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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미술 시장 생태계의 유통자로서 경매의 주요 역
할과 책임이 산업적 관점에서 동태적으로 변화한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세계 경매 시장을 주도하는 ‘소더비(Sotheby’s)’ 미
술품 경매 회사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각 시대별로 분수령이 되는 주요 경
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서구 현대 미술 시장사를 연구하여 그 속에서
경매가 미술 시장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미술 시장은 중세부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다. 후원자를 중심으
로 형성된 하이엔드(high-end) 시장과 그 틈새에서 길드(guild)와 판드
(pand) 로 나뉘어 성장한 대중 시장, 아방가르드 미술의 탄생과 함께 작가,
화상, 수집가, 비평가, 경매 회사 등이 네트워크를 이루며 발생한 본격적인
미술계와 미술 시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다. 이후 20세기
에는 경매의 활황에 힘입어 동시대 미술 시장이 부상하기 시작했고, 미술
시장은 비평과 기획을 넘어 미술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
용했다. 이후 21세기 미술 시장의 성공은 정점을 향했으며, 시장이 성취한
성공은 서구에서 동양으로까지 확장되었다.
모든 예술은 자연의 영역이 아닌 문화적 구조물이기에 지속적으로
재정의되고 재구조화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술은 본질적으로 역사적
산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예술의 사회적·경제적 부분을 논하는 시장을
연구할 때 역시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미술 시장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 고찰보다는
현시점에 대한 분석의 비중이 높다. 미술 사조나 작가에 대한 연구는
그들과 연관된 시장과는 무관하게 행해져 왔고, 미술사는 시장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 미술 시장에 대한 연구는 작가와
작품세계, 미술 양식, 미술 운동의 역사와 더불어 당시의 시대 상황과 소비,
경제적 가치, 화상, 수집가와 같은 작가 외의 당시 미술계 주요 인물의
역할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미술사 연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미술 시장의 연구는 예술과 경영이 융합된 새로운 분야이다. 따라서 사료의
탐색을 통한 역사적 관점에서 미술 시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경매의 역할 변화와 시장의 기여도를 연구하는 것은 미술사적 그리고 미술
시장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생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술 시장과 경매를 역사적으로 고찰한 부분과 미술 시
장에서 소더비를 중심으로 한 경매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한 두 부분으로 나
뉜다. 본문은 미술품 경매의 탄생, 경매의 역할 확립, 경매의 발전이라는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경매의 탄생 부분은 경매 제도의 기원과 유럽
미술 시장이 형성된 배경을 제시했다. 두 번째, 경매의 역할 확립 부분에서
는 미술 시장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를 정의하고 이 중 유통자로서의
경매의 역할을 살펴보며, 경매의 구조와 절차를 소더비를 중심으로 분석했
다. 이어 경매가 명품 미술품 유통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존의 거
래되지 않던 동시대의 생존 작가의 시장까지 유통 플랫폼을 확장하며, 특정
미술사조의 발전에 영향을 끼친 과정을 분석했다. 세 번째, 경매의 발전 부
분에서는 20세기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한 미술품 경매가 21세기에 이르러
유통 구조적, 지역적인 면에서 새롭게 영역을 확장 및 발전하는 과정을 다
루었다.
본 연구는 미술사적 사실을 근거로 소더비 경매의 전개 과정과 분
수령이 되는 주요 경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미술 시장 생태계에서 유통자
로서의 경매의 주요 역할과 책임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탐구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경매의 역할 변화를 정의한
다. 미술품 경매는 첫째, 단순한 유통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고급화된 경매
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둘째, 미술품 경매는 특정 미술 사조의 시장의 발전
과 확산에 기여했다. 셋째, 미술품 경매는 1차 시장과 2차 시장의 경계를
넘어 시장의 유통 구조를 변화시키며 미술 시장의 확장과 발전을 이루어냈
다. 넷째, 미술품 경매는 시장의 유통 구조적 혁신을 도모함으로써 예술가
의 지위 향상에 기여했으며, 이를 통해 미술과 대중과의 거리감을 좁히면서
저변을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경매는 미술 시장의 지역적 확산과 세계화를

주도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중심에서 당대 사회의 현실을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하며 미술 시장을 확장시켰다.
미술품 경매는 미술 시장에서 독특한 체계를 형성하고 중추적인 역
할을 수행하며 발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술계 안팎에서는 그 본질적 기
능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편견이 내재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수세기에 걸
쳐 진행된 예술의 창작과 유통은 시장의 다양한 메커니즘에 의존하며 발전
되었고, 미술품 경매는 각 시대에 따라 그 역할을 변화하며 미술 시장의 지
속적인 확산과 발전에 기여했음을 소더비의 시대별 주요 경매에 대한 분석
으로 입증했다. 미술품 경매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미술 시장 구성체의 자발
적인 참여를 통하여 발전해왔고, 미술 시장의 상황에 맞춰 자연스럽게 진화
하여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유통자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이에 따
른 역기능을 극복해 나간다면 미술 시장의 확장과 발전에 지속적으로 도모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미술품 경매, 미술 시장, 미술품 경매의 역할, 미술품 경매의 역사, 소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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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0세기 이후 미술 시장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요소는 경매의 활황
이다. 경매로 인해 미술품 거래는 과거 음성적이고 비표준화적인 특성을 지
닌 유통 방식에서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유통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미술
작품을 향한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미술 시장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여 왔다. 미술품 경매는 미술 시장은 물론이고 미술계, 그리고 더
나아가 미술사에 영향을 미쳤다. 최초의 설립 이래 미술품 경매는 20세기까
지 중개인으로서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했다. 하지만 21세기의 경매는
예술가의 명성을 새롭게 창조하거나 붕괴시킬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한다.
철학가

데이비드

로도윅(David

Norman

Rodowick)은

칸트

(Immanuel Kant) 이래로 형성된 미적 관념을 현대적 관념으로 재해석한
논문에서 하나의 이미지를 제안한다. 옛 거장의 그림 두 점이 놓여 있는
공간에 ‘소더비(Sotheby’s)가 1744년 설립되었음’이라고 쓰여 있으며, 매
초 달러, 파운드, 프랑, 마르크, 리라, 엔화로 바뀌는 기호가 작업의
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는 이 이미지에 대한 표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디디 브룩스(DeDe Brooks)가 직접 입찰하다: 소더비 사장은
자신의 경매장이 예술을 위한 증권 거래소가 되길 원한다.”1) 로도윅은 이
논문을 통해 당시 그의 시대가 미적 시대의 마지막 단계에 놓여 있음을
지적하며, 미술사의 제도적 발전에 깊이 새겨진 근본적인 아이러니, 즉
경제가 미학이라고 불리는 것을 점유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미술의 창조 이래 지속적으로 공생해 온 미술과 시장의 불가분의
관계를 강조한다. 미술 시장에서는 작품의 창조와 지속적인 소비, 긴

