적 역할을 했음에도 서구의 화풍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를 자신의 독자
적인 화풍으로 일궈냈다. 작품에서 느껴지는 묘한 색감과 특유의 서정적이면서도 감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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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에는 그의 이러한 노력이 배어져 있다. 바다로 나아갔다 물러나는 모래사장과 수평선

참고도판 1 <가을 어느 날>

을 이루는 산이 어우러져 화사한 색과 치밀한 구도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oil on canvas, 91×161.4cm,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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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

구본웅

1906 - 1953
Ku BonWung  具本雄

풍경 Landscape
oil on canvas
31.8×40.9cm (6호), 12.5×16.1inch
signed on the lower left

KRW 38,000,000 - 50,000,000
USD 32,300 - 85,000

‘서울의 로트렉’이라고도 불렸던 구본웅은 1930년대 한국에서 상상하기 힘들었던 서구의 표
현주의를 거침없이 시도하며 화단의 주목을 받았다. 대범한 붓 자국과 강렬한 색채는 서구
의 야수주의와 입체파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친구의 초상> (참고도
판 1)에 잘 표현되어 있다. 그러다 1930년대 말 무렵부터는 서양화적인 기법으로 한국화적
인 소재와 화면을 재해석하는 시도를 하였다. <괴석> (참고도판 2)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유화물감으로 그려졌음에도 동양화의 괴석도를 연상시키는 구도에서 구본웅의 문인화적 취
향을 살펴볼 수 있다.
이번 출품작인 <풍경>은 이 두 가지 화풍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여타의 많은 구본웅의
작품처럼 연도표기는 없지만 19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 사이로 추측된다. 구본웅 특유의
강렬한 터치와 색감은 다소 잠잠해졌지만 두껍게 발린 물감과 붓 터치에서는 여전히 힘이

참고도판 1 <친구의 초상>
oil on canvas, 65ⅹ53cm

느껴진다. 전체적인 화면 구도는 수평적이며 펼쳐진 들과 산과 하늘로 구성된 차분한 색감
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참고문헌
『한국근대회화선집 구본웅 이인성』, 금성출판사, 1990

참고도판 1 <친구의 초상>, oil on canvas, 65ⅹ53cm
참고도판 2 <괴석>, oil on paper, 30.5ⅹ25,5cm

참고도판 2 <괴석>
oil on paper, 30.5ⅹ25,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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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

오지호

1905 - 1982
Oh ChiHo 吳之湖

문학진

b.1924
Moon HakJin  文学晋

배밭 Pear Blossom

어느 흐린 날의 풍경 A Cloudy Landscape

oil on canvas
45.5×53cm (10호), 17.9×20.9inch
1976
signed on the lower right

oil on canvas
100×100cm, 39.4×39.4inch
1984
signed on the lower left and reverse

This work is accompanied by a certificate of authenticity issued by the Korean Art Appraisal Board.

KRW 22,000,000 - 40,000,000
USD 18,700 - 34,000

KRW 35,000,000 - 70,000,000
USD 29,800 - 59,600
106

054

107

056
055

1923 - 2011
Kwon OkYon  權玉淵

윤중식

1913 - 2012
Yoon JungSik  尹仲植

풍경 Landscape
oil on canvas
60.6×50cm (12호), 23.9×19.7inch
1977
signed on the lower right

KRW 18,000,000 - 32,000,000
USD 15,300 - 27,200

108

권옥연

절터에서 At Temple Site
oil on canvas
127×103cm, 50×40.6inch
1989
signed on the lower right and reverse

KRW 45,000,000 - 90,000,000
USD 38,300 - 76,600
LITERATURE
『Kwon OkYon』, Art Journ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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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7

058
오수환

b.1946
Oh SuFan 吳受桓

110

고암 이응노

1904 - 1989

Lee UngNo 顧菴 李應魯

곡신 God of Valley

문자 추상 Abstract Letter

color on paper
each 144×74cm, 56.7×29.1inch, 2works
1990
each signed on the upper right

color and collage on Korean paper
140×75cm, 55.1×29.5inch
1978
signed on the lower left

KRW 18,000,000 - 40,000,000
USD 15,300 - 34,000

KRW 25,000,000 - 40,000,000
USD 21,300 - 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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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

060

최욱경

1940 - 1985
Choi WookKyung 崔郁卿

1911 - 1990
Nam Kwan 南寬

무제 Untitled

112

푸른구성 Composition of Blue

acrylic on canvas
92×92cm, 36.2×36.2inch

‘남관의 회화에서 우선 눈을 끄는 것은 고도의 세련된 색채 이

This work is accompanied by a certificate of authenticity issued by the Korean Art Appraisal Board.

다. 그의 청록색의 반짝임은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명상(瞑想)

KRW 35,000,000 - 70,000,000
USD 29,800 - 59,600

남관

을 유발하며, 그 명상은 그린다는 행위 못지 않게 삶의 행위와
도 관련되는 것이다.’

조제 피에르(Jose Pierre)

oil on canvas
111×134cm, 43.7×52.8inch
1984
signed on the lower right and reverse

KRW 40,000,000 - 70,000,000
USD 34,000 - 5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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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

이성자

1918 - 2009
Rhee SeundJa 李聖子

Chemin des Antipodes Mars, N˚:7.91
oil and acrylic on canvas
130.3×162.2cm (100호), 51.3×63.9inch
1991
signed on the lower left and reverse

KRW 50,000,000 - 100,000,000
USD 42,600 - 85,000
LITERATURE

『Seund Ja Rhee-Le Chant du Cosmos』, Gallery Hyundai, 2007, p. 85

프랑스에 정착한 최초의 한국 여성작가이자 이방인으로서 그녀의 여정은 이중적인 소외의
연속이었다. 전쟁과 이별,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는 나날들에서 어디에도 전적으로 소속될
수 없었던 이성자에게 실존은 늘 이별과 떠남을 의미했다. 그녀의 심오한 실존적 고찰에서
비롯된 하늘과 우주를 향한 관심은 점차 자신만의 이미지로 형성되었다. 그것은 인간이 겪
는 존재론적인 상처로부터의 치유와 사랑이었으며, 자유로 치환된 미래의 모습이었다. 이
러한 작가의 관념은 자유롭고 경쾌한 리듬을 간직하고 수없이 많은 별들로 이루어진 광활한
우주를 그려내었다.
경매 출품작 <Chemin des Antipodes Mars N˚:7.91>은 작가의 이러한 우주적 관점을 빛
과 환희로 충만하게 채운 수작이다. 수 없이 많은 물감 방울들은 형형색색의 폭죽들처럼 화
면을 채우고 있으며, 빨간색의 배경 또한 강렬하면서도 온화한 대기를 신비롭게 표현하고
있다. 음양의 조화를 따르는 행성들은 명랑하게 떠 있으며 배경에 나타난 이차원적인 두 개
의 산맥은 삼차원적 제한에 구속되지 않고 분할되지 않은 공간처럼 전혀 다른 시간의 차원
을 나타낸다.
참고문헌
『이성자, 예술과 삶』, 생각의 나무, 2007
『이성자, 우주의 노래』, 갤러리현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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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

하인두

1930 - 1989
Ha InDoo 河麟鬥

무제 Untitled

어요. 자연을 통해 그 자연이 내포하고 있는 구조적 본질을 분석하고, 또 자연의 질서와 생명의 규칙, 또

oil on canvas
99×280cm, 39×110.2inch
1988
signed on the lower right

는 보편성 속에서 색채와 형태의 조화를 찾아 나의 삶과 일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또는 부정하기도

KRW 75,000,000 - 120,000,000
USD 63,800 - 102,000

116

“추상을 하되 서구적 앵포르멜을 벗어나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이나 불교사상을 재분해, 재구성하려고 했

하면서 추상과 구상의 경계도 없는 현실과 이상을 오가며 다양한 표현방식이 내 화폭에 담아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내 그림은 여러 패턴의 반복으로 이뤄지지만 항상 캔버스 복판에 구심점이 설정돼 있고 중심
을 향한 축이 있습니다. 일종의 우주도(宇宙圖)라고 봐도 되지요. 태극의 형상이 우주생성의 원리를 함
축하고 있는 것처럼 제 그림도 불교사상과 우주에 대한 여러 연상을 담고 있는 셈입니다”

하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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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

안영일

b.1935
Ahn Youngil 安荣

무제 Untitled
oil on canvas
164×148.5cm, 64.6×58.5inch
signed on the lower left

KRW 22,000,000 - 60,000,000
USD 18,700 - 51,100

“캘리포니아의 바다는 색과 분위기가 매우 강렬합니다. 그 넓음과 깊음, 쪼갤 듯
이 내려쬐는 태양, 번득이는 멸치떼와 갈매기 무리, 그 위에 덮치는 파도, 이들은
이미 제 일상 속에 깊이 파고들었고 작품의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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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

김기린

b.1936
Kim GuiLine 金麒麟

안과 밖 Inside, Outside
oil on canvas
145.5×112.1cm (80호), 57.3×44.1inch
1980s

KRW 42,000,000 - 70,000,000
USD 35,700 - 59,600

김기린이 60년대에 순수한 흑과 백의 평면회화를 오브제화하는 작업 경향을 보여주었다면,
70년대 들어와서는 큰 사각의 캔버스 안에 비교적 작은 사각형을 구성하여 평면 모노크롬
작품을 선보였다. 60년대 이후 작품에서는 원색 화면에 점을 기본단위로 사용하는 작업을
보여주었다. 본 출품작 <안과 밖>은 ‘안’의 공간을 ‘밖’으로 암시하는 80년대 작품으로 검정
에 가까운 원색화면에 점을 기본단위로 나열하여 내부와 외부의 상호 관계를 인식하게끔 하
고 있다. 흑에 가까운 색조 위에 어두운 청색을 사용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자세히 들여다보
게 하는 집중력 또한 유발한다. 또한, 규칙성 있게 나열된 점들로 구성된 화면은 언뜻 멀리
서 보면 사분할 된 청색의 면처럼 보인다. 하지만 화면의 모든 점들은 각기 다른 형태를 지
니고 있는데, 이는 작가의 생명과 호흡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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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

곽인식

1919 - 1988
Quac InSik 郭仁植

Work 83-A-B
color on paper laid on canvas
98×162cm, 38.6×63.8inch
1983
signed on the reverse

KRW 55,000,000 - 120,000,000
USD 46,800 - 102,000

곽인식의 그림은 수많은 점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농담 조절을 통한 터치의 반복은 화면에 빛을 담아내고, 점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감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점들은 균일한 크기로 겹쳐지고 뭉쳐지고 흩어짐을 반복하면
서 종이 이면의 공간을 표출시킨다. 빛의 응어리를 담고자 했던 그의 화면은 우리에게 우주적 공간과 수많은 공기 층을
머금은 빛의 무리와 조우하게 한다.
곽인식은 1919년 대구에서 태어나 1937년 일본으로 건너갔다. 1939년 일본 미술학교에 진학하여 1941년 일본미술학교
본과 연구과정을 졸업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독립전, 이과전, 미술문화협회전, 에콜 드 도쿄전에 참여하면서
작가의 길에 접어들었다. 1970년대에는 화지를 발견하면서 무수한 원형의 반점들이 반투명 종이 위에 여러 겹으로 겹치
기도하고 반복도 하면서 종이의 물성과 존재하는 사물의 상호의존적 관계와 아름다움을 원초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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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

산정 서세옥

b.1929

Suh SeOk 山丁 徐世鈺

사람들 People
ink on paper
162×114.5cm, 63.8×45.1inch
1998
signed on the lower right

KRW 55,000,000 - 200,000,000
USD 46,900 - 170,000

"그림의 출발이 그렇다. 점이 모여 선이 되고 출발점에서 출발점으로 돌아오면 거
대한 원이 된다. 그 안에 또 점을 찍어서 좌우로 나누면 공정하게 둘로 갈라진다.
남자와 여자, 밤과 낮, 삶과 죽음, 모든 것이 탄생한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우주가 꽉 차고 불러들이면 다시 점 하나가 된다. 철학적이고도 정신적인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산정 서세옥

산정 서세옥은 한국 전통회화를 재해석하여 수묵의 번짐과 농도를 이용한 추상적 기호를 구
상하였으며, <사람들> 연작으로 한국 현대 동양화의 한 분야를 개척하였다고 평가 받는다.
1970년대 말 서세옥은 ‘인간’ 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점차 태초의 사람, 즉 인
간의 본질을 표상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대표작 <사람들> 연작은 몇 개의 단순한 선으로 사
람의 형상이 표현되었는데, 함축적이고 단순화된 인간의 형상과 묵법의 기운은 산정특유의
공간구성을 보여준다. 마디 마디로 분절되는 선과 선의 이음, 그리고 절제된 점과 점의 반
복은 일률적이나 일률적이지 않은 붓의 리듬이 된다. 이 리듬이 모이면 사람과 사람의 무리
를 갖추게 되는데, 이는 정교히 계산되어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 즉흥적인 붓질이 더해진
것으로 사람들의 기운이 묵 선 너머로 넘쳐나게 된다. 흐려지는 듯하다가도 짙어지고, 펼쳐
지는 듯하다가도 수렴하는 반복 안의 불규칙성, 이것이 바로 단순한 이미지의 패턴을 넘어
서 흥겨운 리듬감을 형성하는 산정의 묘미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서세옥』, 그래픽코리아, 2005
『사람들 서세옥』, 대전시립미술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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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1

참고도판 2

근대 하이데거 실존주의, 교토학파 철학사상 등에 영향을 받은 이

벗어 나려는 듯 작가의 화면이 훨씬 자유로워 졌음을 볼 수 있

우환은 이를 작품 창작의 개념에 도입하여 ‘제시’가 ‘창조’보다 진

다(참고도판 3). 이번 출품작에서도 나타나듯이 점과 선의 구분

리에 더욱 가깝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무엇을 인위적으로 창조하

이 모호해 지며 어떠한 방향을 인식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자유

는 대신, 존재하는 실제 사물을 그 자체로 제시함으로써 사물의

로운 붓 터치가 인상적이다. 이런 붓 터치를 통해 남겨진 안료

물질성을 부각하고 더 나아가 사물과 현상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

의 농담 차이는 화면을 생동감 있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캔버스

는 작업에 몰두하였다. 사물의 본질에 대한 그의 철학이 회화적으

바탕 면과 생동감있는 호흡을 보여준다.

로 드러난 건 1973년 동경화랑에서의 개인전에서부터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우환은 이전과는 다르게 넓은 붓을

1973년부터 시작된 ‘점으로부터’ 시리즈는 붓에 물감을 묻혀 그

선택하여 최소한의 붓 자국만 남기는 ‘조응’ 시리즈 제작에 돌입

물감이 모두 소진되어 붓 자국의 나열이 중단되면, 다시 새로이

한다. 이 시리즈의 특징은 큰 캔버스에 붓으로 한 개 또는 두,

물감을 묻혀 나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참고도판 1). 이와 같

세 개의 점을 찍고 대부분의 넓은 공간을 여백으로 남긴다는 것

은 시기에 시작되어 조금 더 오래 지속 된 ‘선으로부터’ 또한 같

이다. ‘조응’ 연작을 가까이서 보면 무심한 듯 툭 하니 그어진 붓

은 테크닉을 사용한 시리즈이다(참고도판 2). 캔버스에 찍어내

자국, 그리고 그 안의 안료의 움직임에 집중하게 된다. 하지만,

는 점과 그어내는 선이 끝으로 갈수록 점차 옅어지고 캔버스는

조금씩 거리를 두며 떨어져서 관람할수록 아무것도 그려지지

점점 그 자체를 드러내 보이는데, 이는 색채와 빈 캔버스 사이

않은 캔버스 여백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 캔버스의 대부분을 차

의 긴밀한 대립과 조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낸다. 언뜻 보면 단

지하는 흰 여백은 그 위에 찍힌 붓 자국과 대조를 이룸과 동시

조로운 반복으로 보이겠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각 점들과 선들

에 유연한 연결성을 갖게 된다.

의 상이함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하나하나가 유일무이하며 개

LEE
UFAN

참고도판 2

별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작가는 상이한 반복이라는 특
별한 경험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빈 캔버스에 점과 선, 여백을 통하여 엄격한 자기 수련과 통제
의 과정을 보여 주었던 작가는 1980년 초부터 절제된 추상형식

참고문헌
『이우환』, 갤러리현대, 1987
『이우환』, 국립현대미술관, 1994
『여백의 미술』, 현대문학, 2002
『이우환-만남을 찾아서』, 삼성미술관, 2003
『이우환-타자와의 만남』, 학고재, 2008
『LEE UFAN MARKING INFINITY』, 구겐하임미술관, 2011

을 벗어나 보다 자유분방하고 다채로운 세계로 옮겨가게 된다.
1982년부터 시작된 ‘바람’ 연작을 보면 마치 엄격한 규제로부터

참고도판 1 <점으로부터>, glue and mineral pigment on canvas, three panels, 194×291cm, 1975
참고도판 2 <선으로부터>, glue and mineral pigment on canvas, 182×227cm, 1997
참고도판 3 <바람으로부터>, oil and mineral pigment on canvas, 227×182cm,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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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

068

b.1936煥
Lee UFan 李禹煥

이우환

b.1936
Lee UFan 李禹煥

무제 No.831201 Untitled No.831201

바람과 함께 With Winds

pigment suspended in glue, on canvas
37.9×45.5cm (8호), 14.9×17.9inch
1983
signed on the lower right and reverse

pigment suspended in glue, on canvas
60.6×72.7cm (20호), 23.9×28.6inch
1991
signed on the lower right and reverse

KRW 120,000,000 - 180,000,000
USD 102,000 -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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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KRW 120,000,000 - 180,000,000
USD 102,000 - 153,000
Lot 067

PROVENANCE
Tokyo Gallery, Japan

Lot 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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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이우환

b.1936
Lee UFan 李禹煥

조응 Correspondance
pigment suspended in glue, on canvas
97×130.3cm (60호), 38.2×51.3inch
2003
signed on the right side

KRW 130,000,000 - 150,000,000
USD 111,000 - 128,000
EXHIBITED
Seoul, Gallery Hyundai, Lee Ufan, October 2003
LITERATURE
『Lee Ufan』, Gallery Hyundai, 2003, no. 3

‘<조응>에서는 짧고 집중적으로 표현된 붓 자국들이 각기 개별적이고 간결한 자국
으로 지각된다. 붓을 놀리는 방식은 서로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동등한 가치를 지
닌 것으로 인식된다. 이들은 상당한 간격을 두고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넓은 평면
과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순서를 명확히 구별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있
다. 이들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인 연속성 보다는 공간적인 대치성이다.
이들은 매순간으로 나뉜 시간적 연속성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시간의 경
과와 무관하다는 인상을 주지도 않는다. 그보다는 개별적이고 명백하게 ‘만들어진
것’으로서 각각의 붓자국이 생성된 순간을 재현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이들의
상호 관계는 따로따로 놓인 독립적인 자국들의 조화라고 할 수 있다.’
질케 폰 베르스보르트-발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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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

이우환

b.1936
Lee UFan 李禹煥

조응 Correspondance
pigment suspended in glue, on canvas
91×116.8cm (50호), 35.8×46inch
1998
signed on the side

KRW 145,000,000 - 200,000,000
USD 123,000 - 170,000

“무지(無地)의 캔버스에 하나의 점을 찍는다. 그것이 시작이다. 그리는 것과 그려
지지 않은 것을 관계 짓게 하는 짓이다. 터치와 논터치의 겨룸과 상호침투의 간
섭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여백현상이야말로 회화를 열린 것이 되게 해준다.”
이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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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

이우환

b.1936
Lee UFan 李禹煥

바람과 함께 With Winds
pigment suspended in glue, on canvas
60.6×72.7cm (20호), 23.9×28.6inch
1992
signed on the lower right and reverse

KRW 80,000,000 - 150,000,000
USD 68,100 - 128,000

072

산정 서세옥

b.1929

Suh SeOk 山丁 徐世鈺

사람들 People
ink on Korean paper
69×140cm, 27.2×55.1inch
signed on the lower left

KRW 16,000,000 - 60,000,000
USD 13,600 - 51,100
Lot 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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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

김창열

b.1929
Kim TschangYeul 金昌烈

안영일

b.1935
Ahn Youngil 安荣

물방울 SN2014013 Waterdrops SN2014013

무제 Untitled

oil on hemp cloth
60.6×72.7cm (20호), 23.9×28.6inch
2014
signed on the side

oil on canvas
110×139cm, 43.3×54.7inch
signed on the lower left

KRW 30,000,000 - 50,000,000
USD 25,500 - 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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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

KRW 17,000,000 - 40,000,000
USD 14,500 - 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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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

076
권영우

1926 - 2013
Kwon YoungWoo 權寧禹

무제 Untitled
color on paper laid on panel
116.8×91cm, 46×35.8inch
signed on the lower left

KRW 48,000,000 - 80,000,000
USD 40,900 - 6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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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소

b.1943
Lee KangSo 李康昭

From an Island-20235
oil on canvas
130.3×162.2cm (100호), 51.3×63.9inch
2000
signed on the reverse

KRW 40,000,000 - 100,000,000
USD 34,000 - 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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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7

전광영

b.1944
Chun KwangYoung 全光榮

집합 05-JL 029 Aggregation 05-JL 029
mixed media on Korean mulberry paper
163×230cm, 64.2×90.6inch
2005
signed on the reverse

KRW 60,000,000 - 150,000,000
USD 51,100 - 128,000

“어릴 때 고향(강원도 홍천) 한약방에서 보았던 약봉지가 인상깊게 남아 있었어
요. 한지로 싼 약봉지를 천장에 주렁주렁 매달아 놓은 풍경이야 말로 그것 자체가
한국의 현대적 오브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양이 박스 문화라면 우리는 보자기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현대화 시켜본 작업입니다.”