1) David Norman Rodowick, “Impure Mimesis or the Ends of Aesthetic”, in Peter Brunette
and David Wills ed., Deconstruction and Visual Arts: Art, Media, Architec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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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를 걸쳐 형성되는 미술 양식의 발전과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미술품
판매가 동시에 발생한다. 특히 수공업적 판단 기준 적용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미술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일어나는 현대 미술계에서 미술
작품의 가치를 정의하는 작업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내재해있다. 여기서
경매를 중심으로 한 시장은 단순히 미술 작품의 소비와 공급을 주관하는
기구로서의 기능을 넘어 미술 작품을 평가하는 중심에 존재한다.
본 연구는 미술 시장 생태계에서 유통자로서의 경매의 주요 역할과
책임이 산업적 관점에서 동태적으로 변화한 과정과 경매가 미술 시장의
확장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세계 경매 시장을 주도하는 ‘소더비’ 미술품 경매 회사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주요 경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서구 현대 미술 시장사를
탐구한다. 더불어 미술 시장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체를 정의하고,
이들의 역할 중 유통자로서의 경매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현 미술
시장의 발전에 경매가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미술품의
상업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비판받는 미술품 경매 제도가 궁극적으로 미술
작품의 가치의 형성에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고,
시장을

이끄는 주역이

되었으며,

시장의

역동성에

영향을

끼쳤는지

역사적인 흐름을 통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위해 소더비가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각 시대별로 분수령이 되는 주요 경매를 선택하여 경매의
역할과 의의를 분석한다.
이 연구가 다른 연구와 차별화되는 점은 ‘미술 시장’에 관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경제학적 관점의 연구가 아닌 역사적 통찰을
통한 경매의 미술 시장 생태계에서의 역할 분석이라는 점이다. 미술품
경매는 미술 시장은 물론이고 미술계, 그리고 더 나아가 미술사에 영향을
미친다. 경매 회사, 미술관, 작가, 화랑, 아트 페어, 수집가가 협력하여
전략적인 마케팅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한다면 특정 작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역사적 양식과 예술 운동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신화
판매로 정의할 수 있는 상품 그 자체의 본성을 부각해야 하는 예술 작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매우 특별하다. 이는 고유한 본질적 가치를 내재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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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자체를 마케팅하는 것은 다른 상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이다. 미술 경매의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와
미술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저하시킨다는 예술의 시장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되어 왔으나, 현대 미술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술 시장을 역사적 흐름 속에서 심도 깊게 탐구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현대

미술계에서

경매

회사는

소더비와

크리스티(Christie’s)로

대표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두 경매 회사 중 소더비의 역사에 집중
한다. 그 주된 이유는 역사적 관점에서 소더비의 발전 과정과 행보가 더
의미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20세기

초기 소더비가

당시로써는

혁신적인 경매를 개최하며 이루어낸 독보적인 성과는 경매 역사에 영향을
미친 주요 발전적 양상이며, 이전의 도매상으로서의 경매가 아닌 고가의
미술품을 거래하는 현대 경매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한 것은 소더비의
가시적인

성과이다.

소더비는

미술품

경매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선도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했다. 런던을 기반으로 성장한
두 회사 중 소더비가 크리스티보다 먼저 미국 시장의 잠재성을 감지하고
뉴욕으로 진출해서 시장을 확장시켰으며, 크리스티가 그 뒤를 이었다.
아시아의 미술 작품에 주목하여 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 역시 소더비가
먼저 시도했으며, 생존해있는 동시대 작가의 작품을 경매에서 거래하는
시도 또한 소더비에서 시작했다. 또한 생존하고 있는 단일 작가의 신작을
화랑이 아닌 경매를 통해 최초로 발표했다. 20세기 경매사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경매는 모두 소더비에서 먼저 진행된 것이다. 비록 이러한
시도가

모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도를 하며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저변을 확장시킨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분석할 4개의 경매는 미술품 경매의 역사에서
분수령이 되는 경매로, 소더비의 이러한 초석이 없었다면 현재 동시대
미술품 경매의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크리스티 외 타 경매
회사의 발전 여부 역시 불투명하다. 따라서 소더비에서 시도했던 분수령이
되는

주요

경매를

분석하여

경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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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시장에

기여한

부분을

연구함으로써 앞으로의 미술품 경매의 향후 발전 방안과 가능성을 전망해
볼 수 있다.

2. 선행 연구와 연구의 구성
현대 미술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미술 시장 관련 연구는 현재까지 첫째, 사료에 기반한 미술
시장의 역사 연구와 둘째, 각종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장의 메커니즘과
관계를 증명하는 경제학적 연구, 셋째, 시장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미술 시장 관련 박사 학위
논문은 약 13편이다[표 1].

[표 1] 미술 시장 관련 국내 박사 학위 논문

발표된 국내의 박사 학위 논문을 살펴보았을 때, 사료에 기반한
연구로는 개항기에서 일제 식민지 시기에 이르는 약 70년 동안 한국에서
근대적 성격의 미술 시장이 어떻게 생성되고 발전해 왔는지 고찰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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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미술 시장 형성사 연구’2)와 경매의 사회적 위상 변화 및 부상의
배경과 원인을 검토한 ‘미술 시장과 미술품 경매에 관한 연구: 경매의
사회적 역할을 중심으로’3) 등이 있다. 하지만 현대 미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경매에 대한 역사와 시장에서의 경매의 역할 변화, 그리고 시장의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
데이터 분석을 통한 연구로는 미술 작품에 대한 헤도닉(hedonic)
가격 모형과 품질 조정 가격 지수 모형을 도입하여 미술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나 거래 비중이 큰 회화 시장을 대상으로 미술품
가격 모형을 추정하여 가격 결정 요인을 파악하고 미술품의 가격 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모색한 ‘한국 미술품 가격 결정 요인과 가격 지수에 관한
연구’4),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주요 14개 경매 회사에서 낙찰된
회화 작품 가격을 분석해서 가격 지수를 만들고 이를 연구한 ‘한국 근현대
회화의 경매 가격 분석에 의한 가격 지수 연구: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한국 경매 시장을 중심으로’5)와 현재까지 개념적 구조로서 설명되던 조각품
시장의 양분화 현상을 경매 데이터와 건축물 미술 작품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증 분석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 특정 가격 모형을
바탕으로 국내 조각품 가격의 결정 요인을 설명하는 ‘헤도닉 모형을 이용한
조각품 가격의 결정 요인 분석: 경매 시장과 건축물 미술 작품 시장을
중심으로’6)등이 있다.
시장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로는 경영학 분야와의 학제
간 연구를 기반으로 미술 시장을 미래지향적인 구조로 유도할 수 있는
체계와 방안을 미술 시장의 경제적 특성 규명과 구성요소의 현황을 통해
조사하고, 미술 시장의 브랜드 현상을 실증 분석한 ‘갤러리 브랜드와 만족
패러다임 중심으로 본 미술 시장 활성화 방안’7)이 있다. 또한 미술
2) 손영옥, 「한국 근대 미술 시장 형성사 연구」, (박사학위논문 , 서울대학교, 2015).
3) 정윤아 , 「미술 시장과 미술품 경매에 관한 연구: 경매의 사회적 역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16).
4) 권상춘 , 「한국 미술품 가격 결정 요인과 가격 지수에 관한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원
대학교, 2007).
5) 김영석 , 「한국 근현대 회화의 경매 가격 분석에 의한 가격 지수 연구: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한국 경매 시장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 홍익대학교 , 2015).
6) 이진화 , 「헤도닉 모형을 이용한 조각품 가격의 결정 요인 분석 : 경매 시장과 건축물
미술작품 시장을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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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가격 결정 시 작용해 왔던 변수를 이용하여 가격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화랑과 경매 회사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 ‘한국 미술품 유통 시스템의 실태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8), 그리고
‘미술 산업 과세의 현안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9) 등이 있다. 이 외 미술
시장 관련 연구로는 미술 작품의 유통 환경 개선을 위한 전시 시스템 경영
전략 연구10)와 온라인 미술품 경매 시스템에 관한 연구11), 미술품 구매
목적에 따른 소비자 유형에 관한 연구12), 시장에서 여성 작가 작품의 가격
차별화에 관한 연구13), 작가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미술품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14) 등이 있다.
국외의 미술 시장과 역사를 접목시킨 연구는 시대별로 상이하다
[표 2]. 서구의 미술 시장은 유럽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는데 초기 시장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네덜란드

미술

한정적이다.

시장에

대한

15세기에서 17세기 당시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론

발달했던
캠벨(Lorne

Campbell)과 존 마이클 몬티아스(John Michael Montias)가 있다. 캠벨은
15세기와 16세기 네덜란드 미술 시장에 대한 조사를 1976년 발표했다.15)
예일(Yale) 대학교의 경제학자 몬티아스는 1980년대 17세기 델프트와
암스테르담 지역을 중심으로 네덜란드 회화에 대하여 길드(guild)와 관련된
아카이브 자료를 통하여 경제학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하였는데 그의 연구는
‘몬티아스 혁신 논지(Montias Innovation Thesis)’로 평가된다.16) 그는
7) 김성희, 「갤러리 브랜드와 만족 패러다임 중심으로 본 미술 시장 활성화 방안」,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04).
8) 송진영 , 「한국 미술품 유통 시스템의 실태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 」, (박사학위논문 , 조선
대학교, 2014).
9) 이재경, 「미술 산업 과세의 현안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3).
10) 김정임, 「미술 작품의 유통 환경 개선을 위한 전시시스템 경영전략 연구 」, (박사학위
논문 , 중앙대학교 , 2007).
11) 남윤오 , 「온라인 미술품 경매 시스템에 대한 연구: 미술품 경매의 역사 및 사례 연구와
온라인 미술품 경매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 (박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2009).
12) 정영숙, 「미술품 구매 목적에 따른 미술 소비자 유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추계예술대학교, 2014).
13) 주연화, 「An Empirical Study on Price Discrimination against Works Produced by Female
Artists」, (박사학위논문 , 서울대학교 , 2016).
14) 지상범 , 「작가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미술품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추계예술대학교, 2017).
15) Lorne Campbell, “The Art Market in the Southern Netherlands in the Fifteenth Century,”
The Burlington Magazine, Vol. 118, No. 877 (April 1976), pp. 18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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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단화와 같은 당시의 주요 회화의 제작하는 생산 방법에 대한 혁신적
발전이 미술품의 상품화를 초래하는 바탕이 되었고 네덜란드 회화를 새로운
장르로 이끄는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했다. 미술 시장이라는 주제의 특성상
학제 간 협업 아래 이루어진 연구도 발표되었다. 그중 얀 드 브리스(Jan de
Vries)와 데이비드 프리드버그(David Freedberg)의 합동 연구는 시장을
비롯한 유럽 미술사를 다양한 각도에서 면밀히 조사했다.17)

[표 2] 미술 시장 관련 국외 연구

미술 시장에 대한 미술사적 연구는 한정되어 있지만, 미술 시장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는 국외에서 지속해서 발표되었다. 미국의 경제학자

16) 이와 관련한 몬티아스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 “Art Dealers in the Seventeenth Century
Netherlands”, Simiolus 18, (1989), pp. 244-266. / “Cost and Value in Seventeenth Century
Dutch Art”, Art History 10 (1987), pp. 455-466. / Artists and Artisans in Delft: A
Socio-Economic Study of the Seventeenth Centu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2).
17) David Freedberg and Jan de Vries, eds., Art in History, History in Art: Studies in
Seventeenth-Century Dutch Culture, (Santa Monica: Getty Center for the History of Art and
the Humanities,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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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그램프(William Grampp)는 시각 예술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미시 경제학을 사용하여 주요 예술가의 작품 가격이 작가에 대한 학계의
비판적인 판단과 연관되어있다는 경험적 연구를 발표했다.18) 그는 경제적
가치와 미적 가치가 일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시장과 학술적 연구가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미술 작품에 대한 그램프의 경제학적 가치는
그가 정의하는 미적 가치를 바탕으로 창조되었는데, 이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존재한다.

문화예술

스위스의

경제학계의

경제학자

선구자적

학자로

브루노

프라이(Bruno

1989년

발표한

그의

Frey)는
연구는

문화예술 경제학의 기본적 이론서로 평가된다.19) 프라이는 미술관, 공연
예술, 예술 지원 등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분석 사례를 통하여
경제학적 관점을 예술 활동에 적용하며, 이를 연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나아가 일반적인 예술적 관점에 대하여 도전하며 사회학적, 예술사적인
접근 역시 시도한다.20) 그램프와 프라이와 유사한 관점을 지닌 프랑스의
경제학자 자비에르 그라페(Xavier Greffe) 역시 마이크로 경제학, 문화
정책, 예술 철학, 예술 활동의 본질적인 경제적 특성과 사회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21) 그는 미술 작품의 가격 형성을
결정짓는 요인을 양식, 작가의 초기 작품, 작품에 쓰이는 재료, 가장 최근
판매된 작가의 작품 가격 등으로 다소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현대 미술
작품의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과 원인을 분석했다.
1990년대 후반 미술 시장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미국 미술품
투자에 대한 리처드 아그넬로(Richard Agnello)와 르네 피어스(Renee K.
Pierce)의 공동 연구22), 마케팅 관점에서 미술 시장을 분석한 죠나슬
메이어(Jorn-Axel

Meyer)와

랄프

이븐(Ralf

Even)의

합동

연구23),

18) William Grampp, Pricing the Priceless, (New York: Basic Books, 1989).
19) Bruno S. Frey, Muses and Markets: Explorations in the Economics of the Arts, (New
Jersey: Blackwell Publishing, 1989).
20) Bruno S. Frey, Arts & Economics: Analys is & Cultural Policy, (Berlin: Springer, 2003).
21) Xavier Greffe, Art and Artists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Paris, United Nations
Educational, 2003).
22) Richard Agnello and Renee K. Pierce, “Financial Returns, Price Determinants, and Genre
Effects in American Art Investment”,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Vol. 20, No.4 (1996),
pp. 35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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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부터 1995년까지 재판매된 1,446건의 미술품 거래에 대한 가격
분석적 연구로 미술품 물가 지수(price index)를 발표한 마릴레나 비에이
(Marilena