140

전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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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8

전광영

b.1944
Chun KwangYoung 全光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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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

이영배(이배)

b.1956

Lee Bae 李英培

집합 02-N118 Aggregation 02-N118

02J07

mixed media on Korean mulberry paper
113×163cm, 44.5×64.2inch
2002
signed on the reverse

acrylic medium, charcoal black on canvas
146×196cm, 57.5×77.2inch
2007
signed on the reverse

KRW 40,000,000 - 100,000,000
USD 34,000 - 85,000

KRW 32,000,000 - 60,000,000
USD 27,200 -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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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엽

1946 - 2013
Lee DongYoub 李東燁

사이-명상 03528 Interspace-Musing 03528
acrylic on canvas
each 180×85cm, 70.9×33.5inch, 4works
2003
signed on the reverse

KRW 180,000,000 - 400,000,000
USD 153,000 - 340,000

‘주로 흰색이나 연회색 색조가 사용되는 이동엽의 회화에서 수직선이나 수평
선은 그림의 표면 한쪽 가장자리에서 다른 쪽 가장자리로 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림의 특수한 영역 위에서 잠시 나타났다가 이 영역을 떠나 다시 사
라지면서 그 시각적 존재감이 완전히 상실된다. 이 선들은 형체와 몸, 덩어리
를 나타내는 윤곽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 명확한
기하학적 형태도 아니다. 오히려 처음엔 거의 설명할 수 없고 근거 없이 존재
하는 것 같은 모종의 불가사의한 분리선에 가까워 보인다.
(중략)
이동엽은 다양한 계절에 빛을 통해 미묘하게 변하는 색채들을 자주 언급한
다. 외부의 영향, 풍경과 빛의 인상, 색채, 움직임, 감성적 분위기, 기억, 연
상, 체험의 인상은 개별 그림의 구체적인 특성 속에서 항상 다른 식으로 창조
되고 내면화 된다. 이때 밝고 투명하고 포착이 거의 불가능한 형태화가, 항상
무언가 존재하지 않는 것, 상상의 것, 시각적으로 직접 붙잡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시적인 암시 작용을 부각 시키며, 알레고리로서 혹은 개인적 상상적 투
영으로서 표현된다.’

로랑 헤기(L. Hegyi 미술 평론가)

본 출품작 <사이-명상 03258>에서 역시 화면은 적극적인 지각 활동의 참여
를 유도한다. 놀랄만큼 풍요롭고 섬세하게 구축된 공간의 분할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의 기억을 연상시키며 부가적이고 자의적인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144

145

081

윤명로

b.1936
Youn MyeungRo 尹明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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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

김태호

b.1948
Kim TaeHo 金泰浩

얼레짓 870422 Ollejit 870422

형상 84-3 Form 84-3

acrylic on cotton
110×128cm, 43.3×50.4inch
1987
signed on the lower right

acrylic on canvas
116.8×91cm (50호), 46×35.8inch
1984
signed on the reverse

KRW 25,000,000 - 50,000,000
USD 21,300 - 42,600

KRW 35,000,000 - 70,000,000
USD 29,800 - 5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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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b.1948
Kim TaeHo 金泰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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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

이영배(이배)

b.1956

Lee Bae 李英培

내재율 99-19 Internal Rhythm 99-19

무제 Untitled

acrylic on canvas
72.7×60.6cm (20호), 28.6×23.9inch
1999
signed on the reverse

acrylic medium, charcoal black on canvas
90.9×72.7cm (30호), 35.8×28.6inch
2011
signed on the reverse

KRW 20,000,000 - 35,000,000
USD 17,000 - 29,800

KRW 15,000,000 - 25,000,000
USD 12,800 - 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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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영

b.1941
Choi MyoungYoung 崔明永

평면조건 8021 Conditional Plane Surface 8021
oil on canvas
70×115cm, 27.6×45.3inch
1979
signed on the reverse

KRW 40,000,000 - 60,000,000
USD 34,000 - 51,100
PROVENANCE
acquired directly from the artist

최명영은 한국의 기하학적 추상을 확립하고, 조형적 질서로의 회귀를 지향했던 ‘오리진’ 그
룹의 창립자 중 한 명이다. 그는 ‘평면성’을 자신의 작업 주제로 구축해나갔다. 작가는 사물
의 기하학적 패턴을 형상화하는 작업에서 회화가 구체적 형태의 재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
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평면성’ 이라는 주제에 접근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번 경매 출품작 <평면조건 8021>은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오로지 여백만의, 혹
은 벽지 같은 느낌을 연상시킨다. 어떠한 이미지도 존재하지 않는 이 작품에서 회화의 모습
과 물질적 형태 모두 배제시키고자 했던 작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평면이라는 비워진 공
간에서 시작한 최명영은 담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었다.

“나에게 있어서 ‘평면조건’은 한마디로 회화로서의 숙명적인 평면을 그 궁극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회화화 할 것인가 하는데 있다……캔버스에 일상적 삶 그 자체,
온갖 기억과 상념마저 묻혀가면서 그 과정의 추이에 따라 새로운 존재의 지평을
열고자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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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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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6

최명영

b.1941
Choi MyoungYoung 崔明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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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7

이동엽

1946 - 2013
Lee DongYoub 李東燁

평면조건 Conditional Place Surface

사이-순환 Space-Circulation

acrylic on canvas
60.6×90.9cm (30호), 23.9×35.8inch
2000
signed on the reverse

oil on canvas
each 60.6×72.7cm (20호), 23.9×28.6inch, 2works
1988
signed on the lower right and reverse

KRW 25,000,000 - 40,000,000
USD 21,300 - 34,000

KRW 28,000,000 - 80,000,000
USD 23,800 - 6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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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8

윤형근

1928 - 2007
Yun HyongKeun 尹亨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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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9

윤형근

1928 - 2007
Yun HyongKeun 尹亨根

Burnt Umber & Ultramarine

무제 Untitled

oil on paper
94×121cm, 37×47.6inch
1986
signed on the lower right

oil on paper
53.5×38.5cm, 21.1×15.2inch
1973
signed on the lower right

KRW 35,000,000 - 50,000,000
USD 29,800 - 42,600

KRW 12,000,000 - 25,000,000
USD 10,200 - 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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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TSCHANGYEUL
참고도판 1

참고도판 2

참고도판 3

영롱하게 맺힌 물방울은 뜨거운 오후의 햇살과 함께 사라져버

"파리 가난한 아틀리에에서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새도

린다. 금새 증발해버리는 유한한 존재인 물방울은 김창열의 화

록 그린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아 유화 색채를 떼어내 재

폭에서만은 영원하다. 부재하면서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이
물방울을 작가 이우환은 ‘물체와 관념의 조화’로 규정한 바 있
다. 마대를 무시하고 물방울을 강조하면 그림이 되고, 반대로
그림보다 마대를 강조하면 오브제로 바뀌는 절묘한 관계에 주

활용하기 위해 캔버스 뒤에 물을 뿌려 놓았는데 물이 방
울져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존재의 충
일감에 온몸을 떨며 물방울을 만났습니다."

김창열

목한 것이다. 그의 물방울은 실제의 물방울보다도 더 현실적으
로 보이는데, 이는 회화가 가진 본질, 즉 환영(幻影)적 특성을

1972년 김창열은 전위 미술 전시회인 파리 살롱 드 메(Salon

상기시킨다.

de Mai)에 첫 물방울 작품을 선보이게 된다(참고도판 2). 검푸

우리에게 ‘물방울 작가’로 친숙한 김창열이지만 그의 초기 화풍

른 바탕 위에 영롱하게 맺혀있는 물방울은 파리 화단에 잔잔한

은 앵포르멜적 성향이 짙었다(참고도판 1). 전쟁의 상흔이 담긴

물결을 일으키기 충분했다.

다소 어두운 색감의 작업은 그가 뉴욕에 머물렀던 시기까지 지

시기별로 김창열은 동일하지만 점차 변모하는 작업의 양상을

속된다. 뉴욕의 새 삶은 김창열에게 시련의 시간이었다. 팝아트

보인다. 70년대의 물방울은 비교적 크지 않은 물방울이 주를

로 가득 찬 화려한 도시에서 음울한 추상화를 그리는 왜소한 아

이룬다. 출품작 <물방울>은 이러한 70년대의 특징을 잘 보여주

시아인은 마치 거대한 바위에 짓눌린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그

는데 앙증맞고 영롱하게 맺힌 물방울은 화면에 고르게 위치해

러나 척박한 뉴욕 생활 중에도 작가로서의 큰 수확이 있었다.

있다. 후반기로 갈수록 물방울의 응집력은 약해지며 표면장력

생계를 위해 이어가던 일거리에서 훗날 하게 될 작가의 물방울

은 느슨해져 바탕에 스며들기 직전의 퍼진 물방울로 묘사된다.

작업 방식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스프레이로 넥타이에 문양을

1980년대부터는 마대의 거친 표면에 물방울을 그리기 시작했

뿜어 그리는 일은 후에 작가가 물방울을 묘사할 때 쓰는 방법으

다(참고도판 3). 밑칠을 배제한 생지의 마포에 방울진 물방울은

로 굳혀지게 된다.

그림의 배경이 되는 마포의 즉물성을 강조시키며 대비를 이룬

김창열은 뉴욕에서 만난 백남준의 도움으로 아방가르드 페스티

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회귀 recurrence’라는 표제

벌에 참가한 후 바로 파리로 떠난다. 그의 작업실은 파리에서

를 내세우며 물방울의 배경에 천자문과 같은 서예를 추가하기

조금 떨어져있는 농가의 마구간이었다. 벽과 창문도 부실한 마

시작한다. 출품작 <회귀 SA95004>는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

구간에서 추위에 떨며 겨울 밤을 보냈지만, 그곳에서 그가 평생

며 음과 양, 무한과 유한의 합일과 같은 동양적 사상을 기저에

에 걸쳐 천착하게 될 물방울을 조우하게 된다.

깔고 있다.
참고문헌
『김창열 작품집』, 현대화랑, 1993
『Kim Tschang-Yeul』, 부산시립미술관, 2009

참고도판 1 <제사>, oil on canvas, 180ⅹ325cm, 1964
참고도판 2 <Night Occurence>, oil on canvas, 160ⅹ160cm, 1972
참고도판 3 <물방울>, oil on linen, 195ⅹ259cm,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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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김창열

b.1929
Kim TschangYeul 金昌烈

물방울 Waterdrops
oil on hemp cloth
90.9×72.7cm (30호), 35.8×28.6inch
1977
signed on the lower right and reverse
This work is accompanied by a certificate of authenticity issued by the Korean Art Appraisal Board.

KRW 140,000,000 - 220,000,000
USD 119,000 - 18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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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

김창열

b.1929
Kim TschangYeul 金昌烈

회귀 SA95004 Recurrence SA95004
oil on hemp cloth
97×162.2cm (100호), 38.2×63.9inch
1995
signed on the side

KRW 65,000,000 - 150,000,000
USD 55,300 - 128,000

“물방울을 그리는 행위는 모든 것을 물방울 속에 용해시키고
투명하게 ‘무(無)’로 되돌려 보내기 위한 행위이다. 분노도
불안도 공포도 모든 것을 ‘허(噓)’로 되돌려 보내기 위한 행
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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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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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

오치균

b.1956
Oh ChiGyun 吳治均

감 Persimmons
acrylic on canvas
each 97×145.5cm (80호), 38.2×57.3inch, 2works
2010
signed on the lower right and reverse

KRW 160,000,000 - 350,000,000
USD 136,000 - 298,000

“내 고향집 앞마당 가운데 커다란 감나무가 있었다. 옆 마당에도 바깥마당에도 텃
밭에도 감나무가 있었다. 봄이면, 유난히 까만 나무줄기에 파릇하게 새잎이 돋아
나고 어느새 감꽃을 피워 바람이 불면 마당에 하얗게 쏟아내고 했는데 그때부터
난 감의 떪은 맛을 그 감꽃으로부터 느끼곤 했던 기억이 난다.”

오치균

LITERATURE
b. 『OH CHI GYUN, PERSIMMON』, Gallery Hyundai, 2013,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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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

오치균

b.1956
Oh ChiGyun 吳治均

인디언 마을을 향하여 Toward the Indian Village
acrylic on canvas
122×82cm, 48×32inch
1996
signed on the lower right

KRW 70,000,000 - 120,000,000
USD 59,600 - 102,000
LITERATURE
『Oh Chi Gyun』, Gallery Hyundai, 2008, p. 102

“나는 가슴으로 그림을 그린다. 머리로 생각하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
한다는 뜻에서의 가슴으로 그린다는 뜻이다. 구름이 인생처럼 보이듯, 거기에는
흘러가고 사라지는 것 같은 의미의 철학이 이미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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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치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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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힘에 새로운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 같다. 나는 한 그루 나무, 한 포기 풀, 한 줌의 흙을 사랑스러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이들은 깊은 곳으로부터 내 화심(畵心)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대원

LEE
DAIWON
참고도판 1

참고도판 2

이대원은 자연과 전원풍경, 산과 들, 연못과 나무 등의 소재로

원색 조의 황, 적, 청, 녹색은 맑은 색선과 색점으로 두드러지게

한국적이면서도 독특한 매력을 지닌 현대 회화를 그려내었다.

표현되었고, 이것은 마치 비가 오듯이 화면에 퉁겨지고 쏟아내려

1957년 유럽을 방문한 그는 한국화의 전통을 바탕으로 한 독자

지는 형상으로 화면을 가득 채웠다(참고도판 2).

적인 회화의 가능성을 자각하였다. 동시대 동료 화가들 대부분이
모노크롬이나 미니멀리즘 경향을 띤 추상회화의 길을 찾아간 반

이번 경매 출품작은 이대원의 농원 연작 중 하나로, 그의 순수하

면에, 그는 산과 들, 자연풍경이 어우러진 농원 시리즈를 포기하

고 밀도 짙은 감정표현과 독특한 기법이 잘 드러난 수작이다. 농

지 않았다. 이후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묵화의 산이나 나무 표

원에서 자주 등장하는 과일 나무는 반복적이면서도 변화 있는 구

현에 사용되는 점대법과 닿아 있는 점묘를 찍어내는 기법을 사

도로 조화로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이대원은 우리나라 자연을

용했다. 그의 그림에서 자유롭고 생동감 넘치는 붓질로 이루어

바라보는 그의 애정 어린 시선을 작품에 담으려고 했다. 이는 흔

진 색선과 색점들은 인상파의 점묘법을 연상시키며, 에너지가 충

히 지나칠 수 있는 농원의 단상들을 세심하고 예리하게 관찰하여

만한 원색으로 표현된 화면은 야수파를 떠올리게 한다. 이대원의

우리 고유문화의 창조적 재발견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파

화법은 시대별로 몇 차례의 변화가 있었지만, 작품의 바닥을 관

노라마 사진같이 과수원의 춘하추동을 그려보고 싶어…… 재료

류하는 것은 한국 자연에 대한 애착이다. 이는 어린 시절 자연 속

는 서양것이어도 마음은 자꾸 동양화에 다가서는 걸 느끼지” 라

에서의 행복했던 경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 이대원이 말하였듯이 그의 작품은 남다른 심성의 자연관과 향
토적 애정의 깊이를 엿볼 수 있으며, 우리가 자칫 잊어버리기 쉬

70년대 들어 이대원은 동양화의 기법과 구성을 성숙하게 소화시
키며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분분한 색체의 흩날림을 수용하

웠던 우리 고유의 미감을 다시금 되살리게 한다.
참고문헌

는 점묘가 본격화되었고 원색의 점들은 겹겹이 감각적인 색채의

『이대원Ⅱ』, 시공사, 2008

풍경화로 화면을 엮어냈다(참고도판 1). 이대원의 순수하고 밀도

『이대원 화문집 혜화동 70년』, 아트 팩토리, 2005
「자유롭게 해방된 色彩의 世界」, 1979

짙은 감정 표현과 독특한 기법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더욱 생동
감 넘치는 색채로 지향되어 독창적인 화법으로 완성되었다. 특히

참고도판 1 <산>, oil on canvas, 65.1x90.9 cm, 1978
참고도판 2 <농원>, oil on canvas, 72.7x90.9 cm,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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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

이대원

1921 - 2005
Lee DaiWon 李大源

농원 Farm
oil on canvas
112.1×162.2cm (100호), 44.1×63.9inch
1998
signed on the lower right and reverse

KRW 180,000,000 - 300,000,000
USD 153,000 - 255,000
LITERATURE
『Daiwon Lee』, Yon Art Printing, 2000, p. 165
『Lee Daiwon Ⅱ』, Sigongsa, 2008, p. 183

Lot 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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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

이대원

1921 - 2005
Lee DaiWon 李大源

농원 Farms
oil on canvas
72.7×100cm (40호), 28.6×39.4inch
1986
signed on the lower right and reverse
This work is accompanied by a certificate of authenticity issued by the Korean Art Appraisal Board.

KRW 130,000,000 - 200,000,000
USD 111,000 - 170,000

Lot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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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

김종학

b.1937
Kim ChongHak 金宗學

김종학

b.1937
Kim ChongHak 金宗學

백화만발 Full Bloom

닭 나들이 Hens

acrylic on canvas
60.6×72.7cm (20호), 23.9×28.6inch
2003
signed on the upper right and reverse

oil on canvas
72.7×100cm (40호), 28.6×39.4inch
2003
signed on the upper right and reverse

This work is accompanied by a certificate of authenticity issued by the Korean Art Appraisal Board.

KRW 55,000,000 - 90,000,000
USD 46,800 - 76,600

KRW 35,000,000 - 50,000,000
USD 29,800 - 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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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TURE
『Kim Chong Hak』, Youlhwadang, 2004, p. 119
『Kim Chong Hak's Letter』, Maroniebooks, 2012, p.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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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

황염수

1917 - 2008
Huang YeomSoo 黃廉秀

장미 Roses
oil on canvas
45.5×37.9cm (8호), 17.9×14.9inch
signed on the lower left and reverse
This work is accompanied by a certificate of authenticity issued by the Korean Art Appraisal Board.

KRW 35,000,000 - 40,000,000
USD 29,800 - 34,000

“그림에는 힘이 있어야 해요. 힘의 긴장도가 떨어져서는 안되죠. 그림이 정지 상
태가 되면 조용해지고 이내 감흥이 떨어져요. 그림은 늘 치우치고 꿈틀거리는 상
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그림에서 꽃은 어느 하나도 같은 모양이 없어요. 물
론 실제 장미의 위치는 아니지요. 그림은 자기혁명적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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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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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

100
김흥수

1919 - 2014
Kim Sou 金興洙

무제 Untitled
mixed media on panel
36.5×54.5cm, 14.4×21.5inch
signed on the lower center

KRW 12,000,000 - 30,000,000
USD 10,200 - 2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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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1921 - 2005
Lee DaiWon 李大源

사과나무 Apple Tree
oil on canvas
53×72.7cm (20호), 20.9×28.6inch
2001
signed on the lower right and reverse

KRW 65,000,000 - 80,000,000
USD 55,300 - 68,100
LITERATURE
『Lee Dai Won Ⅱ』, Gallery Hyundai, 2008, p.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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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이왈종

b.1945
Lee WalChong 李曰锺

김종학

b.1937
Kim ChongHak 金宗學

제주생활의 중도 Golden Mean of Jeju Living

벚꽃 Cherry Blossom

color on Korean paper laid on canvas
72.7×60.6cm (20호), 28.6×23.9inch
signed on the lower right

acrylic on canvas
60.6×72.7cm (20호), 23.9×28.6inch
1985
signed on the lower right and reverse

KRW 25,000,000 - 45,000,000
USD 21,300 - 3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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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W 30,000,000 - 50,000,000
USD 25,500 - 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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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이대원

1921 - 2005
Lee DaiWon 李大源

매화 Plum Blossom
oil on canvas
45.5×37.9cm (8호), 17.9×14.9inch
1963
signed on the lower left and reverse

KRW 20,000,000 - 60,000,000
USD 17,000 - 51,100
LITERATURE
『Lee Dai Won I』, Sigongsa, 2008,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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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김종학

b.1937
Kim ChongHak 金宗學

풍경 Landscape
acrylic on canvas
72.7×90.9cm (30호), 28.6×35.8inch
2003
signed on the lower right and reverse

KRW 45,000,000 - 70,000,000
USD 38,300 - 5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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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최영림

1916 - 1985
Choi YoungRim 崔榮林

106

박고석

1917 - 2002
Park KoSuk 朴古石

여인들 Women

풍경 Landscape

mixed media on canvas
37.9×45.5cm (8호), 14.9×17.9inch
1976
signed on the lower right

oil on canvas
53×65.1cm (15호), 20.9×25.6inch
signed on the lower right

This work is accompanied by a certificate of authenticity issued by the Galleries' Association of Korea.

KRW 30,000,000 - 50,000,000
USD 25,500 - 42,600

KRW 8,000,000 - 15,000,000
USD 6,800 - 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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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변시지

1926 - 2013
Byun ShiJi 邊時誌

108

권옥연

1923 - 2011
Kwon OkYon 權玉淵

풍경 Landscape

소녀 Girl

oil on canvas
11.5×59cm, 4.5×23.2inch
signed on the lower left

oil on canvas
34.8×27.3cm (5호), 13.7×10.7inch
1998
signed on the upper right and reverse

KRW 14,000,000 - 25,000,000
USD 11,900 - 21,300

This work is accompanied by a certificate of authenticity issued by the Korean Art Appraisal Board.