Biey)와 로베르토 자놀라(Roberto

Zanola)의 공동 연구가

있다.24) 이들은 1987년에서 1991년 동안 미술품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미국 주식이나 국채 및 금과 같은 대체 투자 형태보다 높았다고 결론
지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단기적 기간이라는 점과 미술품 거래 샘플의
정확성에 대한 한계가 있다.
2000년대 이후의 미술 시장에 대한 대표적 연구는 앞서 언급한
프라이와 그라페의 연구와 더불어 2002년 발표된 지안핑 메이(Jianping
Mei)와 마이클 모제스(Michael Moses)의 공동 연구가 있다.25) 이들은
1875년부터 2001년 상반기까지 거래된 고가 미술품 경매 기록을 토대로
125년간의 미술품 거래와 12년간의 소더비와 크리스티 경매 기록을
수집해서 1만 2,000여 건의 동일 작품의 반복 거래 사례를 분석했다. 또한
일반 현물과 달리 재판매의 가치 변화가 중요한 미술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700건 이상의 재판매 기록을 추가했다. 이 연구는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경우, 미술품은 매력적인 투자 자산이라는 것과 걸작이라고 모든
작품이 기준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메이앤모제스 미술품 지수(Mei and Moses Fine Art Index)’는
미술 시장 분석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으며, 2016년 소더비에게
인수되어 ‘소더비의 메이앤모제스 지수(Sotheby’s Mei and Moses Index)’
로 전환 되었다. 또한 2005년 문화사회학자인 올라브 벨투이스(Olav
Velthuis)가

최초로

사회학적

관점으로

미술

시장에

대한

연구를

23) Jorn Axel Meyer and Ralf Even, “Marketing and the Fine Arts – Inventory of a
Controversial Relationship”,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Vol. 22, No. 4 (1998), pp.
271-283.
24) Marilena Biey and Roberto Zanola, “Investment in Paintings: A Short-Run Price Index”,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Vol. 23, No. 3 (August 1999), pp. 211-222.
25) Jianping Mei and Michael Moses, “Art as an Investment and the Underperformance of
Masterpiec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2, No. 5 (December 2002), pp.
1656-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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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였다.26) 그는 기존의 미술품 가격 데이터와 전문가의 인터뷰를
토대로 동시대 미술 시장 속의 모순된 논리를 분석했다.
경제학계에서 시도된 미술품 경매에 대한 연구 중 주목할 만한
연구는 카트린 그래디(Kathryn Graddy)가 알란 베그(Alan Beggs)와 함께
미술품

경매에서의

앵커

효과(Anchoring

Effects)에

대하여

분석한

것이다.27) 이 연구는 경매에 출품된 작품의 이전 판매 가격이 현재 판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경매장에서도 많은 응찰자가 앵커 효과에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많은 경제학자가 다양한 관점에서 미술 시장과
미술 작품의 가격을 연구해왔지만, 이와 같은 경제학 관점의 연구는 미술품
경매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지는 않으며, 투자 대상으로서의 미술품 가격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의 한계는
경제 원칙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미술 시장에 대해 미숙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이상의 사실로 보아 미술 시장에 대한 연구는
예술과 경영이 융합된 새로운 분야이기에 단순한 경제학적 관점이 아닌
미술사적 관점과 경영학적 관점이 어우러져 연구되어야 하며, 이러한 연구
자체를 시도할 수 있는 연구자 역시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술 시장과 미술품 경매에 대한 국외의 학위 관련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석사 학위 논문으로 연구되었으나, 박사 학위 논문은 거의 찾을
수 없다. 1990년대 후반 이후의 논문 중 미술 시장에 관련된 박사 학위
논문은 약 10 편이며 이 중 경매에 대한 논문은 2편이다[ 표 3]. 엘린
에월드(Elin Ewald)는 1973년부터 1993년 동안 발생된 경기 침체가 8명의
동시대

작가의

경매

가격에

미친

영향력에

대한

연구를

1999년

발표했다.28) 게일 터브먼 칼리즈만(Gayle Taubman Kalisman)은 예술
작품이 어떠한 여정을 거쳐 작품에서 상품이 되는가를 소더비 뉴욕의
경매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예술 작품이 상품이 되어 누군가의
26) Olav Velthuis, Talking Prices: Symbolic Meanings of Prices on the Market for
Contemporary Ar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27) Alan Beggs and Kathryn Graddy, “Anchoring Effects: Evidence from Art Auction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9, No. 3 (June 2009), pp. 1027-1039.
28) Elin Lake Ewald,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Economic Recessions from 1973 to
1993 on the Auction Value of Paintings by Eight Contemporary Artists”, (Ph.D.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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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품이 되는 과정을 7단계로 정의하고, 예술 상품의 10가지 특성을 정의
했다.29)

[표 3] 미술 시장 관련 국외 박사 학위 논문

미술 시장에서 경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술 시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경매의 역할 변화와 시장의 기여도를 역사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임을 확신한다. 그 어느 때보다
세계화된 미술 시장의 역사를 살펴보면 시장의 기본 원칙은 시장이 생성된
이래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미술 작품과 예술가, 수집가, 화상 등 핵심적
요소는 근대적 미술 세계에서 뿐 아니라 고대 문화에서도 발견된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유행과 경제에 밀접하게 연결되었지만, 미술 시장의
원칙은 어느 정도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발전한
미술 시장은 독특한 구조와 체계를 형성했고, 이 체계의 정점에는 경매라는
제도가 존재했다. 이러한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미술품 경매의 기능에 대한
미술계 안팎에서의 오해와 부정적 편견이 현시점에도 존재하며 경매 기능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미술 시장의 역기능과 폐해를 오히려 조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현대 미술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한 이 시점에 소더비를

29) Gayle Taubman Kalisman, “The Journey of an Art Object from Acquisition to Auction:
Connoisseurship and Commerceship at Sotheby’s New York”, (Ph.D.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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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한 미술품 경매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이를 통한 현대 미술 시장
분석은 시기적절한 연구 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헌을 통한 탐색적 연구이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미술 시장 생태계에서의 경매의 역할 변화에 대한 질문의 답을 구하는 본
연구는 크게 역사적 논의 부분과, 미술 시장에서 소더비를 중심으로 한
경매의 역할을 논의한 부분으로 나뉜다. 소더비 경매의 역사는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학술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1744년 런던의 서적 판매상인
사무엘 베이커(Samuel Baker)에 의하여 설립된 소더비의 18세기 설립
초반의 역사적 기록은 1865년 회사의 화재로 인해 대부분이 소실되었다.30)
이후 1909년 설립자 중 한명이었던 제프리 홉슨(Geoffrey Hobson)에 의해
소더비 본사가 웰링턴가(Wellington Street)에서 본드가(Bond Street)로
이전하는 중요한 시기에 설립 초기의 간단한 역사만이 최초로 출간되었을
뿐이다.31) 미술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소더비 경매 회사는
유구한 역사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록과 보존이 체계적이지
못하여 다수의 연구자가 20세기 후반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존
카터(John Carter)와 팀 먼비(Tim Munby)가 설립 초반의 중요한 서적
경매를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나 마무리하지 못하였다. 한편, 미술 시장의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출판인이자 작가인 프랭크 헐만(Frank Herrmann)이
1981년 소더비의 역사에 대한 연구를 출간하였다.32) 본 연구는 헐만의
저서와 다른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소더비의 설립과 역사적 변천 과정을
조명하고 미술 시장과 미술품 경매의 터닝 포인트가 된 주요 경매 사례를
분석한다.33) 시대별 분수령이 되는 주요 경매는 본 연구자의 전문가적
30) 소더비 경매의 공식적인 설립일자가 1744년이다. 연구 결과 현존하는 소더비의 첫 번째
경매 도록(Catalogue)의 날짜가 1733년 2월 19일로 기록되어 있으며, 같은 해 4월 30일과
11월 14일 경매 도록을 발간하였다. 하지만 1733년에는 경매는 개최하지 않았으며 최초의
경매는 1744년 개최되었다 .
31) 제프리 홉슨(Geoffrey Hobson)에 의하여 소더비의 설립 시기부터 역사를 담은 소더비의
역사 Note on the History of Sotheby’s 가 1917년 10 월 출간되었다. 이는 설립 초기 회사의
기록을 치밀하고 자세히 보유하고 있는 경쟁사 크리스티와 매우 대조적이다. Geoffrey
Hobson, Note on the History of Sotheby’s, (London: Dryden Press, 1917).
32) Frank Herrmann, Sotheby’s, Portrait of an Auction House, (New York: W.W. Norton &
Company, Inc., 1981).
33)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의 미술품 경매에 대한 기록은 다음을 참고한다. George
Redford’s Art Sale (2012), Gerald Reitlinger’s Economics of Taste (3 Volumes, 1961-1970),
Wesley Towner’s The Elegant Auctioneers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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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토대로 미술 시장사에서 주요한 논의를 초래하고 당시의 사회적
주목을 받으며 주요 전환점으로 인정받은 경매를 선별하였다.
상술한 내용을 연구하기 위해 본 연구의 본문은 미술품 경매의
탄생, 경매의 역할 확립, 경매의 발전이라는 세 장으로 구성된다. 1장
에서는 미술품 경매의 탄생과 그 배경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경매의
기원을 탐구하고 경매라는 제도가 활성화되기 전 유럽에서 어떠한 미술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설명한다. 그리고
소더비가 탄생한 런던 미술 시장의 현황과 경매 시장이 형성된 배경을
검토한다. 런던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매라는 유통 방식이 대중적으로
사용되어 이에

관련된 제도적

틀이 확립되어 있었으며,

17세기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된 미술 시장이 18세기에 호황을 이루며 미술품 경매가
발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소더비가 설립된
시점부터 어떠한 경매가 진행되었는지 19세기 소더비의 초기 성장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후 2장과 3장에서 경매의 역할 확립과 변화의 과정을 20세기와
21세기의 주요 경매에 대한 분석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정의할 것이다.
먼저 2장에서는 역사적 탐구를 토대로 미술 시장 생태계에서 경매의 역할과
책임의 변화를 논의한다. 미술 시장 생태계의 의미를 정의하고 그 구성체를
살펴본 후에 유통자로서의 경매의 역할을 정의한다. 더불어 소더비를
중심으로 경매의 구조와 절차를 살펴보고, 소더비만의 경매 작품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정의한다. 또한 소더비가 본격적으로 어떠한 과정과
인물을 통해 20세기 대표 미술품 경매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현대
미술품 경매의 정체성을 확립하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소더비는
1950년대 자사의 최고 매출액을 연달아 경신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당시 미술품 경매 회사는 높은 매출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걸작이
아닌 대중적 작품을 대량으로 중개하는 도매상의 역할이 강했는데, 단순한
유통 경로에서 독특한 고급문화로 전환된 미술품 경매 인식의 변화 과정을
탐구할 것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소더비의 바인베르크(Weinberg)와
골드슈미트(Goldschmidt)의 소장품 경매를 분석하고, 미술 시장에서 경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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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과 의의를 정의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명품화된 경매의 정체성 확립과
더불어 미술품 경매가 새로운 미술 사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후 런던을 중심으로 발전하던 소더비가 미국
경매 회사 파크 버넷(Parke Bernet)을 인수한 시점을 중심으로 미술품
경매가 런던에서 뉴욕으로 시장을 확장한 경로를 조명한다. 또한 단순히
올드 마스터의 작품만을 거래하던 시장에서 동시대에서 활동하는 생존
작가의 작품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경매에 출품되는 대상의 저변이 확장된
상황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뉴욕에서 개최된 로버트 스컬(Robert Scull)
의 소장품 경매를 증거로 제시할 것이다. 소더비는 뉴욕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전성기를 맞이하고 이는 1960년대 미술 시장의 규모를 최고조로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후 경매 회사가 단순한 미술품 경매를 넘어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넓히고 새로운
제도적 변화를 도입하는 과정을 검토한다.
3장에서는 미술품 경매가 21세기에 이르러 미술 시장에서 혁신적인
유통 구조의 변화를 어떻게 확립하며 발전하였는지를 데미안 허스트
(Damien Hirst)라는 단일 작가의 신작만으로 구성하여 진행한 경매와
소더비의 S|2 갤러리 개관을 통하여 살펴본다. 또한 유럽과 미국을 넘어
아시아로 시장을 확장한 미술품 경매를 소더비 홍콩 진출 40주년 기념
경매를 통하여 탐구하고, 21세기 지속적인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미술품
경매의 상황을 소더비의 행보를 바탕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어떻게
18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경매 회사가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의 미술 시장을
주도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분석하여 미술 시장
에서의 경매의 역할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에 해당하는 마지막 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소더비의 주요 경매
분석을 바탕으로 미술 시장에서 경매의 역할 변화를 정의한다. 경매가
단순한 유통 경로에서 새로운 고급문화로 탈바꿈한 과정과, 이전 시대의
작품만이 아닌 현시대를 살고 있는 작가의 작품까지 거래하는 새로운 유통
플랫폼을 창조하고 확장시켜 궁극적으로 예술가의 지위를 높이고 미술
시장의 발전에 기여한 측면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미술품 경매가 발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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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비판적 시각에서 짚어본다. 경매는 시대에 따라
역할을 변화하면서 미술 시장의 성장에 기여했지만, 이 과정 속에서 미술
작품의 본질적 가치가 아닌 경제적 가치만이 강조되는 현상과 승자 독식
시장 현상을 초래한 측면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와 추후 지속할 논의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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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미술품 경매의 탄생
경매가 미술계를 이끄는 주역으로 자리 잡은 것은 20세기에 이르러
서이다. 20세기부터 소더비와 크리스티는 집중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시
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21세기 현 미술 시장은 뉴욕 경매 시장에 집
중되어 있지만, 미술품 경매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20세기에는 모든 주
요 경매가 런던에서 이루어졌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다음
의 주제를 탐구한다. 경매를 선두로 미술 시장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의 시장이 형성되기 전에는 어떠한 형태로 어디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경매라는 제도가 활성화되기 전 미술품은 어떠한 방식으로 거래
되고 있었는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미술품 경매 시장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경매 외 존재했던 다른 유통 경로는 무엇이었는지를 탐구할 것이
다. 이를 위하여 이 장에서는 첫째, 경매라는 제도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경매 이전의 유럽 미술 시장은 어떠한 양상이었는지 주요 도시의 미술 시장
을 살펴본다. 둘째, 런던을 중심으로 18세기 전후의 영국 미술 시장의 배경
과 전개 과정을 서술하고, 18세기 영국에서 탄생한 소더비의 초기 역사와
미술품 경매 회사로서의 시작을 사료적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구한다.