KRW 17,000,000 - 23,000,000
USD 14,500 - 1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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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손상기

1949 - 1988
Son SangKi 孫詳基

110

강요배

b.1952
Kang YoBae 姜堯培

무제 Untitled

감나무 Persimmon Tree

oil on paper
49.5×71cm, 19.5×28inch
1983
signed on the lower right

acrylic on canvas
162.2×130.3cm (100호), 63.9×51.3inch
2015
signed on the lower right

KRW 16,000,000 - 25,000,000
USD 13,600 - 21,300

KRW 30,000,000 - 70,000,000
USD 25,500 - 59,600
PROVENANCE
Hakgojae Gallery,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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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권순철

b.1944
Kwun SunCheol 權純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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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손상기

1949 - 1988
Son SangKi 孫詳基

성북동에서 From Seongbuk-dong

풍경 Landscape

oil on canvas
49.5×161cm, 19.5×63.4inch
1979
signed on the lower right and reverse

oil on canvas
45.5×53cm (10호), 17.9×20.9inch
1985
signed on the lower left

KRW 15,000,000 - 25,000,000
USD 12,800 - 21,300

KRW 30,000,000 - 50,000,000
USD 25,500 - 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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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홍

b.1953
Ahn ChangHong 安昌鴻

114

전혁림

1916 - 2010
Chun HyukRim 全爀林

새 A Bird

한국의 풍물 Ⅱ The Institutions and Customs of Korea Ⅱ

acrylic and mixed media on canvas
80×109cm, 31.5×42.9inch
1991
signed on the lower right

oil on canvas
227.3×181.8cm (150호), 89.5×71.6inch
1994
signed on the lower left

KRW 20,000,000 - 40,000,000
USD 17,000 - 34,000

KRW 40,000,000 - 80,000,000
USD 34,000 - 68,100
LITERATURE
『Jeon Hyuck Lim Paintings』, The Dong-A Ilbo, 1994, p.193, no.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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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병엽

1938 - 2013
Ryoo ByungYup 柳鉼燁

115

6월의 내장사 Naejangsa in June

이수억

1918 - 1990
Lee SooAuck 李壽檍

설악 천불동 천당폭포 雪嶽 千佛洞 天堂瀑布 Cheondang Waterfall
oil on canvas
162.2×130.3cm (100호), 63.9×51.3inch
1967
signed on the lower right

KRW 7,000,000 - 15,000,000
USD 6,000 - 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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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 on canvas
162.2×130.3cm (100호), 63.9×51.3inch
1996
signed on the upper left

KRW 17,000,000 - 30,000,000
USD 14,500 - 25,500
EXHIBITED
Seoul, Gallery Hyundai, Ryoo Byung Yup-Large Painting Exhibition, April 2007
LITERATURE
『Ryoo Byung Yup-Large Painting Exhibition』, Gallery Hyundai, 2007, no.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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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억

1918 - 1990
Lee SooAuck 李壽檍

118

이수억

1918 - 1990
Lee SooAuck 李壽檍

조금사 鳥禽舍 Aviary

농부와 소 Farmer and Cow

oil on canvas
130.3×162.2cm (100호), 51.3×63.9inch

oil on canvas
162.2×130.3cm (100호), 63.9×51.3inch
1967
signed on the lower left

KRW 7,000,000 - 15,000,000
USD 6,000 - 12,800

KRW 7,000,000 - 15,000,000
USD 6,000 - 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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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1

참고도판 2

참고도판 3

참고도판 1 <서울 집/서울 집>, silk and metallic frame, 2012

SUH
DOHO

참고도판 2 <별똥별–1/5>, mixed media, 2008-2011
참고도판 3 <집 속의 집 속의 집 속의 집 속의 집>, silk and metallic frame, 2013
참고도판 4 <Floor>, 1997-2000
참고도판 5 <Metal Jacket>, field jacket and identification tag, 152.5x127x38cm, 1992
참고도판 4

참고도판 5

“물가에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흙탕물은 바닥이 안보이니까

새로운 문화에 익숙해지는 상황을 묘사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은 문

겁이 나서 발 담그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투명한 물은 바

화적 충돌을 겪었던 작가의 사적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개

닥이 보이니까 불안하지 않아 발을 담그게 되죠. 그런데 말
이죠, 물이 너무 맑으면 열 길인데도 모르고 발을 담글 수 있

인, 문화, 지역 등 '다름'에서 비롯되는 충돌을 늘 경험하고 또 그에
적응하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한다.
또한 2013년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중앙 전시공간 ‘서울박스’

어요. 전 열 길 깊이라도 맑아서 사람들이 겁 없이 발을 담

에 자리 잡은 서작가의 ‘집 속의 집 속의 집 속의 집 속의 집’(참고도판

그게 하고 싶어요. 쉽게 선뜻 접근하지만 발을 담글수록 투

3)은 양옥이 한옥을 품고 있는 형태의 반투명한 천 작품이다.

명한 레이어가 많아서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작품을
하고 싶어요.”

서도호

이번 출품작은 ‘FLOOR’ 시리즈 중 특별히 주문 제작된 작품이다.
‘FLOOR’ 시리즈는 이질적인 혹은 동일한 문화 속에서 ‘자아’라는 본

196

서도호가 짓는 집은 그것이 전시되는 공간과 반응하며 새로운 해석

질적 의문에 대한 탐구이다. 작품은 서로 다른 인종과 성별의 인물상

을 가져오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는 자신의 서울 성북동 한옥을 옥색

들이 팔을 뻗쳐 손바닥으로 유리판을 지탱하고 있고, 그 위로 관람객

은조사로 재현한 작품으로 세계 미술계의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 한

들이 걸어가거나 테이블로 사용하도록 고안되어 있다(참고도판 4).

옥 본채인 <서울 집/서울 집>(참고도판 1)을 비롯하여, 작가가 살았

이와 유사한 컨셉의 서도호의 다른 작업으로는 군번 인식표 10만개

던 뉴욕, 베를린의 집들이 천으로 지어졌다. 본래 개인적 공간이었을

를 비늘처럼 엮어 갑옷으로 만든 작품(참고도판 5)과 수만 명의 남녀

이 집들은 미술관에 위치함으로써 관람자의 경험에 의해 해석되는

노소 초상들을 반복해서 프린트한 벽지 작품이 있다. 이 작품에서 개

타인의 공간으로 변모하게 된다.

별 초상들은 패턴화 된 모습으로 개인과 집단, 정체성과 익명성에 대

<별똥별–1/5>(참고도판 2)에서는 미국 유학 시절 느낀 이방인으로

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고도의 테크놀로지 사회, 정보화 사회, 글

서의 감정을 한옥이 미국 집에 떨어져 부딪친 형태로 표현하였고,

로벌리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는

<집 속의 집–1/11>에서는 미국 집 안에 자리잡은 한옥을 통해 점차

현대 미술의 첨예한 관심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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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호

b.1962
Suh DoHo 徐道濩

Floor Module
PVC figures on phenolic board, glass plate and stainless steel table frame
140×140×32(h)cm, 55.1×55.1×12.6(h)inch

KRW 200,000,000 - 400,000,000
USD 170,000 - 340,000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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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택

b.1968
Hong Kyoungtack 洪京澤

연필 그림-네개의 하늘 Pens-Nine Celestial Bodies
oil on linen
143×143cm, 56.3×56.3inch
2014
signed on the reverse

KRW 35,000,000 - 80,000,000
USD 170,000 - 340,000

홍경택의 주요 작품소재는 대중적 아이콘과 패턴, 일상적 물건이다. 이러한 소재들은 나름
의 질서에 따라 화면에서 빼곡하게 구성되는데, 디자인적 요소와 회화적 요소가 공존하는
중층적인 작품으로 구현된다. 그는 자기 자신으로 대변되는 현대인의 집착적인 욕망을 펜,
연필, 책 등 특정한 오브제의 수집을 통해 보여주며, 현대사회에서 영적인 것과 대중적인
것, 고급과 저급이라는 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고상한 형식과 비속한 형식 또는 순
수한 형식과 대중적 형식을 섞어버림으로써 세속에서 고상과 비속 구별의 허위성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출품작 <연필 그림-네개의 하늘>은 반복되고 점증하는 화려한 이미지와 색상이 융합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미지는 동일한 기계적 반복처럼 보이지만 그려진 대상은 모두 각각의 고
유한 형태와 색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개별자들이 모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홍경택은 국내외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하였으며 2013년 이인성미술상을 역대 최
연소 작가로 받았다. 2013년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한국 작가로서 최고 낙찰가를 기록한
바 있고, 국립현대미술관, 일민미술관, 대림미술관 등 국내 주요 미술관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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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익중

b.1960
Kang IkJoong 姜益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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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유

b.1965
Kim DongYoo 金東囿

L17M-2007

마릴린 먼로 vs. 클라크 게이블 Marilyn Monroe vs. Clark Gable

mixed media on wood
120×120cm, 47.2×47.2inch
2007
signed on the lower right

oil on canvas
162.2×130.3cm (100호), 63.9×51.3inch
2008
signed on the right side

KRW 27,000,000 - 45,000,000
USD 23,000 - 38,300

KRW 45,000,000 - 100,000,000
USD 38,300 - 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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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Modern & Contemporary Art
해외 미술

LOT

204

123 ~ 146

205

b
a

123

앤디 워홀

1928 - 1987 American
Andy Warhol 安迪·沃霍爾

124

요시토모 나라

b.1959 Japanese

Yoshitomo Nara 奈良美智

Campbell's Soup II

Doggy Radio × Rimowa

silkscreen
88.9×58.4cm (edition 171/250), 35×23inch
1969
signed on the reverse

polymer and fiberglass stereo with FM radio, bluetooth, USB port, headphone jack and
Yamaha speaker system; Rimowa suitcase
a. Doggy: 23×33×35(h)cm
b. Suitcase: 26.5×52×35(h)cm
2011

Printer: Salvatore Silkscreen Co., Inc., New York
published by Factory Additions, New York

KRW 18,000,000 - 35,000,000
USD 15,300 - 29,800

This work is accompanied by its original carton box, a certificate plaque for Doggy Radio,
a certificate for Rimowa, manuals and other accessories.

KRW 10,000,000 - 15,000,000
USD 8,500 - 12,800

LITERATURE
『Andy Warhol Prints: Catalogue Raisonné』, Feldman Schellmann Fourth Edition, 2003, p. 75

206

207

125

로이 리히텐슈타인

1923 - 1997 American

Roy Lichtenstein 罗伊·利希滕斯坦

Huh? I Say No… Make sure.
lithograph
100×70cm (edition 27/100), 39×27inch
Sheet size: 105 x 75cm
1976
signed on the lower right
published by Castelli Graphics

KRW 12,000,000 - 20,000,000
USD 10,200 - 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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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워홀

1928 - 1987 American
Andy Warhol 安迪·沃霍爾

Flowers
offset lithograph
58.5×58.5cm (edition of 300), 23×23inch
1964
signed on the lower right

KRW 28,000,000 - 40,000,000
USD 23,800 - 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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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요이 쿠사마

128
b.1929 Japanese

야요이 쿠사마

b.1929 Japanese

Yayoi Kusama 草間彌生

Yayoi Kusama 草間彌生

Papillon (I)

Sea

screenprint, lame
37.5×45.5cm (edition 17/60), 14.8×17.9inch
2000
signed on the lower right

spray enamel on cardboard
24×27cm, 9.4×10.6inch
1979
signed on the upper right and reverse

KRW 5,000,000 - 10,000,000
USD 4,300 - 8,500

This work is accompanied by a registration card from the Kusama Studio.

PROVENANCE
『Yayoi Kusama Prints 1979-2013』, Abe Publishing Ltd., 2013, p. 171

KRW 10,000,000 - 20,000,000
USD 8,500 - 17,000
EXHIBITED
Seoul, Jean Art Center, Lee Ufan · Yayoi Kusama, Apri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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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토모 나라

b.1959 Japanese

Yoshitomo Nara 奈良美智

Sleepless Night Sitting
flocked plaster, resin and wood
15×16.5×30(h)cm (edition 89/300), 5.9×6.5×11.8(h)inch
2007
This work is accompanied by a wood certificate signed by the artist.

KRW 48,000,000 - 60,000,000
USD 40,900 -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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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1

참고도판 2

참고도판 3

데미안 허스트는 1980년 후반에 급부상하여 영국 현대미술

이 원의 지름과 일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스팟 페인팅의 제목은

을 이끌어 나간 YBAs(Young British Artists)의 대표 작가이

모두 약품명이다. 이는 제약회사의 카탈로그에서 작가가 무작

자 동시대 미술계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작가 중 한 명이

위로 선택한 약품명으로 “예술 역시 약품처럼 치유의 힘을 담고

다. 특히 그는 1988년 자신이 대학교 2학년 때 런던 독크랜드

있다”는 허스트의 생각을 대변한다. 다채로운 명도와 채도의 차

(Docklands)에서 기획한 전시 프리즈(Freeze)를 통해 찰스 사

이가 만들어내는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스팟 시리즈는 삶과

치와 같은 세계적인 컬렉터의 관심을 받으며 일명 스타작가로

죽음에 대해 보다 은유적으로 접근하며 그 어떤 시리즈보다 복

발돋움하였다. 허스트의 작품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합적이며 역설적인 의미를 생성한다.

크 회화에서 다루는 ‘바니타스 (Vanitas)’, 즉 인생무상이다. 삶
과 죽음이라는 경계를 넘나들며 극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허스트는 1989년 골드스미스 대학 졸업 후 브릭스톤 스튜디오

위해 작가는 동물의 사체(死體)를 포름알데히드 용액에 담가 전

에서 캔버스에 밑 작업을 하던 중 날파리가 캔버스에 붙는 경험

시를 하거나 수천 마리의 죽은 나비로 페인팅을 완성하는 등 다

을 하게 된다. 이 후 작가는 단색의 하우스 글로스 페인트가 칠

소 충격적인 작업 방식으로 선보여 ‘잔혹한 현대 예술가’라는 별

해진 캔버스 위에 죽은 나비를 고정시키는 버터플라이 페인팅

명을 얻기도 하였다.

을 시작하게 된다. 그를 이른 바 슈퍼스타로 만들게 해준 <The
Physical Impossibility of Death in the Mind of Someone

“나는 스팟 페인팅(Spot Painting)이 수학적으로 보았을

Living>(참고도판 3)가 자연의 포식자인 상어를 방부제에 담

때 그 어떤 종류의 예술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인 색

궈 부식하지 않도록 불멸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처럼, 나비

상들이 상호작용하며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는 조화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Damien Hirst

를 통해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를 아름답게 승화시키려 했다. 본
출품작인 <Summer of Love>는 데미안 허스트가 1995년 Prix
Eliette von Karajan을 수상의 영광을 안겨준 오리지널 버터
플라이 페인팅 12 작품과 마찬가지로 84×84inch (213.4×

이번 경매에 출품 된 스팟 페인팅(Spot Painting)과 버터플
라이 컬러 페인팅(Butterfly)은 대중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
고 있는 그의 대표 시리즈이다. 우선 1986년부터 시작된 데미
안 허스트의 스팟 페인팅 연작은 작가의 취미인 스누커볼(홍콩

213.4cm) 포맷으로 구성되어있다. 버터플라이 페인팅은 후에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로 발전하는데, 후속
작품에 비해 이번 출품작인 초기작품은 보다 공간감이 느껴지
며 유기적인 화면 구성이 더 돋보인다.

식 당구에서 사용하는 공)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된 작품이다(참

damien
HIRST

고도판 1). 1988년 자신이 기획한 전시에서 선보였던 스팟 페인
팅은 하우스 글로스 페인트를 사용하여 벽면에 그려졌는데(참
고도판 2), 같은 색이 반복되지 않고 모든 원과 원 사이의 간격

참고문헌
『Damien Hirst: The Complete Spot Paintings, 1986-2011』, Gagosian
Gallery, 2012
『Damien Hirst, I want to spend the rest of my life everywhere, with
everyone, one to one, always, forever, now』, other criteria, 1997

참고도판 1 『I want to Spend the Rest of My Life Everywhere, with Everyone, One to One, Always Forever Now』에 삽입 된 스누커공 이미지
참고도판 2 1968년 Freeze전시 후 전경
참고도판 3 < The Physical Impossibility of Death in the Mind of Someone Living> glass, painted steel, silicone, monofilament, shark and formaldehyde
solution, 217×542×180cm,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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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안 허스트

b.1965 British
Damien Hirst 达明安·赫斯特

Butyric Anhydride
household gloss on canvas
22.9×22.9cm, 9×9inch
1996
signed on the reverse

KRW 60,000,000 - 100,000,000
USD 51,100 - 85,000
LITERATURE
『The Complete Spot Paintings 1986-2011 Damien Hirst』, Other Criteria / Gagosian Gallery, 2013,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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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안 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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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안 허스트

b.1965 British
Damien Hirst 达明安·赫斯特

b.1965 British
Damien Hirst 达明安·赫斯特

Summer of Love

Summer of Love

butterflies and household gloss on canvas
213.4×213.4cm, 84×84inch
2005
signed on the reverse

butterflies and household gloss on canvas
213.4×213.4cm, 84×84inch
2005
signed on the reverse

KRW 280,000,000 - 600,000,000
USD 238,000 - 511,000

KRW 280,000,000 - 600,000,000
USD 238,000 - 511,000

PROVENANCE
White Cube, London

PROVENANCE
White Cube,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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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YOI
KUSAMA

참고도판 1

참고도판 2

참고도판 3

참고도판 4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예술가가 되고자 한 것이 아니

요한 달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문

었다. 곤혹스러운 병, 불안신경증, 강박증과 편집증이

양은 어느 순간 사방으로 퍼져 나가며 온 우주를 뒤덮음으

원인이다. 똑같은 영상이 자꾸 밀려오는 공포, 어둠 속

로써 시간과 공간의 무한함 속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에서 언제나 반복하면서 하나의 벽면을 타고 뻗으며 증
식하는 하얀 좁쌀 같은 것이 보이면 넋이 둥둥 내 몸에
서 빠져나간다.… 귀신에게 빼앗길 듯 싶은 넋은 스케치
북 위에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잠깐 낮잠을 잔다. 아, 이
것으로 오늘까지 나는 살아있다."

야요이 쿠사마

이처럼 야요이 쿠사마의 예술은 작가의 편집적 강박증과 그에
따른 환각 증세에 대하여 그 자신이 개발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동일한 요소나 문양을 끊임없이 반복시키거나 집적시
키고 나아가 증식, 확산시킴으로써 자신의 편집증을 고스란히
자신의 작업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참고도판 2,3). 이러
한 맥락에서 볼 때 그녀의 예술은 정신질환적인 편집과 환각증

야요이 쿠사마는 일본의 조각가 겸 설치미술가이다. 1929년 일

에서 그녀를 해방시킨 유일한 수단이자 카타르시스였다고 볼 수

본 나가노 현의 부유한 가정에서 4남매 중 장녀로 태어난 그녀

있다. 쿠사마의 작품 세계는 이렇듯 끊임없는 반복과 확산을 통

는 소녀시절을 전쟁 상황 속에서 보내며, 열 살 무렵부터 심한

해 거듭 증식된다. 그녀에게 이러한 증식은 자신의 강박증을 표

발작과 착란 증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현하는 수단인 동시에 일종의 소멸을 의미하는데, 그녀는 이러

그녀의 어머니는 '교육이 부족한 탓'이라며 체벌을 가했고, 쿠사

한 무한한 증식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자신의 존재는 사라

마는 어린 시절의 고통을 치유하지 못한 채 성장하게 된다. 그

지는 ‘자기망각 self-obliteration’의 상태에 도달하고자 한다.

녀는 집안의 빨간 꽃무늬 식탁보를 본 뒤 눈에 남은 잔상이 온
집안에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둥근 물 방울무늬로 변형된

야요이 쿠사마는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일본 대표작가로

환영은 계속해서 자신의 신체에까지 따라붙으며 땡땡이(dot) 무

참여하였으며, 뉴욕현대미술관(1998-1999), 디종 르 콘소시움

늬가 되어 이후 그녀가 평생에 걸친 작업의 중요한 소재가 되었

(2001-2001), 모리 미술관(2004), 일본국립현대미술관(2004-

다(참고도판 1).

2005) 등지에서 대형전시를 가졌다. 2012년 스페인 마드리드
의 레이나 소피아(Reina Sofia)미술관, 프랑스 파리의 퐁피두

“폴카닷(polkadot)문양은 태양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Pompidou)센터에 이어 런던의 테이트(Tate)미술관에서 대규

는 곧 우리의 삶과 온 우주의 에너지를 상징한다. 또한 이

모 회고전을 열었으며, 루이비통과의 파격적인 콜라보레이션으

것은 둥글고 부드러우며 미지의 세계를 나타내는듯한 고

로 또 한번 주목을 받았다.

참고도판 1 <Kusama painting in her studio>, Tokyo, 1997
참고도판 2 <Kusama working on No. A, B White Z>, New York, 1959
참고도판 3 exhibition view
참고도판 4 exhibition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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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요이 쿠사마

b.1929 Japanese

Yayoi Kusama 草間彌生

Fruits
acrylic on canvas
14×18cm, 5.5×7.1inch
1995
signed on the reverse
The work is accompanied by a registration card issued by Yayoi Kusama Studio.

KRW 80,000,000 - 150,000,000
USD 68,100 - 128,000

"주위에 있는 모든 것에 나의 의지를 불어넣고 싶다. 그리하여 나의 예술을 하나
의 종교로 승화시키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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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요이 쿠사마

b.1929 Japanese

Yayoi Kusama 草間彌生

Pumpkin (TTA)
acrylic on canvas
27.3×22cm (3호), 10.7×8.7inch
2002
signed on the reverse
This work is registered under the registration card issued by Kusama Studio.

KRW 230,000,000 - 400,000,000
USD 196,000 - 340,000

다양한 크기의 검은 점들이 촘촘히 박혀있는 <Pumpkin> 시리즈는 야오이 쿠사마의 대표
적 작업이다. 호박은 2차 세계대전 피폐해진 일본에서 당시 몸이 편찮았던 작가의 건강을
회복시켜준 소중한 존재였다. 작업과 소재라는 단순한 관계가 아닌 호박과 쿠사마와의 관계
는 평생의 반려자와 같이 애정이 깊은 하나의 인격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호박의 울퉁불퉁
한 표면에 빼곡히 들어찬 둥근 방울들은 회화뿐만 아니라 사진, 조각, 설치 미술, 아트상품
등으로 다양하게 반복 생산되어 사람들에게 다가선다. 못생긴 이미지의 호박에 대해서 작가
는 자서전에서 "나는 호박의 넉넉한 순수함에 매료됐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작품에서 호박
은 더는 '못생긴 것'의 대명사가 아니라 행복하고 즐거운 상상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
출품작 <Pumpkin(TTA)>은 호박 주름을 따라 그려진 땡땡이와 더불어 바탕에 확산되는 삼
각 무늬가 호박을 더욱 도드라지게 보이는 인상을 준다. 쿠사마 특유의 끊임 없는 반복과 확
산으로 화면이 가득 차 있음과 동시에 호박의 넉넉하고 짓궂은 성질이 흥미롭게 표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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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시 에민

b. 1963 British

Tracey Emin 翠西·艾敏

More Love
neon
46×120cm (edition 1/3), 18.1×47.2inch
2010
The work is accompanied by a certificate of authenticity issued by Lehmann Maupin Gallery

KRW 50,000,000 - 70,000,000
USD 42,600 - 59,600
EXHIBITED
North Carolina, Ackland Art Museum, More Love: Art, Politics and Sharing Since the 1990s, 1 February - 31 March 2013
PROVENANCE
Lehmann Maupin Gallery, New York

"미술가가 된다는 것은 멋진 것들을 만든다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메시지를 전
달하는 것이다."