1. 경매의 기원과 유럽 미술 시장
1) 경매의 기원
현시대의 경매는 소더비와 크리스티를 중심으로 한 미술품 경매가
주도하고 있다. 미술품이라는 품목의 특성상 고액이 거래되는 경매가
사회적 쟁점이 되지만 경매는 물품의 거래를 위한 하나의 유통 경로이며,
다양한 물품의 판매를 위해 사용되어 온 제도이다. 미술품 경매의 역사를
분석하기 전에 이 경매라는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경매는 역사 속에서 당시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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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대의 상황에 맞추어 적용되며 발전했다. 경매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Herodotus)로부터 시작된다.34)
헤로도토스의 초기 기록 이후 경매에 대한 문헌 연구가 남겨져 있는
시기는 로마 시대이다. 로마 시대는 경매가 하나의 상업적 유통 경로로
활발히 이용되었다. ‘auction’이라는 단어의 유래 역시 로마어인 ‘auctio’
에서 유래되었으며 그리스와 달리 로마에는 경매에 대한 특정 용어가
존재했다. 위탁자는 ‘dominus’, 경매를 주최하고 재정적 책임을 지는 자는
‘argetarius’, 경매를 홍보하는 자는 ‘praeco’, 낙찰자는 ‘emptor’ 이다. 또한
경매를 진행하기 이틀 전 언론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경매에 출품될 품목을
대중에게

미리

전시하는

현재의

프리뷰(preview) 와

같은

‘atrium

auctionarium’ 역시 개최되었다. 입찰은 패들을 올리는 대신 참여자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윙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35) 이러한 기록으로 현재
행해지고 있는 미술품 경매의 근본 체계가 로마의 경매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당시부터 경매는 ‘구매 수수료’라는 현대의 제도를 장착하고
있었으며, 로마의 법에 따라 국가에 개인이 보유한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는
경매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개인 소장품을 처분해야 했다. 당시 경매의 주요
품목은 노예, 미술품과 조각을 포함한 전쟁의 전리품

등이

있으며,

이례적으로 고대 로마 황제의 근위병이 193 AD에 경매되었다.36)
또한

당시의

금융업자이자

경매업자

루키우스

카이킬리우스

유쿤두스(Lucius Caecilius Jucundus)의 저택이 1845년 발굴되며 로마 시대
경매 연구 자료에 깊이를 더했다.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매몰되었던 폼페이 유적에서 발굴된 그의 주택에서 금전 거래 내용과 각종
계약 사항을 기록한 153개의 밀랍 서판이 발견되었다. 137개의 서판에는
당시 진행되었던 경매의 경매사 이름, 이미지, 계약 서류 등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었으며, 이 자료로 당시 경매의 현황과 유쿤두스가 현대의

34)
35)
36)
and

Brian Learmount, A History of the Auction, (London: Butler & Tanner Ltd., 1985), p. 6.
Learmount (주 34), p. 7.
로마 황제의 근위병은 하나의 품목 (lot)으로 경매되었다. Edward Gibbon, The Decline
Fall of the Roman Empire, (New York: Alfred A. Knopf, INC., 1993), pp. 11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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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업자, 중개업자, 대금업자가 합쳐진 로마 특유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37)
로마 시대 이후 비활성화되었던 유럽의 경매는 16세기 중반부터
유통 경로 중 하나로 활발히 사용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경매 제도의
부활은 파리 국립도서관의 프랑스 정부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1552년
프랑스에는 앙리 2세(Henri II)로부터 공식적으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정받은 경매사가 존재했고, 1556년 프랑스의 법률 문서에 따르면 당시
‘집행 경매인(Bailiff Auctioneers)’이라는 개인의 사망과 처형 이후 압류된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그룹이 존재했다. 이들은 경매
물품에 대한 도록(catalogue)이나 전시 없이 즉각적인 경매를 진행했다.
따라서 경매사의 역할을 하던 집행관은 각 품목의 입찰을 받는 동시에
자세한 설명을

제공했다. 개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품이

주요 경매

품목이었기에 회화 작품, 옷, 보석, 가구 등 다양한 물품이 경매에
출품되었다. 1674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최초의 국제적 경매 회사
옥션스버켓(The Auktionsverket)이 설립되어 미술 작품을 비롯한 다양한
품목이 경매로 거래되었고, 이로부터 한 세기 뒤인 1744년 영국 런던에
소더비가 문을 열었다. 현재 미술 시장은 소더비와 크리스티가 주도하고
있지만, 이 두 회사가 설립된 18세기 런던에는 60여 개의 규모가 다양한
경매 회사가 존재했다.38) 당시의 경매 회사는 현대 미술 시장과 같은
중추적인 역할보다는 작품의 유통이 도매로 이루어지는 곳이었다는 점에서
역할의 차이가 있다.