트레이시 에민

트레이시 에민은 영국의 1세대 현대미술가 그룹인 '젊은 영국 미술가들(YBAs)’ 중 일원으
로 회화, 드로잉, 자수, 네온, 설치 및 조형,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감정적인 상황과
직설적인 메시지를 작품에 담아낸다. 활동 초기 그녀의 작품은 독백이나 자기 고백적 성격
이 짙었으나 점차 함축적이고 입체적인 양식으로 발전해 나갔다. 그녀의 네온 작품 시리즈
는 영국 바닷가 마게이트(Margate)의 밤을 환하게 장식하는 네온사인을 보며 자랐던 어린
시절 기억을 바탕으로 시작하였다. 무엇보다 속으로만 생각했을 법한 특유의 솔직한 메시지
를 어둠 안에 밝게 빛나는 네온을 통해 꾸밈없이 표출되기 때문에 그녀의 메시지는 더욱 강
렬하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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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1

참고도판 2

참고도판 3

“Much of human life is hidden.

안토니 곰리의 인간상은 대단히 상황적인 것이 특징이다. 이것

Sculpture, in stillness, can transmit what may not

은 그의 인간상이 조각으로서의 작품이자 동시에 살아있는 인
간을 방불케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의 조각상이 마치 살아있

be seen.
My work is to make bodies into vessels
that both contain and occupy space.”
Antony Gormley, Oct. 1985

는 인체로 착각을 일으키는 것은, 그것이 미술관이나 화랑과 같
은 전시장에 진열된 것이 아니라 거리나 바닷가 또는 건물의 모
퉁이 같이 살아있는 공간, 열려 있는 공간에 놓여 있기 때문이
다. 어떤 설정된 공간 속에서 본다는 것(감상한다는 것)을 지각
하지 못하는 것은 작품이라는 일정한 틀이나 관념을 벗어나고

ANTONY
GORMLEY

안토니 곰리는 금속 주형의 베이스로서 자신의 몸을 직접 캐스

있다는 것이다. 작품 <Poles Apart>(참고도판 3) 은 바로 그러

팅(live casting)해 조각의 새 영역을 넓혀온 작가로서, 맨체스

한 살아있는 인체 조각이다. 2개의 날개 달린 인체 상은 '人+間

터(Manchester) 지역의 <The Angel of the North>(참고도판

'이라는 주제가 암시하는 바인 인간과 그 상황, 그 틈에 대한 여

1)로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1950년 런던에서 태어난 곰리

러 문제를 함축적으로 내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는 고고학과 인류학을 공부하였고 불교와 명상에도 관심이 많

정신이나 영혼, 그리고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이 사라지고 점차

았다. 작품의 주체, 재료, 그리고 물질 자체로서 자신의 신체를

세속화, 물질화 되는 오늘날을 걱정하던 곰리는 남의 이목을 끄

직접 이용함으로써 기억과 변형의 장소로 활용하고 그의 작업

는 자극적인 작품이 난무하는 미술계에서 심오한 철학과 장인

을 통해 신체에 관한 근원적인 사고와 탐구를 시도했다. 1990

정신, 그리고 탁월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

년대부터는 더욱 영역을 넓혀 인간 신체 상황에 대한 연구를

잡았다. 라이브 캐스팅의 인체 조각이 품은 내적인 이미지와 그

시작하였는데, 그의 장기 프로젝트 작품 중 하나인 <Critical

만의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불교의 가르침을 받은 그의 표현대

Mass II>(참고도판 2)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과 주변 인물들과

로 ‘아나파나(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명상을 통해 삼라만상과

의 관계 성립에 관한 작업을 시도했다. 주로 바닷가, 도심 거리

합일을 이루는 수행법)’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등 대중에게 열려 있는 공공장소에서 전시하는 그의 작업은 작
업과 공간과의 상호관계를 중요시한다.

참고문헌
『Antony Gormley』, Tate, 2010

참고도판 1 <The Angel of the North>, steel, 22×54×2.2m, 1998
참고도판 2 <Critical Mass II>, cast iron, 60 life-size elements: variable sizes, 1995
참고도판 3 <Poles Apart>, cast iron, 2 figures: each 194×469×33cm,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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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 곰리

b.1950 British

Antony Gormley

Meme CLX
cast iron
43×30×4.5(h)cm, 16.9×11.8×1.8(h)inch
2011
signed on the underside

KRW 100,000,000 - 150,000,000
USD 85,000 - 128,000

"나는 신체를 27개의 블록으로 구성하면서 단순화하고자 했다. 또한 인간의 여러
심리를 전체적인 몸짓들로 표현할 수 있을지 알고 싶었다. 인간의 감정을 뼈와
근육과 피부를 표현하는 블록을 이용해 통역한다는 작업 자체가 매우 흥미로웠
다. 블록들이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결합하느냐는 인간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서 있는 세 가지 조각은 언뜻 같아 보이지
만 블록의 결합이 미미하게 다르다. 그럼으로써 이들은 각각 감사·간절함·자
기방어라는 미묘한 감정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몸짓을 우리는 의도하
지 않는다. 저절로 그렇게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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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저드

1928 - 1994 American
Donald Judd 唐納德·賈德

Untitled
anodized extruded aluminum
105×15×15(d)cm (edition 12/12), 41.3×5.9×5.9(d)inch
1991
stamped on the bottom
published by Edition Schellmann, Munich and New York

KRW 60,000,000 - 100,000,000
USD 51,100 - 85,000

도널드 저드는 미국 미니멀리즘의 선구자로서 1960년대 초부터 1994년 타계할 때까지 2차
원적인 회화의 한계를 인식하고 입체성과 사물성을 강조하는 작품을 선보이며 자신만의 작
품세계를 구축하였다. 저드는 1965년에 발표한 에세이에서 급속하게 확장하는 시각예술
분야 및 명확하고 강력한 표현을 생성하는 오브제의 중요성을 담은 ‘특정한 사물(specific
object)’이라는 용어를 만들고, 오브제 제작에 있어서 모든 측면이 엄격하게 탐구되고 명확
하게 표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형식적 포용성에 대한 강조, 비전통적 자재에 대한 포용,
그리고 작품의 설치 방식에 대해 그가 말한 중요성은 본 출품작인 <무제>에서도 보인다.
저드는 구조적 특성과 입체적인 공간성을 위해 합판, 철강, 플렉시 글라스 등 산업 자재를
사용했다. 그는 ‘조각’에 집중했는데, 조각작품과 그 작품이 설치되는 공간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특히 신경을 썼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Untitled (Stack)’ 같은 경우 12개의 철
제 직육면체가 똑같은 간격을 두고 벽에 붙어 있어 직육면체들 사이의 간격조차 작품의 요
소가 된다 (참고도판 1). 본 출품작 또한 단순하고 강한 느낌을 주는 오브제와 공간이 어우
러져 관람자가 다양한 시점으로 감상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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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1 <Untitled (Stack)>
lacquer on galvanized iron, twelve units,
each 22.8×101.6×78.7cm,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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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US RAFAEL
SOTO

참고도판 1

참고도판 2

참고도판 3

“내 탐구는 오브제 그 자체들과는 연관이 전혀 없다. 내

움직이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색의 전진과 후퇴, 부조적 공간

그림은 움직임, 진동, 빛, 공간, 시간, 그리고 딱히 정해

에서 비롯된 착시를 통해 인식을 교란시켜 평면이 너울거리게

진 모습이 없는 것들을 표현한다. 그리고 내가 이를 행
할 수 있는 오직 한가지 방법은 그들 사이에 있는 관계
를 묘사하는 것이다.”

만든 것이다.
이처럼 보는 사람의 방향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효과를 착안했
던 소토는 자신의 공간에서 관람자들이 좀 더 많은 시간을 보
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품을 착안해 내었다고 한다. 그는 2차

‘키네틱 아트’는 작품에 움직임, 빛 그리고 소리 등을 부가하고

원 사각 도형들 위에 작은 사각 도형들을 설치하여 3차원적인

물, 안개 등의 자연요소까지 포함시키는 예술장르이다. 키네틱

공간요소를 부가했고, 예상치 못한 운동감으로 작품을 보는 동

아트의 대표작가로 알려져 있는 소토는 1950년, 28세의 나이

안 관람객 스스로가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고, 그 색들이 자연

로 파리로 이주하면서 추상 예술운동에 주목하게 되었고, 말레

스럽게 섞이는 아름다운 조화를 경험하도록 의도하였다(참고도

비치, 몬드리안, 아르프, 칼더, 뒤샹 등 다양한 추상예술 작가

판 3). 새로운 예술세계를 열어가고자 했던 소토의 노력은, 자

들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몬드리안에 감명 받은 소토는 1951

율적인 공간을 창조함으로써 평면을 벗어난 다양한 차원의 예

년부터 기존의 캔버스 회화 대신 동일한 기하학적 단위를 반복

술을 만들었으며 키네틱 아트의 거장으로 인정 받았다. 건축

하여 시각적 착시를 바탕에 둔 비 재현적인 추상 작업을 선보

적, 시각적, 음향적, 정신적인 다차원성 속에서 조각의 확장을

였다(참고도판 1, 2).

실현시킨 그는 2005년 프랑스 파리에서 사망하였다.

본 출품작은 소토의 “진동연작” 작품 중 하나로, 아래 부분은
올리브색으로 안정감을 주었고, 윗부분에 가느다란 선을 빼곡

헤수스 라파엘 소토의 주요 전시로는 1971년 시카고 현대미술

히 반복시켜 줄무늬로 그린 뒤 화면 앞에 검은색의 사각형을

관, 1974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1979년 파리국립현대 미술

배치하여 일으키는 시각적 무아레(Moire) 현상을 의도해 작품

관, 퐁피두센터 등이 있다. 이외에도 Premio Wolf 상(1963),

에서 음악적인 리듬감과 율동감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무아

베니스 비엔날레 David Wolf 상(1964), UNESCO Picasso

레 현상은 일정한 간격을 갖는 무늬가 반복해 겹쳐지면 보는

Medal(1990) 등을 수상하였다.

관점에 따라 상하좌우로 움직이거나 각도를 바꾸면 물결무늬로

참고도판 1 <Salon de Mai>, Acrylic on wood painted and nylon string, 214x200cm, 1975
참고도판 2 <Sotomagie>, Multiple, Plastic, Plexiglas and metal, partly with silkscreen, 34x34x18(d)cm, 1967
참고도판 3 <Color Y Blanco Superior>, Mixed media, 203.2x152.4x15.2(d)cm, 1994
Lot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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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헤수스 라파엘 소토

1923 - 2005 Venezuelan
Jesus Rafael Soto 赫蘇斯·拉斐爾·索托

Negro y Oliva
painted metal elements, wood
63×63×18(d)cm, 24.8×24.8×7.1(d)inch
1989
signed on the reverse

KRW 80,000,000 - 160,000,000
USD 68,100 - 136,000
PROVENANCE
Galería Theo, Madrid

“예술은 (이차원적인) 캔버스에 안에서 (삼차원적인) 운동감과 공간감을 보여준다
는 점이 환영과 비슷하다. 내가 만들어내는 이 같은 환영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운동감과 공간감이 항상 함께하는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반영한다.”
헤수스 라파엘 소토

236

237

참고도판 1

로버트 인디애나는 1928년 인디애나주

1965년 그는 뉴욕현대미술관의 의뢰로 크

뉴캐슬에서 태어났다. 그의 본명은 로버

리스마스 카드를 제작하게 된다. LOVE

트 클락이었지만 자신의 고향 ‘인디애나’

의 알파벳에서 “LO”는 윗칸에 “VE”는 그

를 이름으로 사용했다. 고아인 작가는 클

바로 아래에 놓여졌으며 “O”는 살짝 기울

락부부에게 입양되었다. 작가의 어머니는

어져 있다. 이후에 이 디자인은 대규모 조

친척의 살인 재판으로 인해 자주 집을 비

형작업으로 등장하며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다(참고도판 3).

웠으며 아버지는 혼외 정사에 빠지게 되
었는데, 이러한 어린시절에서 인디애나의

참고사진 1

그의 대표적인 작품은 특유의 직설성과
단순한 형태로 인해 종종 상투적이며 상

대표적인 작품 <LOVE>의 시발점을 찾을

ROBERT
INDIANA

참고도판 3

참고도판 2

수 있다. 한 인터뷰에서 작가는 “LOVE는 어머니의 사랑이다”

업적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다. 그럼에도 로버트 인디애나는 작

라고 말할 만큼 그의 삶에 있어서 어머니의 사랑은 각별한 요소

품의 표면과 내면의 의미적 깊이 차이가 큰 작가이기도 하다.

였다.

이는 인디애나의 작품이 가지는 ‘문학성’과도 연결된다. 그의 작

그의 초기 작업은 자전적 성향이 짙은데 이를 가장 대표적으로

품을 보는 순간 한눈에 들어오는 LOVE라는 기표는 관람객의

보여주는 예가 EAT, DIE(참고사진 1)이다. 인디애나의 아버지

관점과 함께 가장 개인적이며 복잡한 “사랑” 이라는 서사를 만

는 아침을 먹다가 임종을 맞이 했으며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

들어낸다. 이러한 문학성을 인디애나는 “말의 시각화”라고도 했

나기 직전 남긴 말은 “뭘 좀 먹었니(Did you have something

다. 인디애나는 다른 미국의 팝아트 작가들과는 다르게 국가적,

to eat)”이다. 단순해 보이는 두 단어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문화적 정체성이나 LOVE나 HOPE와 같은 인류애적 메시지를

의 형상이 담겨있는 것이다.

작품에 녹여내었다.

17살때까지 21번의 이사를 했었던 그의 어린시절은 다소 불안

이번 출품작인 AMOR는 LOVE의 스폐인어, 라틴어 버전이다.

정했다. 이사하면서 보았던 수많은 표지판, 그 위의 숫자, 신호

출품작과 같은 AMOR조각은 2015년 프란시스 교황의 미국 방문

등, 그리고 이동하는 차의 바퀴는 작업의 모티프가 된다. 1960

에 화답하며 필라델피아 박물관의 동쪽 테라스로 옮겨지기도 했

년부터 그의 작업에서 본격적으로 숫자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다. 스페인어인 AMOR는 미국에서 점점 늘어나는 히스패닉 인구

(참고도판 1). 여기서 숫자는 삶과 죽음 등 인생사를 상징하는

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다. AMOR는 자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인

기호로 사용된다. 이어서 그는 숫자와 함께 표지판, 자동차 바

종을 넘어 전 세계를 향한 화합과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퀴 등을 조합해 이 위에 페인팅을 가미한 조각을 제작한다(참고
도판 2).

참고문헌
『Robert Indiana』, 두아트, 2006
『Robert Indiana』, 갤러리현대, 2005

참고도판 1 <EAT>, painted bronze, 42×38×151.1(h)cm, 1991
참고도판 2 < Numbers 0-9 >, serigraphs, each 65×50cm, 1968
참고도판 3 <LOVE Red faces Blue sides>, polychrome aluminium, 243.8×121.9×243.8(h)cm, 1999
참고사진 1 Robert Indiana at his Coenties Slip studio with “EAT/DIE”,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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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인디애나

b.1928 American
Robert Indiana 羅伯特·印第安納

AMOR
polychromed aluminum
45×45×23(d)cm (edition 3/8), 17.7×17.7×9.1(d)inch
1998
signed on the lower right

KRW 220,000,000 - 350,000,000
USD 187,000 - 298,000

“Some people like to paint trees. I like to paint Love. I find it more
meaningful than painting 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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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Ind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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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 아메르

b. 1963 American
Ghada Amer 格哈達·阿曼

Dormeuse Jaune et Rouge
acrylic and embroidery on canvas
121.9×132.1cm, 48×52inch
2003
signed on the reverse

KRW 35,000,000 - 60,000,000
USD 29,800 - 51,100
PROVENANCE
Gagosian Gallery, New York
LITERATURE
『Ghada Amer』, Gregory R.Miller & Co, 2010, p. 113

“내가 그림을 그리겠다고 했을 때 제일 처음으로 들은 말은 ‘그림은 죽었다’ 이다.
그러나 그 말을 나는 한번도 믿지 않았다. 그림을 배우고 싶었지만, 선생님은 마
치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남성에게만 허용된다는 듯이 남학생들만 가르쳤다.”
가다 아메르

1963년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태어난 가다 아메르는 현재 뉴욕에 살면서 왕성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아메르는 물감과 붓 대신 실과 바늘을 이용한 자수로 캔버스를 메우는 작업을 보
인다. 언뜻 보면 실의 유연한 아름다움과 빛깔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그린 추상적 이미지처
럼 보이기도 하는 그녀의 작품은 페미니즘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전통적인 방식
을 거부하고 지극히 여성적인 자수 작업으로 여성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출품작 <Dormeuse
Jaune et Rouge>은 또다른 예술 언어로 이 시대의 여성을 대변하고 있는 작품 중 하나이
다. 흐드러진 실들 사이로 보이는 두 여인과 그 주변으로 겹쳐지는 이미지는 강렬한 배경색
과 어우러져 매우 인상 깊은 이미지를 연출한다.
참고문헌
『Ghada Amer』, Gregory R. Miller & Co.,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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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 르윗

1928 - 2007 American
Sol LeWitt 索爾·勒維特

살바도르 달리

1904 - 1989 Spanish
Salvador Dali 薩爾瓦多·達利

Pyramids (2 works)

Venus Spatiale

aquatint
each 52.5×83cm (edition TP), 20.7×32.7inch, 2works
signed on the lower right

bronze
33.5×35.5×65(h)cm (edition 66/350), 13.2×14×25.6(h)inch
1984
signed on the base

KRW 9,000,000 - 16,000,000
USD 7,700 - 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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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W 32,000,000 - 45,000,000
USD 27,200 - 38,300

245

144
백남준

143

1932 - 2006 Korean/American
Paik NamJune 白南準

백남준

1932 - 2006 Korean/American
Paik NamJune 白南準

무제 Untitled
oil on canvas
60.5×76cm, 23.8×29.9inch
1996
signed on the lower right

KRW 35,000,000 - 50,000,000
USD 29,800 - 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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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Untitled
20 inch TV Screen
DVD Player
Remote Controls for TV and DVD Player
1 CD
60×80×11(d)cm, 23.6×31.5×4.3(d)inch
2001
signed on the lower right

KRW 40,000,000 - 60,000,000
USD 34,000 -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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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준

1932 - 2006 Korean/American
Paik NamJune 白南準

랄프 플렉

b.1951 German
Ralph Fleck 拉爾夫·弗萊克

MT-TV

Stilleben 9/X (Reiseführer)

vintage TV cabinet, 4 inch monitor, electrical wire and mixed media
35.5×40×33(h)cm (edition 4/12), 14×15.7×13(h)inch
signed on the lower center

oil on canvas
160×140cm, 63×55.1inch
2013
signed on the reverse

KRW 18,000,000 - 30,000,000
USD 15,300 - 2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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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W 43,000,000 - 60,000,000
USD 36,600 -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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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Institution
Consignment
공공 기관

LOT

147 ~ 167

Lot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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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정창섭

1927 - 2011
Chung ChangSup 丁昌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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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권영우

1926 - 2013
Kwon YoungWoo 權寧禹

묵고 No.99604 Meditation No.99604

무제 Untitled

Korean paper laid on canvas
91×116.8cm (50호), 35.8×46inch
1999
signed on the reverse

color on paper laid on canvas
158.5×128cm, 62.4×50.4inch
1985
signed on the lower right

KRW 40,000,000 - 70,000,000
USD 34,000 - 59,600

KRW 50,000,000 - 150,000,000
USD 42,600 - 1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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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1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 mixed media, 1969 (1972)
참고도판 1

PAIK
NAMJUNE

참고도판 2

참고도판 2 <나의 파우스트>, mixed media, 148×108×341(h)cm, 1989-1991

1932년 7월 20일 서울에서 태어난 백남준은 1956년 일본 도쿄

멀티 모니터에 나타나는 영상은 단일 중복이나 수십 개의 영상

대학의 미학, 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뮌헨의 루드비히 막

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서 모니터의 역

시밀리안 대학에서 음악사를, 프라이부르크 음악학교에서 작

할은 테이프의 내용을 전하는 단순 기능을 넘어 조형물로서의

곡을 공부했다. 전위적이고 시험적인 미술 집단인 플럭서스

상징성을 담고 있게 된다. 백남준은 1990년과 1991년에 들어

(Fluxus)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1959년 첫 퍼포먼스 <존 케이

멀티모니터 설치 형식의 입체 작업에서 매우 다양한 변화를 보

지에게 보내는 경의 Hommage à John Cage> 을 공연한 후 비

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주로 비디오 아트를 평면 작업과 연결해

디오 예술의 창시자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더 나아가 대중

회화적 해석을 해 본 작품들이다. 또한, 이상적이고 유머러스한

매체인 텔레비전과 비디오를 예술 매체로 활용하여 비디오 아

본질적 체계로부터 신화적이고 세속적인 인간의 모습에 이르기

트라는 새로운 예술 장르를 개척하며 현대 미술사에 큰 변혁을

까지 묘사의 영역을 확장시켰다. 이는 멀티모니터 비디오 설치

일으켰다. 백남준은 현대미술에 TV나 비디오 등 전자 매체를

를 통해 음악적이고 시각적인 다면화의 틀에서 그치지 않고, 우

도입함으로써 전통적인 미술 오브제의 한계를 극복하였으며 그

리 사회에 함축적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단계로 확장하고 있

뿐만 아니라 비디오 아트를 통해 후기산업사회 테크놀로지 진

음을 보여준다.

화에 대한 예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백남준은 비디오 아트의 탄생 과정을 달마의 고행에 비유하였

그 대표적인 예가 본 경매에 출품된 <유전자 신전>이라 할 수

다. 달마가 9년간의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었듯이,

있다. 1993년 제작된 이 작품은 재단의 건축적인 요소와 비디

백남준도 9년간의 TV 실험 끝에 1970년경 <비디오 신시사이저

오의 과학적인 요소를 융합시킨 작품이다. TV 모니터들을 건축

Video Synthesizer>를 개발함으로써 비디오 아트를 탄생시킨

물의 형태로 쌓아 올리고 신전의 앞쪽에는 골동품으로 보이는

것이다(참고도판 1). 달마에 비견될 만큼 수년간의 고행 끝에

듯한 시계와 여성 액세서리가 장식되어 있다. 1936년 베를린

하나의 예술 장르로 수립된 비디오 아트는 1982년, 뉴욕 휘트

올림픽에서 손기정, 남승용의 마라톤 제패를 생생히 재현해 놓

니 미술관에서 개최된 그의 회고전에서 공인되기에 이르고 백

은 사진을 양쪽 기둥에 장식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동시적 체

남준은 비디오의 선사, 음극선의 카르마, TV 수상기의 존 케이

험을 가능하게 한다. 한국인들에게 이들의 존재는 단순한 마라

지 등의 별명을 부여 받으면서 비디오아트의 사조로 등장한다.

톤 선수를 넘어 민족적 한과 극복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표현하는 듯하다. 신전의 기둥에 차용된 고대 그리스의 이오니

백남준에게 TV는 상호 소통적 창조 매체의 활용수단이다. 그의

아 양식은 신을 상징하는 장치로서 건축적인 조형성 및 올림픽

비디오 아트는 TV 매체가 갖는 송신의 일방성에 대한 비판에서

영웅들의 숭고함과 영광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베를린 올림

출발하여 참여 TV로 발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90년대 들어

픽의 영광은 반세기 이상 지났지만, 백남준의 작품에서 이들은

와 백남준은 현대적 테크놀로지의 상징인 비디오를 통해 첨단

영속적으로 과거의 신화를 재현하며 한국인의 긍지로 남을 것

정보시대의 예술과 통신의 접목을 시도하였다. 그의 작업은 형

이다.

식상 비디오 조각, 비디오 설치, 비디오 이미지로 분류되는데
비디오 조각은 소수의 모니터에 의한 작업방식이지만 대형 비
디오 설치 작업은 대체로 멀티 모니터 시스템이다(참고도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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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준

1932 - 2006 Korean/American
Paik NamJune 白南準

유전자 신전 Gene Temple
mixed media
110.5×210×345(h)cm, 43.5×82.7×135.8(h)inch
1993
signed on the side

KRW 260,000,000 - 600,000,000
USD 221,000 - 511,000

“예술은 밋밋한 이 세계에 양념과 같은 것이다. 이 상투적인 세계에 그나마 예술
적 충격이 없으면 인간들은 정말 스스로 파멸할 것이다. 나는 한국의 문화를 수
출하기 위해 외국을 맴도는 문화상인이다. 인생은 싱거운 것이다. 짭짤하고 재미
있게 만들려고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이다.”

백남준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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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묵

1914 - 2016
Han Mook 韓默

동심원 Concentric Circle
mixed media on canvas
72.5×72.5cm, 28.5×28.5inch
1967
signed on the lower right

KRW 18,000,000 - 50,000,000
USD 15,300 - 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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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열

b.1929
Kim TschangYeul 金昌烈

회귀 S.H.9021 Recurrence S.H.9021
acrylic and ink on Korean paper laid on canvas
162.2×130.3cm (100호), 63.9×51.3inch
1990
signed on the reverse

KRW 45,000,000 - 80,000,000
USD 38,300 - 6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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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치균

b.1956
Oh ChiGyun 吳治均

사택촌 Mining Town
acrylic on canvas
72.7×100cm (40호), 28.6×39.4inch
2000
signed on the lower right and reverse

KRW 80,000,000 - 90,000,000
USD 68,100 - 7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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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학

b.1937
Kim ChongHak 金宗學

폭포 Waterfall
oil on canvas
162.2×97cm (100호), 63.9×38.2inch
signed on the lower left and right

KRW 50,000,000 - 80,000,000
USD 42,600 - 6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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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림

1916 - 1985
Choi YoungRim 崔榮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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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하

1926 - 2000
Byun JongHa 卞鍾夏

인도여인 Indian Woman

서정적 풍경 Lyrical Landscape

mixed media on canvas
45.5×37.9cm (8호), 17.9×14.9inch
1979
signed on the lower left and reverse

color on paper relief on canvas
80.3×65.1cm (25호), 31.6×25.6inch
1991
signed on the lower center

KRW 20,000,000 - 30,000,000
USD 17,000 - 25,500

KRW 20,000,000 - 25,000,000
USD 17,000 - 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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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익

1938 - 2012
Lee ManIk 李滿益

임직순

1921 - 1996
Yim JikSoon 任直淳

가족 Family

전망 Landscape

oil on canvas
72.7×90.9cm (30호), 28.6×35.8inch
1991
signed on the lower left

oil on canvas
53×65.1cm (15호), 20.9×25.6inch
signed on the lower left

KRW 15,000,000 - 25,000,000
USD 12,800 - 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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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W 12,500,000 - 23,000,000
USD 10,600 - 1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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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규

1901 - 1974
Lee ByungGyu 李昞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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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돈(박창돈)

b.1928

Park Dorn 朴敦(朴昌敦)

해인사 풍경 Haein Temple Landscape

일출송 Eulogy to a Sunrise

oil on canvas
108×83cm, 42.5×32.7inch
1965
signed on the lower right

mixed media on canvas
145.5×112.1cm (80호), 57.3×44.1inch
1991
signed on the lower right and reverse

KRW 13,000,000 - 23,000,000
USD 11,100 - 19,600

KRW 33,000,000 - 36,000,000
USD 28,100 - 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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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억

1918 - 1990
Lee SooAuck 李壽檍

161

황용엽

b.1931
Hwang YongYop 黃用燁

느티나무 언덕 A Hill of Zelkovas

마을로 가는 길 On the Way to the Village

oil on canvas
97×130.3cm (60호), 38.2×51.3inch
1972
signed on the lower left

oil on canvas
130.3×162.2cm (100호), 51.3×63.9inch
1991
signed on the lower right and reverse

KRW 8,000,000 - 12,000,000
USD 6,800 - 10,200

KRW 27,000,000 - 40,000,000
USD 23,000 - 34,000

LITERATURE
『Lee Soo Auck Catalogue Raisonné』, San Studio, 1988, no. 45

268

269

162

안병석

b.1946
Ahn ByeongSeok 安炳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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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남

b.1949
Park Youngnam

바람을 풀잎으로 풀잎을 바람으로 The Wind into the Grass, the Grass into the Wind

하늘에 그려본 풍경 Drawn on the sky

oil on canvas
91×116.8cm (50호), 35.8×46inch
1988
signed on the reverse

acrylic on canvas
each 58.7×173cm, 23.1×68.1inch, 2works
2001
each signed on the reverse

KRW 17,000,000 - 25,000,000
USD 14,500 - 21,300

KRW 15,000,000 - 20,000,000
USD 12,800 - 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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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익중

b.1960
Kang IkJoong 姜益中

내가 아는 것 - 들에 핀 꽃도 사랑을 안다
The Thing I Know - Even a Flower in the Field Knows What Love Is
mixed media on panel
each 41×41cm, 16.1×16.1inch, 10works
2010
each signed on the reverse

KRW 9,800,000 - 15,000,000
USD 8,300 - 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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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용

b.1961
Kim DukYong 金德龍

결-소년과 까치 Grain - Boy and Magpie
traditional multicolored paintwork on wood
96×134.5cm, 37.8×53inch
2007
sealed on the lower left

KRW 16,000,000 - 35,000,000
USD 13,600 - 2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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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안 허스트

b.1965 British
Damien Hirst 达明安·赫斯特

프랭크 스텔라

b.1936 American
Frank Stella 弗蘭克·斯特拉

For the Love of God

The Pacific from the Waves

silkscreen, diamond dust
99×74cm (edition 188/250), 39×29.1inch
signed on the lower right

silkscreen, lithograph and linocut in colors with handcoloring and collage
190×137cm (edition APⅡ), 74.8×53.9inch
1988
signed on the lower center

KRW 22,500,000 - 25,000,000
USD 19,100 - 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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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W 7,600,000 - 15,000,000
USD 6,500 - 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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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매

약

관

(케이옥션이 국내에서 진행하는 경매)

1. 목적
1.1

경매에 관한 이하의 조건 (이하 "경매약관"이라 한다)과 관
련 경매도록에 포함된 유의사항 (이하 "유의사항"이라 한
다)은 다음의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1.1.1

 이옥션 주식회사 (이하 "케이옥션"이라 한다)의 당
케
사경매의 실시;

1.1.2 응
 찰 희망자에 의한 응찰 등록 그리고/또는 응찰
신청 및 응찰자에 의한 당사경매에의 응찰; 그리고
1.1.3 케
 이옥션 및 매도인(위탁자 포함)과 낙찰자가 위 경
매에서 경매물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
(이하 “경매계약”이라 한다). 단, 케이옥션과 위탁자
간의 위탁 계약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위탁 계약서
에서 규율한다.

2.13 "시작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케이옥션과 경매사
각자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결정된 경매물
품의 경매 시작 가격을 의미한다.
2.14 "낙찰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물품의 경매 가
격으로서, 경매약관에 따라 경매사가 경매봉을 두드리고
최고가 응찰자의 패들 번호를 지칭함으로써 확정된 최고
응찰가를 의미한다.
2.15 "구매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낙찰가에 구매수수료
를 합한 가격을 의미한다.
2.16 "내정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물품의 경매 이
전에, (만약 위탁자가 매도인인 경우) 위 경매 물품의 매도
인과 케이옥션 간에 서면으로 합의된, 또는 (만약 케이옥
션이 매도인인 경우) 케이옥션에 의해 결정된, 경매물품의
최저매도가격을 의미한다.
2.17 "매도인"이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계약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케이옥션 또는 위탁자를 의미한다.

2. 정의
2.1 "당사경매"라 함은 경매약관과 유의사항에 따라 케이옥션
이 실시하는 오프라인 경매를 의미한다.
2.2 "경매도록"이라 함은, 당사경매와 관련하여, 케이옥션이 발
간하는, 당사경매에서 경매될 예정인 경매물품에 관한 설
명과 정보가 실린 도록 (전자도록 포함)을 의미한다. “경매
도록 등”이라 함은, 경매도록 및 해당 경매와 관련하여 케
이옥션이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자료 (케이옥션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스마트폰 앱, 리스트북, 브로셔, 컨
디션리포트, 제안서, 리서치자료, 경매장의 스크린, 홍보
물, 광고물, 인쇄물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
를 의미한다.
2.3 "경매일"이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물품이 당사경
매에서 경매에 부쳐지는 일자를 의미한다.
2.4 "경매기간"이라 함은, 당사경매와 관련하여, 당사경매가 실
시되는 일자 또는 기간을 의미한다.
2.5 "응찰자"라 함은, 경매와 관련하여, 당사경매에 응찰하기
위하여 케이옥션에 응찰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케이옥션
이 그 신청을 접수했거나, 만약 적용가능하다면, 경매약관
과 유의사항에 따라 케이옥션으로부터 서면 확인서를 수
령한 사람을 의미한다.
2.6 "영업일"이라 함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대한민국 공휴일
을 제외한 월력일을 말한다.
2.7 "낙찰자"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약관에 따라 경
매사에 의해 최고가 응찰자로 결정된 사람을 의미한다.
2.8 "낙찰철회비"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낙찰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2.9 "낙찰자비용"이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케이옥션,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그리고/또는 대리인이 경매약관 그
리고/또는 유의사항에 따라 경매물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지출한 환전수수료, 보관료, 포장, 인도 및 운송보험료를
포함한 모든 세금, 경비, 수수료 또는 비용으로서 낙찰자
가 케이옥션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2.10 "구매수수료"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약관에 따라
경매계약과 관련하여 낙찰자가 케이옥션에 지급해야 하
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2.11 "위탁자"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당사경매 시작일 이
전에 경매물품을 당사경매에 출품하기 위하여 케이옥션
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탁한 사람을 의미한다.
2.12 "추정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케이옥션의 단독적이
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결정된 경매물품의 추정된 가격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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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인 또는 매도인으로서의 케이옥션
케이옥션이 매도인인 경매물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가
위탁한 경매물품을 경매함에 있어 케이옥션은 위탁자의 대리인
으로서 행위한다. 경매계약은 매도인과 낙찰자 간에 성립한다.

4. 전시회
4.1 케
 이옥션은 당사경매에 출품 예정인 경매물품에 관한 전
시회를 개최한다. 본 전시회는 공중에 개방되고 무료이다.
단, 케이옥션은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전시회에의 입장 이전에 전시회 입장을 희망하는 자에게
자신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신원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
며, 그리고/또는 그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4.2 케
 이옥션은 경매도록 등에 전시회의 장소, 일시 및 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케이옥션은 단독적이고 절대
적인 재량에 따라, 그리고 사전 공지 없이, 전시회를 취소
할 수 있으며 전시회의 장소, 일시 그리고/또는 기간을 변
경할 수 있다. 케이옥션은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
라 관련 전시회에 전시된 경매물품을 당사경매에 부치지
않을 것을 결정할 수 있다.

5. 응찰 등록
관련 경매기간의 시작일 이전에 케이옥션과 서면으로 합의되
지 않은 이상, 당사경매에 처음 응찰하는 응찰 희망자를 포함
한 응찰 희망자는 관련 유의사항에 따라 위 유의사항에 명시된
해당 응찰등록신청서와 이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그리고/또는
케이옥션이 서면으로 요구하는 기타 보충 서류를 작성 및 제출
함으로써 응찰 등록 그리고/또는 응찰 신청을 한다. 응찰 희망
자의 당사경매 응찰 등록과 서면응찰 또는 전화응찰 신청은 관
련 유의사항에 기재된 바에 따라 실시된다. 케이옥션은 당사경
매 응찰 등록과 서면응찰 또는 전화응찰 신청을 처리하기 위
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단, 위 등록 또는 신청의 불시
행, 지연 또는 위 등록 또는 신청과 관련한 케이옥션, 그 관리
자, 직원, 피용인 그리고/또는 대리인의 어떠한 오류 그리고/또
는 누락에 대해서도 케이옥션은 그 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부
담하지 않는다.

6. 추정가 및 시작가
6.1 케
 이옥션은 각 경매물품에 대하여 당해 경매물품의 관련
경매기간에 낮은 추정가와 높은 추정가 또는 시작가를 한
국원화, 미국달러, 홍콩달러 및 중국위안화로 경매도록 등

에 제공할 수 있다. 추정가 또는 시작가는 공지 없이 각
경매물품의 경매 이전에 케이옥션의 단독적이고 절대적
인 재량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추정가 또는 시작가는 구
매수수료 그리고/또는 낙찰자가 케이옥션에 지급하여야
하는 낙찰자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케이옥션에 의해 제
공된 추정가 또는 시작가는 단지 응찰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경매물품의 실가나 낙찰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케
이옥션은 추정가 또는 시작가가 대외적으로 인용되는 것
과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6.2 경
 매도록 등에 미국달러, 홍콩달러 또는 중국위안화로 표
시된 추정가 또는 시작가는 단지 응찰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별도로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에서 명시
되어 있지 않은 이상, 모든 응찰과 대금지급은 한국원화에
의한다. 경매도록 등에 표시된 추정가 또는 시작가와 관련
하여, 한국원화로 표시된 추정가 또는 시작가를 미국달러,
홍콩달러 또는 중국위안화로 환산하기 위해 이용된 환율
이 관련 유의사항에 명시될 수 있다. 위 환율은 경매도록
의 인쇄 이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그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다. 본 경매도록 등에 표시된 미국달러, 홍콩달러, 또
는 중국위안화로 표시된 어떠한 금액도 한국원화 금액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장하지 않으며, 또한 위 금액이 특정
한 환율로 계산된 경우의 한국원화 금액(또는 그 역)을 반
영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케이옥션은 한국원화
로 표시된 추정가 또는 시작가의 미국달러, 홍콩달러, 또
는 중국위안화로의 환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오류
나 누락에 대해서도, 그 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7. 경매의 실시 및 경매물품의 매매
7.1 케
 이옥션은 경매도록 등에 당사경매의 예정 일시, 기간 및
장소를 공지할 수 있다. 단, 사전 공지 없이 케이옥션은 자
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당사경매를 취소
하거나 그 일시, 기간 그리고/또는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7.2 케
 이옥션과 경매사는 각자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
에 의해, 모든 당사경매에의 출입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공
개입찰, 서면응찰 및 전화응찰을 불문하고) 어떠한 응찰도
거부할 수 있다.
7.3 모
 든 경매물품은 내정가에 구속되며, 내정가 미만의 응찰
은 경매사에 의해 수락되지 않는다. 경매사는 내정가를 공
개하지 않는다. 경매사는 매도인을 대리하여 연속적인 호
가 또는 공개응찰, 서면응찰 또는 전화응찰에 대한 응답으
로 내정가 또는 시작가 미만의 호가를 할 수 있다. 경매사
는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경매물품의
내정가 또는 시작가 미만의 금액에서부터 경매를 시작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내정가
또는 시작가 미만의 응찰을 수락할 수 있다. 경매사는 매도
인을 대리하여 내정가 이상으로 응찰하지 않는다. 경매사
는 매도인을 대리하여 입찰한 응찰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7.4 응
 찰자는 경매약관과 유의사항 규정에 따라, 공개응찰, 서
면응찰 또는 전화응찰을 할 수 있다. 모든 응찰은 녹음, 녹
화 또는 기록될 수 있으며, 응찰자는 응찰을 함으로써 위
녹음, 녹화 또는 기록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7.5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7.5.1 공
 개응찰의 경우, 응찰자는 경매사의 응찰 초청 후
자신의 패들을 들어 응찰의 의사를 표시한다.
7.5.2 서
 면응찰의 경우, 경매사는 공개응찰 또는 전화응
찰을 수령하기 이전에 서면응찰에 의한 응찰을 공
개한다.
7.5.3 전
 화응찰의 경우, 케이옥션의 직원은 응찰자를 대
리하여 경매장에서 응찰한다.

7.6 경
 매물품에 관하여, 케이옥션은 서면응찰 또는 전화응찰
을 수령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단, 위 서
면응찰 또는 전화응찰의 불수령, 수령 지연 또는 위 응찰
의 수령과 관련한 케이옥션,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그리
고/또는 대리인의 어떠한 오류 그리고/또는 누락에 대해
서도 케이옥션은 그 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
는다.
7.7 경
 매물품에 관하여, 경매약관과 유의사항에 따라 서면응
찰 또는 전화응찰이 케이옥션에 수령된 경우, 케이옥션은
위 서면응찰 또는 전화응찰이 실시되도록 합리적인 노력
을 기울인다. 단, 위 응찰의 불시행, 지연 또는 위 응찰과
관련한 케이옥션,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그리고/또는 대
리인의 어떠한 오류 그리고/또는 누락에 대해서도 케이옥
션은 그 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7.8 경
 매물품에 관하여, 만약 서면응찰, 공개응찰 또는 전화응
찰의 응찰가가 동일한 경우, 낙찰 우선순위는 서면, 공개,
전화 응찰자의 순서이다. 만약 서면응찰의 응찰가가 동일
한 경우, 해당 경매물품은 케이옥션이 먼저 수령한 서면응
찰의 응찰자에게 낙찰된다.
7.9 케
 이옥션은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다
음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ⅰ) 예정된 경매일 이전 어느 때나 사전 공지 없이 경매물품의
경매를 철회;

상, 경매물품의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7.12 제
 7.3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으로, 위탁자는 자신의
출품작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응찰을 할 수 없다.

8. 홍보물
케이옥션은 모든 경매물품에 대해 경매도록 등에 관련된 이미
지 및 정보 등을 게재하는 등 당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케이옥션에 의해 또는 케이옥션을 위하여
생성된 경매도록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경매물품과 관련된 모
든 이미지, 일러스트레이션 및 서면에 대한 저작권은 케이옥션
에게 있다. 이는 케이옥션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낙찰자
또는 다른 제3자에 의해 이용될 수 없다. 케이옥션이나 매도인
은 모두 경매물품의 낙찰자가 위 경매물품과 관련된 저작권 또
는 다른 복제권을 취득하였음을 보증하지 않는다.