2) 유럽 미술 시장의 형성과 발전
15세기부터 미술 시장은 궁정이나 교회와 같은 부유한 후원자의
주문을 받아 당대 유명 화가가 고가의 작품을 제작하는 ‘주문 제작된
37) Jean Andreau, Banking and Business in the Roman World, trans. Janet Lloy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 35.
38) Dirk Boll, Art for Sale: A Candid View of the Art Market, (Ostfildern: Hatje Cantz
Verlag, 2011),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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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시장’과 화가가 직접 제작한 작품을 익명의 대중에게 오픈 마켓에서
거래하는 ‘미리 제작된(ready made) 미술품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오늘날의 예술가(artist)라는 개념보다 숙련된 기능인(artisan)인
장인(master)이 자신의 견습생(apprentice)과 작품을 제작하고 그 제작
시간과 재료에 기반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인력 시장의 성격이 강하다.39)
여기서 시장이란 여러 가지 상품을 사고 파는 장소인 동시에 경제학적
으로는 상품으로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영역
이다. 리차드 스웨드버그(Richard Swedberg)는 시장을 경제적 기능에 따라
물질적 장소, 특정한 장소에서의 모임, 구매와 판매로 정의한다.40) 하지만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본다면 시장은 다양한 종류, 즉 어떠한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무대이며 단순히 상업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다. 시장은 이처럼 어떠한 종류의 상품이 제작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거래되고 그 대가로 이윤을 창출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장은 미술 작품이 제작자로부터 대가를
지급한 소비자에게로 직접적으로나 또는 간접적으로 중개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모든 현상을 포괄한다. 미술 시장은 16세기까지 주문된 예술품
(commissioned art) 시장, 즉 하이엔드(high-end) 시장을 형성했다. 이후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후원자가 주도하던 시장이 쇠퇴하고, 17세기
이후부터는 서서히 근대 시장의 형태를 갖춘 미술 시장이 활성화되었고,
이는 18세기 전문화된 경매 회사와 화상의 등장으로 발전된다.
미술사를 살펴보면 1400년까지는 유럽 각지의 미술이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과 부르고뉴 등지의 지도적인
거장의 목적이 모두 비슷했기 때문에, 학문이나 정치 세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영역에서 특정한 민족성이나 국가적 자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중세 말기 시민과 상인으로 이루어진 도시가 봉건 영주나 귀족의
성보다 중요시되면서 타국의 도시에 대한 경쟁이 발생했고, 각 도시는
교역과 산업에서 선두를 빼앗기지 않으려 했다. 15세기에는 미술이 다른
39) 주연화 (주 13), p. 7.
40) Richard Swedberg, “Markets as Social Structures” in The Handbook of Economic
Sociology, eds., Smelser, Neil J. and Swedberg, Richard,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p.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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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종류의 유파(school) 로 분열되어 이탈리아, 플랑드르, 독일 등 유럽의
각 도시에 특정 회화 유파가 생겨났으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발전했다.41)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무역의 중심지로서 도시 경제가 번성했던 피렌체와
베니스에서는 회화 작품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상류층이 미술품 수집에 열광했기 때문이다. 특히 1453년 비잔티움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유출된 동로마제국의 미술 작품이 베니스로 유입되어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 거래되었다.42)
15세기 피렌체는 경제력의 성장한 14세기부터의 중산층의 발달과
1434년 은행가 메디치(Medici) 가문이 실권을 장악하면서 상인 귀족
정치가 시작된다.43) 이와 함께 자본 경제가 서서히 도입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던 14세기의 시대가 끝나고 상공업의 발달과 성행했던
길드의 체제도 완화됐다. 이와 함께 모두 수공예가에 속했던 화가, 조각가,
건축가도 장인과 예술가로 분리되었다. 15세기 이전까지 화가와 조각가의
작품 생산은 보테가(Bottega)라는 공방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공방의 주인인
화가는 생산자이며

동시에 판매자였다. 15세기

이러한

공방의 수도

증가하며 다양한 규모와 수준을 갖게 되는데, 각 보테가 주인의 능력과
재력에 따라 상당한 가격 차이가 생기며 자유시장과 유사한 형태를 띤다.
이전 시대에는 대부분의 주문을 길드를 통해서 받았다면, 이 시기에
접어들며 명성을 얻은 예술가가 귀족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기 시작했다.44) 미술가가 길드라는 조합이 아닌 주문자와의 관계와
자신의 독자적인 역량에 따라 자유 지식인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41) 이러한 유파는 훗날 미술학교로 발전했다 . 당시에는 미술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각
도시의 스승이 저마다의 독특한 기술과 경험을 제자들에게 전수해주며 발전시킨 회화
유파는 당시 미술을 발전시킨 중요한 요인이다 . 15세기의 작품은 그 자체만으로 어떤
지역에서 제작되었는지 알 수 있다. 회화 유파는 피렌체, 시네아 , 디종 , 브뤼주, 쾰른 , 비엔나
등에서 고유한 개성을 살리며 발전했다. E.H. Gombrich, The Story of Art, (London: Phaidon
Press, 2016), p. 248.
42) 하계훈, 「 미술시장의 발달사 」, 『미술세계 』, 통권 291호 (2009), p. 89.
43) 메디치 가문의 지오반니 디 비치(Giovanni di Bicci), 로렌초 디 코시모(Lorenze di
Cosimo) 등은 수대에 걸쳐 화가와 조각가를 고용했다. 이 중에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
미켈란젤로, 보티첼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16세기 바자리 (Giorgio Vasari)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디세뇨 아카데미아(Academia Del Disegno)를 설립하여 미술을 제도화시키고
이 아카데미아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44) 이은기, 「장이에서 예술가로 -14~16세기 이탈리아 미술가의 지위향상에 대한 연구」,
『미술사 논단』, Vol.2, (한국미술연구소, 1995)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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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 정치와 경제적 과도기를 맞으며 변화하던 피렌체에서는
바자리(Giorgio Vasari)가 ‘그리다, 구상하다’의 개념인 디세뇨(disegno)
정신을 강조하며 미술을 지성적인 행위로 정의하고, 디세뇨의 과정 없이
기능적인

재주로만

만들어지는

미술을

기능적인

미술로

구분

지어

순수미술과 공예품을 구분 짓는 근본 개념을 완성했다.45) 이탈리아에서
15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 크게 변화된 미술의 개념은 미술 시장사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육체적 노동이 중심이 되는 수공 기술의 의미에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인의 활동으로 나아가 16세기 이상적
미의 구현이라는 의미로 개념이 고양된 것은 미술가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전환을 의미하는 동시에 미술 작품에 새로운 가치 즉, 후원자의 재력과
화가의 명성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부여되고 주문 제작되는 하이엔드 작품
시장이 생성되었음을 시사한다.46) 당시 후원자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활발히 작품을 구입하였으며, 이러한 행위가 중개인, 즉 딜러(dealer)의
활동을 촉진했다. 1466년 메디치가는 피렌체의 궁정을 장식하기 위해
네덜란드 패널 작품을 원했고, 이를 위해 브뤼게스에 있는 메디치가의
에이전트를 통해 앤트워프 박람회에서 작품을 구입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메디치가는 다양한 지역에 에이전트를 두고 태피스트리, 말, 패널 작품
등을 구입했으며, 브뤼게스의 에이전트를 통해 메디치가와 다른 이탈리아
고객을 위한 다수의 태피스트리 주문 제작이 이루어졌다.47)
유럽에서