9. 구매수수료
9.1 경
 매물품과 관련된 구매 수수료는 낙찰가의 15%(부가가
치세 별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9.2 구
 매수수료는 낙찰자가 케이옥션에 지급해야 하는 낙찰
자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ⅱ) 사전 공지 없이 둘 이상의 경매물품을 일괄하여 경매;

10. 구매가의 지급 및 경매물품의 인도

(ⅲ) 경매기간 동안 경매에 부쳐졌으나 판매되지 않은 경매물
품의 경매를 같은 경매기간 중에 사전 공지 없이 재개;

10.1 케
 이옥션은 낙찰 받은 물품의 목록, 본 경매약관 그리고/
또는 유의사항에 따라 낙찰자가 케이옥션에 지급해야 하
는 낙찰가, 구매수수료, 부가가치세 그리고/또는 모든 낙
찰자비용을 기재한 청구서를:

(ⅳ) 응찰과 관련하여 어떠한 오류가 발생하거나 응찰의 유효
성에 대하여 응찰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낙찰자
를 결정, 응찰 절차를 진행, 경매를 취소 그리고/또는 경매
물품을 재경매; 그리고/또는
( v ) 작품의 진위여부 또는 경매의 유효성에 관하여 분쟁이 발
생하거나 케이옥션의 단독 판단에 의할 때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경매물품을 경매에 부치지 않거나 응찰
절차를 중단 그리고/또는 경매를 취소.
 제7.9조에 따라 응찰 절차가 중단되거나 경매가 취소
본
된 경우, 케이옥션 그리고/또는 매도인에 대한 낙찰자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 방법은 구매가의 반환청구이다
(낙찰자가 구매가를 기지급한 경우). 케이옥션이나 매도인
은 이익 또는 이자의 손실을 포함한, 어떠한 특별한, 간접
적인 또는 후속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
는다. 케이옥션은 이자를 지급할 책임 또는 환율 변동 등
에 의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7.10 제
 7.2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으로, 매도인과 낙찰자
간의 경매계약은 경매사가 경매봉을 두드린 후 최고가 응
찰자의 패들 번호를 지칭하여 최고가응찰을 수락함으로
써 즉시 성립한다. 경매물품의 낙찰자는 (낙찰자가 공개응
찰을 하고 낙찰일 당일에 경매장소에 있는 경우) 낙찰일
에, (낙찰자가 공개응찰을 하지 않았거나 낙찰일에 경매
장소에 있지 않은 경우) 최대한 가능한 시기에, 그 낙찰을
확인하기 위하여 낙찰확인서에 서명한다.
7.11 경
 매물품과 관련된 위험과 책임은 (ⅰ) 해당 경매물품의
낙찰일로부터 7일이 초과된 날 및 (ⅱ) 낙찰자에 의한 위
경매물품의 인수일 중 먼저 도달하는 날에 낙찰자에게 이
전된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
지 않는다. 그러나 낙찰자가 경매약관과 유의사항에 따라
(케이옥션에 대한 채무로서 그리고/또는 위탁자에 대한 채
무로서) 케이옥션에 경매물품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모든
대금을 케이옥션이 하자 없이 완전하게 변제 받지 않는 이

(ⅰ) (낙찰자가 공개응찰을 하고 낙찰일 당일에 경매장소에 있
는 경우) 경매물품의 낙찰일에 전달한다.
(ⅱ) (낙찰자가 공개응찰을 하지 않았거나 낙찰일에 경매장소
에 있지 않은 경우) 그 낙찰일로부터 최대한 가능한 시기
에 등록서류에 기재된 낙찰자의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
로 팩스,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한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10.2 낙
 찰자에 의해 구매된 경매물품에 관하여, 낙찰자는 경매
약관과 유의사항에 따라 (케이옥션에 대한 채무로서 그리
고/또는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케이옥션에 다음 각호
를 지급한다.
10.2.1 청구서에 기재된 총대금; 및
10.2.2 청
 구서가 낙찰자에게 발송된 이후에 발생한 낙찰자
비용.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케이옥션에 위
금액을 완급한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케이옥션과 낙찰자는 관
련 경매물품의 경매 이전에 구매가를 분할지급하기
로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10.3 낙
 찰자와 케이옥션 사이에 별도로 서면으로 합의되
지 않은 이상,
(ⅰ) 해당 경매물품과 관련하여 낙찰자는 경매약관과 유의사항
에 따라 (케이옥션에 대한 채무로서 그리고/또는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케이옥션에 구매가 그리고/또는 낙찰자비
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ⅱ) 케이옥션은 낙찰자가(케이옥션에 대한 채무로서 그리고/
또는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케이옥션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을 낙찰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지급받지 않는다.
10.4 경
 매물품과 관련하여, 만약 케이옥션이 (자신에 대한 채무
로서 그리고/또는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각 경매물품

의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금액을 낙찰
자로부터 완납받지 못하는 경우, 낙찰자와 케이옥션 사이
에 사전 서면 합의가 없는 이상, 케이옥션은 자신의 단독
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
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
는다.
10.4.1 경
 매의 취소 및 케이옥션의 지급요구 시 바로 기한
이 도래하는 낙찰철회비용을 낙찰자에게 청구;
10.4.2 해당 경매물품을 다른 당사경매에 회부;
10.4.3 위탁자의 낙찰자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요구되
는 범위 내에서 낙찰자의 개인 정보를 위탁자에게
제공;
10.4.4 낙찰자가 케이옥션 그리고/또는 계열 회사 (아래에
정의)에 대해 금전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이와의 상계;  그리고/또는
10.4.5 기타 케이옥션이 판단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하다
고 고려되는 조치.
상기의 조치는 법에 의해 허용되는 케이옥션의 다
른 권리나 구제조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0.5 낙
 찰자는 케이옥션이 사전에 서면 합의한 경우, 해당 경매
물품의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조건 하에
경매를 취소할 수 있다.
10.5.1 케
 이옥션에게 서면에 의한 경매취소의 의사표시;
그리고
10.5.2 케이옥션에게 낙찰철회비용을 지급.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케이옥션이 위 서면 및 낙찰철회비용을 수
령하는 즉시 경매는 취소된다.
10.6 케
 이옥션과 응찰자 간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존재하지 않
는 이상, 케이옥션은 제 10.6조에 따라 해당 경매물품의
낙찰자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에게만 경매물품을 인
도한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신의 위험
과 비용으로 자신이 매수한 경매물품을 직접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을 통해 인수한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
는 케이옥션은 경매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10.6.1 낙
 찰자가 케이옥션에 제10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
는 총대금을 케이옥션이 하자 없이 완납받지 않은
경우;
10.6.2 케이옥션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인수인의 신원확인
증명 및 (권한 있는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의 증
명이 없는 경우.
10.7 케
 이옥션과 낙찰자 간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케이옥션은 낙찰자의 위험부담 하에 낙찰자가 매수한 경
매물품의 포장, 인도 및 운송보험의 가입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유를 불문하고, 케이옥션은 위 포장 그리
고/또는 인도 기간 동안 발생한 어떠한 손해나 손실에 대
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10.8 케
 이옥션은 경매물품의 낙찰일로부터 7일이 도과되는 날
까지 경매물품을 무료로 보관한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경매물품은 위 기간
이 도과된 이후에는 낙찰자의 위험 부담 하에 케이옥션이
보관한다. 낙찰자가 (케이옥션에 대한 채무로서 그리고/
또는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케이옥션에 대금을 완납하
지 않거나 제10.6조에 따라 케이옥션이 만족할 만한 수준
의 서류를 제공받지 못하여 케이옥션이 경매물품의 인수
를 거절한 경우를 불문하고, 낙찰자가 위 기간 이내에 경
매물품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 낙찰자는 매 경매물품마다
30,000원/일에 상당한 보관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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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낙
 찰자에 의해 회수되어야 할 경매물품이 해당 경매물품
의 낙찰일로부터 21일 이내에 그 사유를 불문하고 낙찰자
또는 그 권한 있는 대리인에 의해 회수되지 않는 경우, 케
이옥션은 해당 경매물품에 대한 어떠한 손해나 손실에 대
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
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11. 수출/입 허가증
경매물품의 해외 반출/반입에 필요한 면허 그리고/또는 허가
(이하 "허가"라 한다)를 취득해야 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
낙찰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케이옥션은 낙찰자의 비용
과 위험부담 하에 낙찰자에게 필요한 허가 취득과 관련된 업무
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운송업체를 주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주선과 관련하여 케이옥션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다. 경매물품에 대한 허가 발급 거부 그리고/또는 지연은 낙찰
자에 의한 매수 취소 또는 제10조에 따라 낙찰자가 (케이옥션
에 대한 채무로서 그리고/또는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케이
옥션에 지급하여야 하는 총 대금 지급의 거절 또는 지연의 정
당화 사유가 되지 않는다.
특히 한국의 문화재 및 유물 등으로 추정되는 경매물품의 응찰
시에는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및 유물 등은 국외
로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응찰자는 이 점을 충
분히 숙지하고 응찰 및 낙찰에 임해야 한다.

12. 경매 후 세일
12.1 관
 련 경매에서 최고응찰가가 내정가에 이르지 않아 경매
물품이 유찰된 경우 (이하 " 경매후경매물품"이라 한다), 케
이옥션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2.1.1 위
 경매후 경매물품에 대하여 내정가(관련 경매 후
에 내정가가 변경된 경우 포함)의 구속을 받는 응찰
의 접수; 그리고
12.1.2 제
 12조에 따른 최고가 응찰자의 응찰 수락.
단, 케이옥션은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
에 의해, 관련 응찰자가 제12.2조에 의해 제공한 서
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떠한 응찰
도 수락할 의무가 없다.
12.2 경
 매후경매물품에 관하여 응찰 시, 응찰자는 케이옥션이
서면으로 요구하는 보충서류를 케이옥션이 위 요구 시 정
한 기간 이내에 케이옥션에 제공한다.
12.3 경
 매후경매물품의 경매계약은, 케이옥션이 위 응찰자의
응찰에 대한 수락을 통지하는 청구서에 기재된 일자에 성
립한다. 그 청구서는 낙찰자에 의해 구매된 경매물품, 경
매약관과 유의사항에 따라 낙찰자가 (케이옥션에 대한 채
무로서 그리고/또는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케이옥션에
부담하는 낙찰가, 구매수수료, 부가가치세 그리고/또는 모
든 낙찰자비용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12.4 본
 경매약관의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7.2조, 제7.3
조, 제7.6조 내지 제7.9조, 제 7.11조, 제7.12조, 제8조, 제9
조, 제10.2조 내지 제10.9조, 제11조, 제13조 내지 제19조 및
유의사항의 관련 조항은, 본 제12조에 따른 경매후경매물
품의 경매에 준용된다.

13. 진술, 보증 및 책임의 부존재
13.1 응
 찰자는 모든 경매도록 등에 표시된 그리고/또는 케이옥
션, 그 관리자, 직원, 대리인, 피용인 그리고/또는 매도인
에 의한 서면 또는 구두로 제공된 경매물품에 대한 작가,
제목, 소재 그리고/또는 크기에 대한 진술을 포함한 진술
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고 의견에 대한 진술이란 점
에 대해 동의하고 이를 승인한다. 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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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에서, 그리고 제13조, 제14조 그리고/또는 제15조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적·묵시적, 규
정적·관습적을 불문하고 모든 진술, 보증, 조건, 보증과
명시는 명시적으로 배제된다 (이에는 소유권, 처분권, 분
쟁 없는 권리, 아무런 제한이 없는 권리, 전매가능하거나
충분한 품질, 목적부합성, 성상, 크기, 품질, 속성, 진품, 소
재, 계보 또는 위 경매물품이 저작권에 의한 제한을 받는
지 그리고/또는 낙찰자가 위 경매물품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는지에 대한 진술 및 보증이 포함되나 이에 제한되
지 않는다).
13.2 법
 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낙찰자가 경매장소에
참석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경매물품은 위 경매물
품의 경매 시간에 "있는 그대로" 출품된다. 경매도록 등에
때때로 경매물품의 특정한 훼손이나 결함에 대한 설명이
제공될 수 있으나, 이러한 설명의 부재가 해당 경매물품
에 훼손이나 결함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응찰자는
경매 이전에 경매물품의 훼손 그리고/또는 복원을 포함한
경매물품의 상태 및 경매도록 등에 제공된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확인할 책임을 부담한다. 케이옥션은 응
찰자가 경매물품의 상태 및 경매도록 등에 제공된 사항에
대해 확인하였다는 전제 하에서 응찰자로부터 응찰을 수
령한다.
13.3 법
 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본 경매약관 그
리고/또는 유의사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 케이옥션 그리고/또는 매도인은 다음의 사
항에 관하여 응찰자 또는 낙찰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
는다.
13.3.1 사
 유를 불문하고, 케이옥션, 그 관리자, 직원, 피용
인 그리고/또는 대리인 그리고/또는 매도인이 제공
한, 구두 또는 서면, 정보에 관한 오류나 정보의 누
락등
13.3.2 사
 유를 불문하고, 케이옥션, 그 관리자, 직원, 피용
인 그리고/또는 대리인 그리고/또는 매도인에 의한
경매의 실시 또는 경매물품의 경매와 관련된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

14. 제한보증
14.1 케
 이옥션은, 경매물품에 대하여 경매도록에 각 경매물품
에 관해 첫 줄에 굵게 검은색으로 인쇄된 표제사항 (이하
"표제 사항"이라 한다) (관련 경매기간 동안 경매장에 전시
되는 판매실 또는 케이옥션 홈페이지의 공지 사항에 따라
수정되는 대로)에 대하여 위 경매물품의 낙찰일을 기준으
로, 위 사항이 진정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보증한다 (이하 "
제한보증"이라 한다).
14.2 낙
 찰자가 경매물품의 낙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 제14
조에 따라 (이하에서 정의된) 청구서면을 케이옥션에 제
시하지 않은 이상, 케이옥션은 제한보증 의무 위반에 대
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하 "보증 기간"이라 한
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14.3 제
 14.2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한보증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길 원하는 낙찰자는 (i) 제한보증의 잠재적/현실적
위반이 있었음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매물품의
낙찰일, 경매 번호와 청구 사유를 기재한 서면 (이하 "청구
서면"이라 한다)을 케이옥션에 제시하고, (ii) 경매물품의
판매 당시와 같은 상태로 위 경매물품을 케이옥션에게 반
환해야 한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
입되지 않는다.
14.4 낙
 찰자와 케이옥션 사이에 제한보증에 근거한 낙찰자의
청구 사유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케이옥션은 낙찰
자의 비용으로 케이옥션과 낙찰자 모두가 용인할 수 있는

두 명의 전문가의 서면 의견을 받을 것을 낙찰자에게 요
구할 수 있다. 케이옥션은 낙찰자에 의해 제공된 서면 의
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당사의 비용으로 다른 전문가로부
터 추가적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14.5 낙
 찰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경매물품에 관하여 제한
보증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14.5.1 낙
 찰일 당시에 관련 표제 사항이 학자 또는 전문가
의 일반적인 의견이었던 경우;
14.5.2 관
 련 표제 사항에 대하여 학자 또는 전문가의 반대
의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경매도록 또는 경매장
전시된 판매실 또는 케이옥션 홈페이지의 공지에
표시된 경우; 또는
14.5.3 경매도록의 출판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방법 또는 비현실적으로 고가의 비용이 드는 방법
이나 경매물품에 훼손을 가하는 방법으로만 제한보
증 위반이 증명되는 경우.
14.6 제
 한보증 위반이 있는 경우, 케이옥션은 경매물품의 경매
를 취소하고, 낙찰자에게 경매물품에 관하여 낙찰자가 지
급한 구매가를 환불한다.
14.7 경
 매물품에 관하여 제한보증 위반이 있는 경우, 케이옥션
그리고/또는 매도인에 대한 낙찰자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 방법은 경매의 취소 및 위 경매물품에 관하여 낙찰
자가 지급한 구매가의 반환청구이다. 케이옥션 그리고/또
는 매도인은 이익 또는 이자의 손실을 포함한, 어떠한 특
별하고 간접적이며 후속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
담하지 않는다. 의문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케이옥션은
이자를 지급할 책임 또는 환율 변동 등에 의해 발생한 어
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4.8 낙
 찰자는 제한보증으로 부여 받은 이익을 양도하거나 이
전할 수 없다. 케이옥션과 낙찰자 간에 별도의 서면 합의
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청구서에 표시된 낙찰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제한보증 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위 낙찰
자 또는 그 상속인은 경매물품과 관련된 이익을 제3자에
게 처분하지 않고 경매물품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4.9 위
 탁자를 대신하여 제한보증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케
이옥션이 부담한 경우, 위탁자는 해당 경매물품과 관련하
여 케이옥션으로부터 지급받은 모든 금원을 즉시 케이옥
션에 반환해야 하며, 그 외에 케이옥션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15. 제한 책임
15.1 상
 기 제13조 그리고/또는 제14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경매물품과 관련하여 본 경매약관 그리
고/또는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응
찰자 또는 낙찰자가 케이옥션 그리고/또는 매도인에 대하
여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 방법은, 해당
경매물품의 구매가를 상한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이다. 케
이옥션이나 매도인은 모두 이익 또는 이자의 손실을 포함
한, 특별하고 간접적이며 후속적인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
담하지 않는다. 의문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케이옥션은
이자를 지급할 책임 또는 환율 변동 등에 의해 발생한 어
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5.2 본
 경매약관의 어떠한 사항도 케이옥션,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그리고/또는 대리인의 당사경매의 실시 그리고/또
는 경매물품의 경매와 관련한 작위•부작위로 인하여 발
생한 사기, 사망 또는 인적 손해에 대한 케이옥션의 책임
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16.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의 개정

18. 기타

16.1 케
 이옥션은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어
느 때나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개정 경매약관은 개정
의 효력발생일 7 월력일 이전부터 1 월력일 이전까지 케이
옥션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게시된다.

18.1 낙
 찰자가 납입기일까지 (케이옥션에 대한 채무로서 그리
고/또는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케이옥션에 대금을 납
입하지 못한 경우, 납입기일(불산입)부터 연체대금 및 가
산된 이자를 실제 납입하는 날(산입)까지 (케이옥션의 단
독적으로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최고 월 2%의 지연이자
가 가산된다.

16.2 케
 이옥션은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어
느 때나 유의사항을 포함한 경매도록 등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본 변경 사항은 관련 경매기간 동안 판매
실 또는 케이옥션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17. 정보 보호 관련
17.1 위
 탁자, 응찰 희망자, 응찰자 그리고/또는 낙찰자는 당사
경매에서의 응찰 및 경매물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개인 정
보를 제공할 것이 요구될 수 있다. 모든 개인 정보는 다음
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ⅰ) 케이옥션 사업의
관리와 경영 및 케이옥션 서비스의 홍보와 제공에 관한
모든 문제; (ⅱ) 국내외로의 이러한 정보를 이전; 그리고/
또는 (ⅲ) 모든 법령, 규칙, 법원명령 또는 규제기관의 지
시에 대한 준수와 관련된 목적.
17.2 모
 든 개인 정보는 비공개로 보유되나, 적용되는 법령에 따
라, 대한민국 내외에 존재하는지를 불문하고, 다음의 법
인 또는 개인에게 공개 또는 그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다.
(ⅰ) 케이옥션 그리고 또는 그 지사, 자회사, 지주회사, 케
이옥션의 연합 회사 또는 계열 회사, 또는 케이옥션에 의
해 지배되거나 케이옥션과 같은 지배 하에 있는 회사 (이
하 각 회사는 "계열 회사"라 하고, 전체는 "그룹"이라 한다);
(ⅱ) 그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룹의 모든 관
리자, 직원 또는 피용인; (ⅲ) 모든 대리인, 계약자, 제3서
비스 제공자 또는 행정, 통신, 컴퓨터, 보험, 운송, 또는 그
룹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룹에게 기타 서비스를 제
공할 권한을 그룹으로부터 부여 받은 사람; (ⅳ) 신용조사
기관 및 기한이익의 상실 시 미수금회수기관; ( v ) 그룹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기타 사람; 그리고/또는  
(ⅵ) 법령, 규칙, 법원명령 또는 규제기관의 지시에 따라
그룹이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담하는 모든 사람.
17.3 일
 반적으로, 특정한 면제 대상을 제외하고, 위탁자, 응찰
희망자, 응찰자 그리고/또는 낙찰자는 다음의 조치를 청
구할 수 있으며 제17.3(ⅰ)조 와 제17.3(ⅱ)조의 경우 케이
옥션은 그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
거나 정정해야 한다. (ⅰ) 개인 정보의 입수 청구; (ⅱ) 개
인 정보에 대한 정정 청구; 그리고/또는 (ⅲ) 정보 입수 또
는 정정이 거부되거나 40일 이내에 제공/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의 제공.
17.4 위
 탁자, 응찰 희망자, 응찰자 그리고/또는 낙찰자는 개인
정보의 입수 그리고/또는 정정, 혹은 케이옥션의 정보 보
호 정책과 실례 및 케이옥션이 보유하는 정보의 종류에
대한 문의를 제 18.6조에 따라 할 수 있다. 케이옥션은 정
보 입수 청구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
17.5 위
 탁자, 응찰 희망자,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법인인 경우
케이옥션은 위 법인이 정보수집 당시 정보주체에게 통지
한 목적 또는 위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케이옥션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
외) 위 법인이 제공한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위 법인은 관련 응찰등록신청서에 서명날인함으
로: (ⅰ) 일반적 또는 구체적인 통지를 불문하고, 위 법인
이 정보주체에게 그 개인 정보가 제17.1조에 명시되어 있
는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는 것을 확인하
고, (ⅱ) 위 법인이 상기 (ⅰ)에 규정된 통지를 불이행함으
로써 케이옥션에 초래한 모든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 또
는 배상할 것에 동의한다.

18.2 경
 매약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에 따른 모든 대금의 지급
은 한국원화에 의한다. 만약 낙찰자가 한국원화가 아닌 다
른 통화로(케이옥션에 대한 채무로서 그리고/또는 위탁자
에 대한 채무로서) 케이옥션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케이옥
션이 자신에게 한국원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대금을 지급
할 것을 케이옥션과 낙찰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낙찰
자는 은행수수료 그리고/또는 경비를 포함하여 그로 인해
추가된 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모든 환전은 지급일
에 서울외국환중개에 의해 제공된 한국원화 환율에 의하
며, 위 환율과 관련한 케이옥션의 증명은 최종적이다. 의
문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케이옥션은 환율 변동 등에 의
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다.
18.3 경
 매약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에 따른 모든 대금의 지급
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수표 그리고/또는 은행계정송금
을 포함하는 현금과 동등한 방식에 의해 하자 없이 완전
하게 이루어지고, 그 지급은 본 경매약관과 유의사항에 따
른다.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에 따른 모든 대금
의 지급과 관련하여, 그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는, 그 다음 영업일이 지급기일로 간주된다.
18.4 낙
 찰자가 케이옥션에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대금은 낙찰
자가 부담해야 하는 관련 세금 등을제외한 금액이다. 낙찰
자는 관련법에 의해 요구되는 세율에 의한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18.5 만
 약 본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의 일부가 법원에
의해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경우,
그 일부만이 효력을 상실하며, 본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의 나머지 부분은 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
서 유효하고, 집행가능하다.

행을 면제하지 않는다. 케이옥션이 경매약관이나 유의사
항에 의한 자신의 권리, 권한 또는 구제 권리를 전체적 또
는 부분적으로 행사, 불행사, 지연행사하거나 케이옥션이
반대당사자에게 그 의무이행의 기한을 연기해주는 것이
경매약관이나 유의사항에 의한 자신의 권리, 권한 또는 구
제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를 침해, 또는 제한하지 않
으며, 케이옥션이 경매약관과 유의사항의 위반에 대해 권
리를 포기하는 것이 후속 또는 연속 위반에 대한 권리 포
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18.9 본
 경매약관에 따라 개정된, 본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유
의사항은 전체 계약 및 법에 내포되고 계약에 의해 배제될
수 있는 조항의 배제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이해를 구성하
며, 본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에 관한 문제에 대
한 당사자들 간의 어떠한 사전 서면 또는 구두 합의를 대
체한다. 본 경매약관 및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진술
또는 보증에 의하여 어떠한 당사자도 본 경매약관 및 유의
사항에 동의하도록 강제되지 않았음이 합의되었다.
18.10 영문, 중문 그리고/또는 국문 기재상의 어떠한 모순이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국문이 우선한다.

19. 관할권과 준거법
19.1 경
 매약관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경매약관 그
리고/또는 유의사항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적 관할이 있다. (케이옥
션을 제외한) 경매약관의 당사자는 당해 관할 법원이 부
적정한 재판지라는 사유로 관할권에 대한 절차적 이의권
을 포기한다. 케이옥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외의 다른
법원에 소를 제기할 권리를 갖는다. 모든 위탁자, 응찰자
및 낙찰자는 재판의 송달절차 또는 다른 법원에서의 절차
와 관련된 기타 서류에 대하여 팩스, 인편, 우편, 또는 대
한민국법, 송달장소지법 또는 소가 제기된 곳의 관할법에
의해 허용되는 송달방법으로 케이옥션에 통지된 위탁자,
응찰자, 낙찰자의 최후주소지 또는 기타 통상적인 주소로
의 송달에 대하여 취소불가능한 동의를 한다.

18.6 모
 든 공지, 요청, 청구, 요구 및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유
의사항에 따른 케이옥션에 대한 통신은 한글 또는 영문
서면 형식이어야 하며, 인편, 등기우편, 팩스 (등기우편에
의한 원본의 송부) 또는 전자우편 (등기우편에 의한 원본
의 송부)로 다음의 주소로 행해진다 (그리고 도달로 인해
행해졌다고 간주된다).

케이옥션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72길 23 (신사동 640-6)
아트타워 (06017)
전화번호 82.2.3479.8888
팩스 82.2.3479.8800
전자우편주소 art@k-auction.com

 탁자, 응찰자 및 낙찰자에 대한 통지는 관련 등록서류에
위
기재된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발송된다.
18.7 본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에 언급된 일시, 기간
및 본 경매약관이나 당사자들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 대체
될 수 있는 일시와 기간에 관하여, 시간은 본 경매약관 그
리고/또는 유의사항에서 본질적인 사항이다.
18.8 케
 이옥션의 또는 케이옥션을 위한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 상의 어떠한 권리 포기도 반대당사자의 경매약
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에 의한 나머지 의무의 완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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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 c t i o n T e r m s (for auctions held by K Auction in Korea)

Article 1 Purpose
1.1	These terms and conditions of auction (these
"Auction Terms") and the Important Notices (the
"Important Notices") contained in the relevant
Auction Catalogue (defined below) contain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on which:
1.1.1	K Auction Inc. ("K Auction") shall conduct an
Auction (defined below);
1.1.2	p rospective Bidders shall register and/or
apply to place, and Bidders shall place, bids
in such Auction; and
1.1.3	K A u c t i o n a n d t h e S e l l e r ( i n c l u d i n g
Consignor) shall contract with the Buyer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f any lot in
such Auction(“Consignment Agreement”).
K Auction and the Consignor shall have a
separate Consignment Agreement containing
additional terms between both parties.

Article 2 Definition
2.1	"Auction" means an offline auction conducted by K
Auction from time to time in accordance with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2.2	"Auction Catalogue" means, in relation to an
Auction, the catalogue(including e-catalogue)
published by K Auction containing descriptions and
information on the lots scheduled to be sold at such
Auction. “Auction Catalogue and/or elsewhere”
means but not restricted to, every material produced
by K auction (including materials on the K Auction
official website, web mail, SMS, smartphone
application, listbook, brochure, condition report, lot
recommendation, research study, screen display at
Auction, marketing and promotional printouts).
2.3	"Auction Date" means, in respect of any lot, the
date on which such lot is scheduled to be sold at an
Auction.
2.4	"Auction Period" means, in relation to an Auction,
the date(s) on which such Auction is held.
2.5	"Bidder" means, in relation to an Auction, any
person who has applied to K Auction to place bids
in such Auction and accepted by K Auction or, if
applicable, has received written confirmation of such
application from K Auction in accordance with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2.6	"Business Day" means a calendar day which is not
a Saturday, a Sunday or a public holiday in Korea.
2.7	"Buyer" means, in respect of any lot, the Bidder who
is declared by the auctioneer to be the Bidder who
has made the highest bid for such lot in accordance
with these Auction Terms.

directors, officers, employees and/or agents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f such lot pursuant to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and payable by the Buyer to K Auction.
2.10	"Buyer's Premium" means, in respect of any lot,
the premium payable by the Buyer to K Auction in
accordance with these Auction Terms in connection
with the Consignment Agreement and such lot.
2.11	"Consignor" means, in respect of any lot, the person
who has consigned such lot to K Auction to be
sold at an Auction by entering into a consignment
agreement with K Auction prior to the start date of
such Auction.
2.12	"Estimate Price" means, in respect of any lot, the
estimated value of such lot as determined by K
Auction in its sole and absolute discretion.
2.13	“Starting Price” means, in respect of any lot, the
start price of such lot, determined by K Auction or
the Auctioneer in its sole and absolute discretion.
2.14	"Hammer Price" means, in respect of any lot, the
sale price of such lot, being the amount equal to the
highest bid accepted by the auctioneer by striking
his/her hammer and calling the paddle number
of the relevant Bidder in accordance with these
Auction Terms.
2.15	"Purchase Price" means, in respect of any lot, an
amount equal to the sum of the Hammer Price and
the Buyer's Premium of such lot.
2.16	"Reserve Price" means, in respect of any lot, the
minimum selling price of such lot agreed in writing
between the Seller and K Auction (if the Consignor is
the Seller), or determined by K Auction (if K Auction
is the Seller), as the case may be, prior to the sale of
such lot.
2.17	" S e l l e r " m e a n s , i n re s p e c t o f a n y l o t , t h e
counterparty to the contract of sale of such lot,
which shall be K Auction or the Consignor.

Article 3 K Auction as agent or as the Seller
Except in respect of any lot of which K Auction is the
Seller, K Auction shall act as agent of the Consignor (being
the Seller) in selling the Consignor's lot in an Auction. The
contract for the a lot shall be made between the Seller
and the Buyer.

Article 4 Previews

2.8	"Buyer Withdrawal Fee" means, in respect of any
lot, an amount equal to 30% of the Hammer Price of
such lot.

4.1	K Auction will hold preview(s) of lots scheduled to
be sold at an Auction which will be open to the
public and free of charge, provided however, that
K Auction may, in its sole and absolute discretion,
require proof of identity satisfactory to it before
admitting any person to any preview and/or refuse
admission of any person to any preview.

2.9	"Buyer's Expenses" means, in respect of any lot,
any taxes, costs, charges or expens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ny currency conversion costs,
storage charges, packaging, delivery and transit
insurance costs, incurred by any of K Auction, its

4.2	K Auction may give notice of the place, date, time
and duration of any preview in the relevant Auction
Catalogue and/or elsewhere. K Auction may, in its
sole and absolute discretion, cancel, or change the
place, date, time and/or duration of, any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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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ut prior notice. K Auction may, in its sole and
absolute discretion, determine not to sell any lot
exhibited at a preview in the relevant Auction or any
Auction at all.

Article 5 Bidder registration
Unless otherwise agreed in writing with K Auction prior to
the start date of the relevant Auction Period, prospective
Bidders, including first-time prospective Bidders, shall
register and/or apply to place bids in an Auction by
completing and sending to K Auction the relevant
registration form and any supplementary document
specified in such registration form and/or requested by
K Auction in accordance with the Important Notices.
Registration of prospective Bidders and application to
place bids in writing or by telephone will be conducted
as prescribed in the relevant Important Notices. K
Auction shall use reasonable endeavours to process
any registration and/or any application to place bids,
provided however, that K Auction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failure to do so or delay in doing so, or for any
error and/or omission by K Auction, its directors, officers,
employees and/or agents in processing such registration
and/or application, howsoever caused.

Article 6 Estimate Price and Starting Price
6.1	K Auction may provide a lower Estimate Price, a
higher Estimate Price and/or a Starting Price for
each lot in Korean Won, US Dollar, Hong Kong
Dollar and/or Chinese Yuan in the relevant Auction
Catalogue and/or elsewhere during the relevant
Auction Period. K Auction may, in its sole and
absolute discretion, change at any time before and
up to the time of the sale of any lot the Estimate
Price or Starting Price of such lot without prior
notice. Estimate Price or Starting Price will not
include the Buyer's Premium and/or any Buyer's
Expenses payable by the Buyer to K Auction.
Estimate Price or Starting Price provided by K
Auction will be for reference only and shall not be an
indication of the value or the Hammer Price of the
relevant lot. K Auction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Estimate Price or Starting Price being quoted in
the public.
6.2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in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the
Estimate Price or Starting Price shown in US Dollar,
Hong Kong Dollar or Chinese Yuan in any Auction
Catalogue and/or elsewhere will be for reference
only and all bids and payment shall be in Korean
Won. In respect of Estimate Price or Starting Price
provided in an Auction Catalogue and/or elsewhere,
the relevant Important Notices will contain the rates
of exchange used for converting the Estimate Price
or Starting Price expressed in Korean Won into US
Dollar, Hong Kong Dollar or Chinese Yuan. Such
rates of exchange will be obtained on practicable
date prior to the printing of the relevant Auction
Catalogue and may change at any time thereafter.
No representation is made that any of the US Dollar,
Hong Kong Dollar or Chinese Yuan amounts shown
in any Auction Catalogue and/or elsewhere could

have been or could be converted into Korean Won
(or vice versa) at the specified rates, at any particular
rates or at all. K Auction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error or omission, however caused,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conversion of Estimate Price
or Starting Price expressed in Korean Won into US
Dollar, Hong Kong Dollar or Chinese Yuan.

Article 7 C
 onduct of Auction and conclusion of
the sale of a lot
7.1	K Auction may give notice of the scheduled date,
time, duration and place of an Auction in the
relevant Auction Catalogue and/or elsewhere,
provided however, that K Auction may, in its sole
and absolute discretion, cancel, or change the date,
time, duration and/or place of, any Auction at any
time without prior notice.
7.2	Each of K Auction and the auctioneer may, in its sole
and absolute discretion, refuse admission of any
person to any Auction and/or reject any bid (whether
made in person, in writing or by telephone) placed in
any Auction.
7.3	Each lot shall be sold subject to the Reserve Price
of such lot and the auctioneer shall not accept
any bid below such Reserve Price in principle. The
auctioneer shall keep the Reserve Price confidential.
The auctioneer may place bids on behalf of the
Seller below the Reserve Price or Starting Price by
either placing consecutive bids or entering bids in
response to bids placed in person, in writing or by
telephone (as the case may be). The auctioneer may,
in its sole and absolute discretion, start the bidding
of any lot below the Reserve Price or Starting Price
of such lot, and may accept bids below the Reserve
Price or Starting Price without prior consent from the
Consignor. The auctioneer shall not place any bid on
behalf of the Seller at or above the Reserve Price.
The auctioneer shall not be obliged to specifically
identify bids placed on behalf of the Seller.
7.4	A Bidder may place bids in person, in writing or by
telephone, subject to, and in accordance with,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All
Bids placed may be recorded or documented and
Bidders shall be deemed to have consented to the
recording and documentation of their conversations
by placing bids.
7.5	Subject to Clauses 7.6 and 7.7:
	7.5.1 in the case of bids placed in person, the
Bidder shall place his/her bid by raising his/her
paddle after the auctioneer's call in the auction hall;
7.5.2 in the case of written bids, the auctioneer
will call out such bids in the auction hall before
commencing to receive bids placed in person or by
telephone; and/or 7.5.3 in the case of bids placed
by telephone, K Auction's staff will place bids on
behalf of the Bidder in the auction hall.
7.6	In respect of a lot, K Auction shall use reasonable
endeavours to receive any written bid or telephone
bid, provided however, that K Auction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failure to do so or delay in doing
so, or for any error and/or omission by K Auction,

its directors, officers, employees and/or agents in
receiving such bid, howsoever caused.
7.7	If, in respect of a lot, any written bid or telephone
bid is received by K Auction in accordance with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K Auction shall use reasonable endeavours to place
such bid, provided however, that K Auction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failure to do so or delay
in doing so, or for any error and/or omission by K
Auction, its directors, officers, employees and/or
agents in placing such bid, howsoever caused.
7.8	In respect of a lot, if a written bid, bid in person,
bid by telephone have the same price, bidder has
priority in the order of written bid, bid in person and
bid by telephone subject to, and in accordance
with, these Auction Terms. If two written bids for a
lot have the same bid price, the Bidder of the written
bid first received by K Auction will be declared the
Buyer subject to, and in accordance with, these
Auction Terms.
7.9	K Auction may, in its sole and absolute discretion,
(ⅰ) withdraw any lot at any time before the
scheduled time of sale of such lot without prior
notice; (ⅱ) combine any two or more lots without
prior notice; (ⅲ) re-commence during the relevant
Auction Period, the auction of any lot which was
previously put up for sale during such Auction
Period but not sold without prior notice; (ⅳ) in
the event of any error arising in relation to, or any
dispute among the Bidders over the validity of, bids
placed in respect of a lot, determine the Buyer of,
continue the bidding process of, cancel the sale
of, and/or put up for resale, such lot; and/or (ⅴ)
in the event that any dispute over the authenticity
of any lot, or the validity of the sale of any lot, has
arisen or may, in K Auction's sole opinion, arise,
refuse to place such lot in an Auction, discontinue
the bidding process and/or cancel the sale. In the
event that the bidding process or the sale of a lot is
discontinued or cancelled in accordance with this
Clause 7.9, the Buyer's sole and exclusive remedy
against K Auction and/or the Seller, as the case may
be, shall be the refund of the Purchase Price paid
by the Buyer for such lot (if any). Neither K Auction
nor the Seller shall be liable for any special, indirect
or consequential los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oss of profits or loss of interest. For the avoidance
of doubt, K Auction shall not be liable to pay any
interest or indemnify any loss incurred as a result of
any foreign exchange rate fluctuation or otherwise.
7.10	W ithout prejudice to Clause 7.2, the contract
between the Seller and the Buyer for any lot shall
occur immediately upon the auctioneer accepting
the highest bid by striking his/her hammer and
calling out the paddle number of the relevant
Bidder. The Buyer shall sign a Successful Bidding
Confirmation confirming the purchase by him/her of
a lot on the date of the sale of such lot (where the
Buyer made his/her bid in person and is present in
the auction hall on the date of the sale) or as soon
as practicable (where the Buyer did not make his/
her bid in person or is not present in the auction hall
on the date of the sale).

7.11	Risk associated with, and responsibility for, a lot will
pass to the Buyer from the earlier of (i) the expiration
of seven calendar days from, but not including,
the date of the sale of such lot, and (ii) the date of
collection of such lot by the Buyer or its authorised
representative. Title to the lot, however, will not
pass to the Buyer until all amounts payable by the
Buyer to K Auction (for itself and/or on behalf of the
Consignor) under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have been received by K Auction
in good cleared funds.
7.12	E xcept as expressly provided in Clause 7.3, a
Consignor shall not, directly or indirectly, place bids
on his/her lots in an Auction.

Article 8 Marketing materials
K Auction holds the right to use any lot for any business
purpose of K Auction including posting images and/or
information relating to any lot in any Auction Catalogue
and/or elsewhere. The copyright in all images, illustrations
and/or written material produced by or for K Auction
relating to any lot, including the contents of any Auction
Catalogue and/or elsewhere, shall be and shall remain
at all times the property of K Auction and shall not be
used by the Buyer, nor by any other person, at any
time without K Auction's prior written consent. Neither
K Auction nor the Seller makes any representation or
warranty that the Buyer of a lot will acquire any copyright
or other reproduction rights in it.

Article 9 Buyer's Premium
9.1	In respect of any lot, the Buyer's Premium shall be
15%(excluding VAT) of the Hammer Price.
9.2	The Buyer's Premium shall be exclusive of any
Buyer's Expenses payable by the Buyer to K
Auction.

Article 10 P
 ayments of the Purchase Price and
Delivery of lots
10.1	K Auction will provide to the Buyer an invoice or
invoices of the amounts due from the Buyer to K
Auction (for itself and/or on behalf of the Consignor)
under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listing the lot(s) purchased by the Buyer
in an Auction, the Hammer Price, the Buyer's
Premium, VAT and/or any Buyer's Expenses:
(ⅰ)	in person on the day of the sale of the lot(s) (where
the Buyer made his/her bid in person and is present
in the auction hall on the date of the sale); or
(ⅱ)	by fax, email or by post to the billing address or
email address provided by the Buyer in his/her
registration form as soon as practicable (where the
Buyer did not make his/her bid in person or is not
present in the auction hall on the date of the sale).

10.2	In respect of lot(s) purchased by the Buyer, the
Buyer shall pay to K Auction (for itself and/ or on
behalf of the Consignor) in accordance with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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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1 the full invoiced amount; and 10.2.2 any
other Buyer's Expenses incurred after the invoice(s)
has/have been sent to the Buyer, within seven
calendar days from, but not including, the date of the
sale of the lot(s). K Auction and a Buyer may, prior
to the sale of the relevant lot, agree in writing for the
Purchase Price of such lot to be paid in instalments.
10.3	U nless otherwise agreed in writing between the
Buyer and K Auction: (i) the Buyer shall be personally
liable to pay to K Auction (for itself and/or on behalf
of the Consignor) in accordance with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the Purchase
Price and/or any Buyer's Expenses payable by the
Buyer in respect of any lot; and (ii) K Auction will not
accept any payment due to it (for itself and/or on
behalf of the Consignor) from any other party other
than the relevant Buyer.
10.4	If, in respect of any lot, K Auction (for itself and/or
on behalf of the Consignor) does not receive the full
amounts payable by the Buyer under this Clause 10
within seven calendar days from, but not including,
the date of the sale of such lot, K Auction may, in its
sole and absolute discretion, and unless agreed in
writing between the Buyer and K Auction:
10.4.1	cancel the sale of such lot and charge the
Buyer the Buyer Withdrawal Fee which shall
be due and payable by the Buyer on demand;
10.4.2	put up such lot for resale in another Auction;
10.4.3	d isclose any personal information on the
Buyer to the relevant Consignor to the
extent necessary for that Consignor to claim
against the Buyer;
10.4.4	set off against any amounts which K Auction
or any of its Affiliate (defined in Clause 17)
may owe the Buyer in any other transactions,
the outstanding amount remaining unpaid by
the Buyer; and/or
10.4.5	take such other action as K Auction deems
necessary or appropriate,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rights or remedies available to K
Auction by law.
10.5	The Buyer may cancel his/her purchase of any lot
within seven calendar days from the Sale date, if
agreed previously by K Auction in writing;
10.5.1	by giving written notice of cancellation to K
Auction; and
10.5.2	paying to K Auction the Buyer Withdrawal
Fee, within seven calendar days from, but
not including, the date of the sale of such lot.
The sale will be cancelled immediately upon
receipt by K Auction of such written notice
and the Buyer Withdrawal Fee.
10.6	U nless otherwise agreed in writing between K
Auction and the Buyer, K Auction will only release
the lot(s) purchased by the Buyer to the Buyer or its
authorised representative in accordance with this
Clause 10.6. The Buyer shall collect, or procure the
collection of, the lot(s) purchased by him/her at his/
her risk and expense within seven calendar days
from, but not including, the date of the sale of the

282

lot(s), provided however, that K Auction shall not be
obliged to release any lot:

Auction because no bid matched or exceeded the
Reserve Price at such Auction, K Auction may;

10.6.1	until full payment of all amounts payable by
the Buyer to K Auction (for itself and/or on
behalf of the Consignor) pursuant to this
Clause 10 is duly received by K Auction; or

12.1.1	receive bids in writing for such After Sale
Lot subject to the relevant Reserve Price
(including the revised Reserve Price after the
sale); and

10.6.2	w ithout being provided with proof of
identity of the collector and (in the case
of an authorised representative) proof of
authorisation, satisfactory to K Auction.

12.1.2	accept the highest bid placed in accordance
with this Clause 12, provided however, that
K Auction shall not be obliged to accept
any bid if it deems, in its sole and absolute
discretion, that the relevant Bidder has not
provided all documents as may be requested
by K Auction pursuant to Clause 12.2 to its
satisfaction.

10.7	If agreed in writing between the Buyer and K
Auction, K Auction will arrange packaging, delivery
and transit insurance of the lot(s) purchased by the
Buyer at the Buyer's expense and risk. K Auction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damage to, or the
loss of, such lot during packaging and/or the transit
period of such lot, howsoever caused.
10.8	K Auction will keep the lot(s) sold in an Auction at no
charge until the expiry of seven calendar days from,
but not including, the date of the sale of such lot(s),
after which the lot(s) will be stored by K Auction at
the Buyer's risk. If the Buyer fails to collect any lot
within such time period regardless of whether such
failure is caused by K Auction's refusal to release
such lot due to not having received from the Buyer
the full amounts due from the Buyer to K Auction (for
itself and/or on behalf of the Consignor) in respect
of such lot or not having received proof of identity
and/or authorisation pursuant to Clause 10.6, the
Buyer shall pay to K Auction a daily storage charge
of KRW30,000 per lot.
10.9	If any lot is not collected by the Buyer or its
authorised representative within 21 calendar days
from, but not including, the date of the sale of such
lot for whatever reason, K Auction shall not be
liable for any damage to, or the loss of, such lot(s),
howsoever caused.

Article 11 Export and/or import licences
The Buyer shall be responsible for obtaining any relevant
export/import licences and/or permits (the "Licences")
required for the export/import of the purchased lot(s).
K Auction may, at the written request of the Buyer,
introduce to Buyer a shipper to assist in obtaining the
necessary Licences at the Buyer's expense and risk. K
Auction does not accept any responsibility whatsoever in
respect of such introduction. Denial of the Licences and/
or delay in obtaining the Licences in respect of any lot
shall not be a ground for the Buyer to cancel the sale of
such lot or refuse or delay payment of the full amounts
payable by the Buyer to K Auction (for itself and/or on
behalf of the Consignor) pursuant to Clause 10.
In particular, bidders bidding on the lots considered
to be traditional Korean relics and treasures must
fully understand the terms of Korea Cultural Heritage
Properties Protection Law, which prohibits exportation of
traditional Korean relics and treasures.

Article 12 Sale after the Auction
12.1	If any lot (an "After Sale Lot") is not sold in an

12.2	A Bidder shall, when placing bids for any After
Sale Lot, send to K Auction any supplementary
document as may be requested by K Action in
written notice from time to time within the time
specified by K Auction in such notice.
12.3	The sale contract for any After Sale Lot shall occur
on the date of the invoice from K Auction to the
Bidder notifying K Auction's acceptance of his/her
bid. The invoice will list the lot(s) purchased by the
Buyer, the Hammer Price, the Buyer's Premium,
VAT and/or any Buyer's Expenses, due from the
Buyer to K Auction (for itself and/or on behalf of the
Consignor).
12.4	Clauses 1, 2, 3, 6, 7.2, 7.3, 7.6 to 7.9, 7.11, 7.12, 8,
9, 10.2 to 10.9, 11, 13 to 19 of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relevant provisions in the Important
Notices shall apply in respect of the sale of any
After Sale Lot in accordance with this Clause 12 as
applicable and with the necessary amendments.

Article 13 N
 o representations, warranties and
liabilities
13.1	A C o n s i g n o r a n d / o r B i d d e r a g r e e s a n d
acknowledges that all statements in respect of
any lo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tatements on
authorship, title, medium and/or size, contained in
any Auction Catalogue and/or elsewhere in writing
or made orally by any of K Auction, its directors,
officers, employees and/or agents and/or the
Seller at any time, are statements of opinion and
not statements of fact. So far as is permitted by
law and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in this Clause 13, Clause 14 and/or Clause 15, all
representations, warranties, conditions, guarantees
and stipulations, express or implied, statutory,
customary or otherwise in respect of any lot are
and shall be expressly excluded (including, but
without limitation, warranties, conditions as to
title, rights to dispose, quiet possession, freedom
from encumbrances, merchantable or satisfactory
quality, fitness for purpose, description, size, quality,
attribution, authenticity, medium, provenance or
whether such lot is subject to copyright and/or
whether the Consignor and/or the Buyer acquires
copyright in such lot).
13.2	So far as is permitted by law, the lots shall be sold
on an "as is" basis as at the time of sale of the lots
(whether or not the Buyers are in attendance in

person at the Auction). Descriptions in the Auction
Catalogue and/or elsewhere may on occasion
make reference to particular defects or deficiencies
of a lot but the absence of any such description in
respect of any lot shall not mean that such lot is
without defects or deficiencies. The Bidder shall be
responsible for conducting his/her own research
and satisfying himself/herself of the condition of
the lo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amage and/
or restoration of the lots and in respect of any
entries provided in the Auction Catalogue and/or
elsewhere. K Auction will only accept a bid from a
Bidder in respect of a lot on the assumption that the
Bidder has satisfied himself/herself of the condition
of such lot and in respect of any entries provided in
the Auction Catalogue and/or elsewhere.

14.4	In the event that there is a dispute between the
Buyer and K Auction in respect of the grounds of
the Buyer's claim under the Limited Warranty, K
Auction may require the Buyer to obtain, at the
Buyer's expense, written opinions of two experts in
the field mutually acceptable to K Auction and the
Buyer. K Auction shall not be bound by such written
opinions provided by the Buyer and may seek
additional advice from other experts in the field at its
own cost.

13.3	S o far as is permitted by law and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in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neither K Auction nor
the Seller shall be liable to any Consignor, Bidder or
Buyer for:

14.5.2	the catalogue description, sale room notice
or K Auction official website indicated
that there were possibilities of dissenting
opinion(s) from scholar(s) or a group of
experts on the relevant Headline; or

13.3.1	errors or omissions in information, whether
oral or written, provided by any of K Auction,
its directors, officers, employees and/or
agents and/or the Seller, howsoever caused;

14.5.3	the breach of the Limited Warranty can be
proved only by means of either a scientific
process not generally accepted for use until
after publication of the relevant Auction
Catalogue or a process which at the date of
publication of the relevant Auction Catalogue
was unreasonably expensive or impractical
or likely to have caused damage to the lot.

13.3.2	acts or omissions by any of K Auction, its
directors, officers, employees and/or agents
and/or the Seller in relation to the conduct of
any Auction and/or for any matter relating to
the sale of any lot, howsoever caused.

14.5	The Buyer shall not be entitled to claim under the
Limited Warranty in respect of any lot if:
14.5.1	the relevant Headline corresponded to the
generally accepted opinion of scholars or
experts at the time of the sale of such lot;

Article 14 Limited Warranty

14.6	In the case of a breach of the Limited Warranty in
respect of a lot, K Auction shall cancel the sale of
such lot and refund to the Buyer the Purchase Price
paid by the Buyer in relation to the lot.

14.1	In respect of any lot, K Auction warrants that the
headline printed in BOLD BLACK in respect of such
lot on the first line in the Auction Catalogue (the
"Headline") (as may be amended by any sale room
notice displayed in the auction hall or K Auction
official website during the relevant Auction Period)
is true and accurate as at the date of the sale of
such lot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e Auction
Catalogue (as may be amended by any sale room
notice displayed in the auction hall or K Auction
official website during the relevant Auction Period)
(the "Limited Warranty").

14.7	In the event of a breach of the Limited Warranty
in respect of a lot, the Buyer's sole and exclusive
remedy against K Auction and/or the Seller shall
be the cancellation of the sale and refund of the
Purchase Price paid by the Buyer for such lot.
Neither K Auction nor the Seller shall be liable for
any special, indirect, consequential los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oss of profits or loss of interest.
For the avoidance of doubt, K Auction shall not
be liable to pay any interest or indemnify any loss
incurred as a result of any foreign exchange rate
fluctuation or otherwise.

14.2	K Auction shall not be liable for breach of the
Limited Warranty in respect of any lot unless a Claim
Letter (defined below) in respect of such lot is given
by the Buyer to K Auction in accordance with this
Clause 14 before the expiry of three years from, but
not including, the date of the sale of such lot (the
"Warranty Period").

14.8	The Buyer shall not assign or transfer the benefits
of the Limited Warranty. Unless agreed in writing
between K Auction and the Buyer, only the Buyer of
the relevant lot as shown on the invoice issued by K
Auction shall be eligible to claim under the Limited
Warranty, provided that such Buyer must have
remained the owner of the lot without disposing of
any interest in it to any third party.

14.3	Subject to Clause 14.2, any Buyer wishing to claim
under the Limited Warranty in respect of any lot
shall (i) send to K Auction a letter (the "Claim Letter")
stipulating the date of the sale of such lot, the lot
number and the grounds for his/her claim under the
Limited Warranty within three months from, but not
including, the date on which he/she became aware
of a possible/actual breach of the Limited Warranty;
and (ii) return to K Auction the relevant lot in the
same condition as at the time of the sale of such lot.

Article 15 Limited Liability
15.1	W ithout prejudice to Clauses 13 and/or 14 above,
a Bidder's or Buyer's sole and exclusive remedy
to any claim made by it against K Auction and/
or the Seller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s with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in respect of any lot shall be damages up to the

Purchase Price of such lot. Neither K Auction nor
the Seller shall be liable for any special, indirect,
consequential los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oss of profits or loss of interest. For the avoidance
of doubt, K Auction shall not be liable to pay any
interest or indemnify any loss incurred as a result of
any foreign exchange rate fluctuation or otherwise.
15.2	Nothing under these Auction Terms shall exclude or
limit K Auction's liability in respect of any fraud, death
or personal injury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any action or inaction by any of K Auction, its
officers, employees and/or agents in relation to the
conduct of any Auction and/or sale of lots.

Article 16 A
 mendment to these Auction Terms
and the Auction Catalogue
16.1	K Auction may, at any time, and in its sole and
absolute discretion, amend the provisions of these
Auction Terms and any such amendments shall be
posted on the first page of K Auction official website
for a period commencing seven calendar days
prior to, and ending one calendar day prior to, the
effective date of such amendments.
16.2	K Auction may, at any time, and in its sole and
absolute discretion, amend any information in an
Auction Catalogue and/or elsewher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mportant Notices and any such
amendments shall be posted in a sale room notice
or K Auction official website during the relevant
Auction Period.

Article 17 Data Protection
17.1	Consignors, Prospective Bidders, Bidders and/or
Buyers may be required to supply personal data in
connection with placing bids for, and purchasing
of, lots at the Auction. All personal data may be
used for the following purposes: (ⅰ) all matters
connected to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K
Auction's business and the marketing and supply of
K Auction's services; (ⅱ) the transfer of such data
to any place in and outside of Korea; and/or (ⅲ) any
purpose relating to or in connection with compliance
with any law, regulation, court order or order of a
regulatory body.
17.2	A ll personal data will be kept confidential but,
subject to the provision of any applicable law, may
be disclosed to or used by any of the following
companies or persons, whether in or outside of
Korea: (ⅰ) K Auction and/or any of its branches,
subsidiaries, holding company, associated
companies or affiliates of, or companies controlled
by, or under common control with, K Auction
(each an "Affiliate") (together the "Group"); (ⅱ) any
director, officer or employee of the Group, but only
when carrying out the business of the Group; (ⅲ)
any agent, contractor, third party service provider
or other person authorised by the Group to provide
administrative, telecommunications, computer
or insurance, shipping, or any other services to
the Group in connection with the operation of its
business; (ⅳ) credit reference agencies an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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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동의] ㈜케이옥션은 미술품경매 등과 관련하여 ㈜케이옥션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본인
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vent of default, debt collection agencies; (ⅴ) any
other person under a duty of confidentiality to the
Group; and/or (ⅵ) any person to whom the Group
is under an obligation to make disclosure under the
requirements of any law, regulation, court order or
order of a regulatory body.
17.3	In general, and subject to certain exemptions,
Consignors, Prospective Bidders, Bidders and/
or Buyers shall be entitled to: (ⅰ) request access
to his/her personal data, which shall be provided
within 40 days; (ⅱ) request the correction of his/her
personal data, which shall be made within 40 days;
and/or (ⅲ) be given reasons if a request for access
or correction is refused or unable to be complied
with within 40 days.
17.4	A ny request for access to and/or correction of
Consignors, Prospective Bidders, Bidders and/or
Buyers' personal data, or for information regarding K
Auction's data protection policies and practices and
the kinds of personal data K Auction hold, shall be
sent to K Auction in accordance with Clause 18.6.
K Auction will have the right to charge a reasonable
fee for the processing of any data access request.
17.5	If a Consignor, Prospective Bidder, Bidder or Buyer
is a corporate entity, K Auction shall not use the
personal data of such entity's data subjects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purposes for which such
entity notified its data subjects at the time of the
collection of the data by such entity or a purpose
directly related to that purpose (except where K
Auction has obtained the written consent of the data
subject). The corporate prospective Bidder, Bidder
or Buyer by signing the relevant registration form,
confirms that (ⅰ) it has notified its data subjects that
their personal data may be used for the purposes
specified in Clause 17.1 and (ⅱ) it agrees to
indemnify K Auction in relation to any loss or damage
suffered by K Auction as a result of its failure to notify
its data subjects as set out in (ⅰ)above.

Article 18 Miscellaneous
18.1	In the case of any failure by the Buyer to pay to K
Auction any amount due to it (for itself or on behalf of
the Consignor) by the relevant due date, an interest
of up to 2% per month (as determined from time to
time by K Auction in its sole and absolute discretion)
shall accrue to the default amount on a daily basis
from, but excluding, the date such payment is due
to, and including, the date of actual payment of the
default amount and any interest accrued.
18.2	A ny and all payments due under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shall be payable
in Korean Won. If the Buyer and K Auction agrees
in writing for the Buyer to pay any amount due to K
Auction (for itself and/or on behalf of the Consignor),
or for K Auction to pay any amount due to it, in any
currency other than Korean Won, the Buyer shall
be liable to pay any currency cos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bank commissions and/or charges
incurred by K Auction in converting the Korean Won
amounts into such other currency. Any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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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ion shall be determined by K Auction based
on the rate for Korean Won provided by Seoul
Money Brokerage Service on the date of payment
or the specific date determined by K Auction and K
Auction's decision as to such rate will be conclusive.
For the avoidance of doubt, K Auction shall not be
liable to indemnify any loss incurred as a result of
any foreign exchange rate fluctuation or otherwise.
18.3	Any and all payments under these Auction Terms
and/or Important Notices shall be made in cash or
equivalent, including electronic remittance, cashier
cheques and/or bank money orders in good cleared
funds and in accordance with the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In respect of
any payment under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if the payment due date is
not a Business Day, then the immediately following
Business Day will be deemed to be the payment
due date.
18.4	A ll sums payable by the Buyer to K Auction are
exclusive of any relevant tax owed by the Buyer. The
Buyer shall be responsible for paying such tax at the
rate and time as required by the relevant law.
18.5	If any part of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is found by any court to be
invalid, illegal or unenforceable, that part may be
discounted and the rest of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shall continue to be
valid and enforceable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18.6	All notices, requests, claims, demands and other
communications to K Auction under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shall be in
Korean or English in writing and shall be given or
made (and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duly given
or made upon receipt) by delivery in person, by
courier service, by facsimile with receipt confirmed
(followed by delivery of an original via registered
mail), by email with receipt confirmed by K Auction
(followed by delivery of an original via registered mail)
or by registered mail to K Auction at the following
address:
K Auction Inc.
Art Tower, 23, Eonju-ro 172-gil, Gangnam-gu,
Seoul, 06017, South Korea
Tel 82.2.3479.8888
Fax 82.2.3479.8800
Email art@k-auction.com
	Notices to Consignors, Bidders and Buyers shall be
addressed to the address or email address specified
by them in the relevant registration form.
18.7	T ime shall be of the essence of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both as regards
any dates, times and periods mentioned and as
regards any dates, times and periods which may
be substituted for them in accordance with these
Auction Terms or by agreement in writing between
the parties.

18.8	N o waiver by or on behalf of K Auction of any
requirement of or any rights under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shall release
any other party(ies) from the full performance of its/
their remaining obligations under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No single or
partial exercise of or failure or delay in exercising, on
the part of K Auction, any right, power or remedy
under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or the granting of time by K Auction shall
prejudice, affect or restrict the rights, powers and
remedies of K Auction under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nor shall any waiver
by K Auction of any breach of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operate as a waiver of
or in relation to any subsequent or any continuing
breach of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18.9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as amended from time to time in accordance with
these Auction Terms set out the entire agreement
and understanding between the parties relating to
the subject matter hereof to the exclusion of any
terms implied by law which may be excluded by
contract and supersedes any previous written or
oral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n relation to
the matters dealt with in these Auction Terms and/
or the Important Notices as amended from time
to time in accordance with these Auction Terms
(except in respect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Consignor and K Auction against each other in
relation to the consignment of lots by the Consignor
to K Auction which shall be regulated by the relevant
Consignment Agreement). It is agreed that no party
has been induced to enter into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by any representation,
warranty or undertaking not expressly incorporated
in. 18.10 In the case of any ambiguity or discrepancy
between the English, Chinese and/or Korean version
of these Auction Terms, the Korean version shall
prevail.

▒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회원가입 및 관리, 경매위탁 및 낙찰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 필수사항을 서면
(회원가입신청서, 응찰등록신청서, 위탁계약서, 도록서비스신청서) 또는 인터넷 회원가입을 통해 수집
하고 있으며,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합니다.
• 회원관리(본인여부확인, 불량회원의 부정이용방지,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 / 서비스 제공, 경매응
찰 및 낙찰, 약관의 이행, 미술품 위탁계약의 이행 /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원가입시 가입일로부터 탈퇴 후 한달 이내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회원가입, 경매참여, 작품위탁, 경매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ᄆ  동의함                  ᄆ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미술품운송업체)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미술품운송업체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미술품 및 물품 운송

제공하는 정보

성명, 휴대폰번호, 주소, 구매(낙찰)작품 혹은 물품 정보, 위탁작품 혹은 물품정보

제공받는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배송완료 후 7일 이내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ᄆ  동의함                  ᄆ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에 명시된 모든 개인정보 수집·이용(필수)에 전체 동의합니까?              ᄆ  동의함                  ᄆ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선택적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선택동의]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의 선택적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회사는 회원가입 신청자 / 응찰등록 신청자 / 도록서비스 신청자에 대하여 작품운송, 마케팅 활용 등을
위하여 이용합니다.

수집·이용할 항목

직업, 직장명, 직장주소, 배송주소, 미술관심분야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갤러리현대, 현대화랑㈜, 아트큐브플러스㈜, ㈜케이옥션온라인, ㈜다영, ㈜원일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우편물 및 홍보물 발송, 마케팅관련 정보 전달, 신규서비스

Article 19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제공하는 정보

성명, 휴대폰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구매(낙찰)작품 혹은 물품 정보, 위탁작품 혹은 물품정보

These Auction Terms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Korea.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hall have
exclusive jurisdiction to settle any disputes which may
arise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and the parties to these
Auction Terms (except K Auction) irrevocably submits to
the jurisdiction of such courts and waive any objection to
proceedings in any such court on the ground of venue
or on the ground that proceedings have been brought
in an inconvenient forum. K Auction shall have the right
to bring proceedings in any court other than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All Consignors, Bidders and Buyers
irrevocably consent to the service of process or any other
documents in connection with proceedings in any court
by facsimile transmission, delivery in person, delivery by
mail or in any other manner permitted by Korean law, at
the law of the place of service or the law of jurisdiction
where proceedings are instituted, at the last address
of the Consignors, Bidders or the Buyers known to K
Auction or any other usual address.

제공받는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서비스 제공 완료 후 한달 이내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업계정보, 전시정보, 작품운송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하셨더라도 당사 홈페이지 또는 당사에 전화하여 철회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ᄆ  동의함                  ᄆ  동의하지 않음

▒ 당사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정보이용
목적

회사 또는 회사제휴사의 서비스 정보제공 / 사은품, 기타 홍보/마케팅 자료

귀하는 위와 당사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자료로 이용하는데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경매정
보 제공서비스, 경매일정 안내, 경매이력조회 등의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케이옥션의 홍보/마케팅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합니까?
ᄆ  동의함 [ 모두 동의(     )  |  SMS문자(     ) / 전화(     ) / 이메일(     ) / 주소(     ) ]                            ᄆ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에 명시된 모든 개인정보 수집·이용(선택)에 전체 동의합니까?             ᄆ  동의함                  ᄆ  동의하지 않음
이름(신청인) / 전화번호

날짜 / 서명

B i d d e r R e g i s t r at i o n F o r m

케이옥션
K Auction Inc.
(Company Registration No. 101-86-17910)

Auction Details
Written Bid

Auction Date

Telephone Bid

Tel 82  . 2.3479  . 8888 | Fax 82  . 2.3479 . 8800 | E-mail info@k- auction.com
Postal Address 1Fl. Art Tower, 23 Eonju-ro 172-gil, Gangnam-gu, Seoul, 06017, Korea
Official Website www.k- auction.com

Name of K Auction Staff * 케이옥션 담당자

* K Auction Staff in charge should check, confirm and copy Photo ID or passport and/or all necessary personal and credit documents of perspective bidders.
Bidder's Details
Name

Email Address

* 이름 / Company Name * 법인명

Date of Birth
Mobile No.

Company Registration No.

* 생년월

Telephone No.

* 휴대전화번호

Postal Address

* 사업자번호
Fax No.

* 주소

Lots for Written Bid and/or Telephone Bid
Lot Number

Maximum Bid Price in KRW

Description

(excluding Buyer's Premium) for Written Bid

Declarations
I request K Auction, without legal obligations of any kind on its part,
to bid the Lots above up to the Maximum Bid Price. I understand
that K Auction staff will attempt to execute a written bid at the
lowest possible price taking the Reserve Price into account and
subject to the Maximum Bid Price. I understand that K Auction
provides this service for the convenience of myself and that K
Auction will not be held responsible for failing to execute bids.

I understand that if I have signed up for both Written Bid and
Telephone Bid, once the telephone line is disconnected, K Auction
staff will attempt to execute bids up to Maximum Bid Price. I
understand that if identical written bids are received for the same
Lot, the written bid received first by K Auction will take precedence.

어떠한 법적 의무를 부과함 없이, 본인은 케이옥션이 해당 경매물품에 대하여 최대응찰

케이옥션 담당자가 최대응찰가격 한도 내에서 서면응찰 실행을 노력할 것임을 이해합니

가격(Maximum Bid Price)까지 응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인은 케이옥션의 담당자가

다. 동일한 경매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응찰가의 서면응찰이 접수된 경우 K옥션에 먼저

최대응찰가격 한도 내에서 내정가를 감안하여 최대한 낮은 가격에 서면응찰 실행을 노력

접수된 서면응찰이 우선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할 것임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케이옥션이 본인의 편의를 위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

I have read and understood this form, "Auction Terms" and "Important
Notices" in the Auction Catalogue and agree to be bound by them.

하는 것이며 케이옥션은 응찰 실행의 실패에 대해 책임 지지 않을 것임을 이해합니다.

I understand that if my bid is successful, the Purchase Price
will be the sum of the Hammer Price and the Buyer's Premium.

본인은 경매물품이 낙찰된 경우, 경매물품의 구매가는 낙찰가와 구매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임을 이해합니다. 서면응찰과 전화응찰을 모두 신청한 경우 전화 연결이 안되면

본인은 경매도록에 기재된 본 양식, 경매약관 및 유의사항을 읽었고 이해했으며 그에 따
를 것에 동의합니다.

케이옥션 오프라인 경매 참가를 위해 본 응찰등록서를 작성 후 케이옥션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IPIN 본인인증문서나 본인 확
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Date (Day/Month /Year )

Signature
Lot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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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경매 기간 동안 온라인 경매를 통해
처음 낙찰 받는 고객분께

2017 케이옥션 달력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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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06일 (화)

12월 07일 (수)

-

12월 13일 (화)

12월 14일 (수)

-

12월 2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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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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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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