생성된

유파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발전한

반면

네덜란드의 브뤼게스, 앤트워프, 델프트 등의 지역에서는 미술 작품이
상품화되어 거래되는 시장이 생성되기 시작했다. 미술 작품이 상품화되는
45) 이러한 이론은 당시의 일부 예술가가 엘리트층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고, 1563년
메디치가의 코지모 1세 (Cosimo I)가 후원하는 디세뇨 아카데미 (Academy of the Arts of
Drawing)의 설립으로 이념이 제도화되었다 . 이러한 아카데미의 설립은 화가를 도제교육과
조합에서 자유롭게 했으며, 예술가의 위치를 공식적으로 독립시켰으나, 귀족의 재정적
지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 아카데미는 회화를 제작하면서 자유로운 작가의 정신을
표현하는 대신 코지모 1세의 정치선전을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로 제한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이은기 (주 44), p134.
46) 중세부터 15세기 이전까지의 미술 작품은 신의 권력과 부자의 권력을 나타내고
찬양하는 수단이었다 . 교회가 주제와 사상을 만들어 전달하면 화가는 구체적으로 그
이미지를 제작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실행했다. 고위 성직자는 작품의 주제 , 형상 , 그리고
배치를 결정했다. 미술 작품은 자신의 힘의 표명이었으며 종교인과 부자의 권력을
정당화시켰다. 이 당시의 미술의 가치는 작품을 주문 제작하는 후원자에 의해 창조되었다 .
47) Raymond De Roover, The Rise and Decline of the Medici Bank, 1397-1494,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pp. 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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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는 미술 시장의 역사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현상은 미술
작품이 제작되는 과정과 미술의 스타일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미술품의
유통 범위를 국제적으로 확장했다. 중세 말기에는 시민과 상인으로 구성된
도시가 봉건 영주의 성보다 발전하게 되었고, 도시가 세력을 얻게 되자
교역과 산업이 활성화되었다. 미술가 역시 다른 장인처럼 길드(guild)를
조직하게 되었고, 대표적인 상업 중심지였던 앤트워프와 브뤼게스 시장에서
미술 작품이 판매되었다.
브뤼게스 미술 시장에 대한 기록은 길드 규정이나 예술가가 관련된
소송 문서와 같은 법률 문서에서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시장
형태가 역사 속에서 자세히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문서를 통해 회화,
조각, 태피스트리(tapestry), 필사본 등이 거래되는 시장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48) 당시의 화가는 상점을 열고 작품을 판매했으며, 지역 내 자신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규를 정해 통제해가며 원활한 시장 문화를
형성하려 했다. 또한 길드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던 당시의 지역 시장과
더불어 미술품 수출시장 역시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네덜란드의 회화
작품은 이탈리아, 파리, 스페인, 스칸디나비아, 영국, 스코틀랜드 등으로
활발히 수출하며 상업적 발전을 이루었다.49)
앤트워프에는 15세기부터 국제적
주축으로

하는

공개적인

미술

무역 박람회와

시장이

형성되어

판드(pand)를

있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의한 신대륙 무역과 동인도 무역은 네덜란드의 항구 도시인
앤트워프로

연결되어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

앤트워프는

세계적

무역항으로 발전하였으며 미술 시장이 형성되는 기축이 되었다. 앤트워프
시장의 중요한 특징은 이곳이 통상 무역의 중심지였다는 점이다. 미술
시장의 국제화와 상업화는 암스테르담에서 절정을 이루었다고 평가되지만,
그 시작은 앤트워프였으며 이 시장의 황금기는 1540년에서 1585년 사이로
정의된다.50) 유럽 대륙의 상업이 발전함에 따라 미술 작품의 시장화와
48) Campbell, (주 15), pp. 188-198.
49) Maxmilian P.J. Marten, “Some Aspects of the Origins of the Art Market in Fifteenth
-Century Bruges,” Michael North and David Ormrod, eds., Art Markets in Europe,
1400-1800, (Aldershot: Ashgate Publishing Limited, 1998), pp.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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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근대적 미술 시장이 생성되게 된 것이다.51)
또한 도시의 상업화에 따라 생성된 상인 계층의 부에 대한 추구와 부르주아
계급이 등장하고 시민 계급이 성립되면서 미술품 수집의 욕구가 미술
시장의 발전에 일조했다. 귀족이나 종교적 후원자에 의한 주문 제작은
감소했으나, 새롭게 생성된 부유층의 자본은 예술을 사랑하는 엘리트의
삶을 지향하게 하며 미술 거래를 활성화했다.
이처럼 앤트워프 미술 시장의 발전은 첫째, 무역 중계 도시로서
상업과 무역의 발전, 둘째, 새로운 부유한 계급의 예술에 대한 열망, 셋째,
무역 도시의 특성상 미술 작업에 필요한 다양한 원자재를 공급할 수 있었던
점을 원동력으로 발전했다.52) 당시 다른 지역에서는 구할 수 없는 다양한
재료를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점과 더불어 변화와 유행에 민감한 도시의
특징은 앤트워프의 미술가에게 더욱 상업적인 작품을 제작할 기회를
제공했는데,

국제적

트렌드에

민감해진 작가는

시장의

유행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이에 적합한 작품을 제작했다. 더는 제단화나 다른
종교화를 제작할 필요가 없어진 북유럽의 미술가는 풍경화나 풍속화를
활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발견하고자 했고, 이는 다른 유럽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상품화된 미술 시장의 발전으로 이어진다.53)
길드 역시 당시 경제적으로 부흥한 도시에서 활발히 운영되었는데,
오랜 역사를 지닌 세인트 루크 길드(Guild of Saint

Luke)가 이를

주도했다. 또한 15세기 후반 현대의 아트 페어와 같은 ‘판드 시장(The
Pand Market)’이 발달하였다.54) 판드는 유럽에서는 가장 오래 지속된
50) Filip Vermeylen, Painting for the Market: Commercialization of Art in Antwerp’s Golden
Age, (Turnhout: Brepols Publishers, 2003), p. 35-39.
51) Vermeylen (주 50), p. 6.
52) 일례로 지중해의 분지에서만 구할 수 있었던 파스텔(pastel)과 같은 청색 안료나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만 생산했던 코치닐 (cochineal)과 같은 특이한 적색 염료를 무역
중심지인 앤트워프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었다. Jo Kirby and Raymond White, “The
Identification of Red Lake Pigment Dyestuffs and a Discussion of Their Use”, National
Gallery Technical Bulletin, Vol.17 (1996), p. 63.
53) Jan Van der Stock, Printing Images in Antwerp. The Introduction of Printmaking in a
City, Fifteenth Century to 1585, (Rotterdam, Sound & Vision Interactive, 1998), pp. 181-188.
54) ‘Pand’(pandt)는 네덜란드어로 영문 권의 논문에서도 다른 단어로 대체하지 않고 pand 로
표기된다 . 네덜란드어 사전에 따르면 저당, 담보 , 전당 , 건물 , 옷의 자락, 면 등의 뜻이
있는데 미술 시장 관련 논문에서는 장소, 즉 시장의 의미로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판드 ’로 표기한다 . Dan Ewing, “Marketing Art in Antwerp, 1460-1560: Our Lady’s Pand”,
The Art Bulletin, Vol. 72, No. 4 (December 1990), p.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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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미술 시장의 형태로 1460년에 시작되어
1560년까지 이어졌다. 이에 관한 연구는 교회의 주도 아래 관련 문서가
비교적 잘 보존된 편이어서 당시의 시장 규모 파악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사용된다.55) 15세기 미술 시장의 양상 중 중요한 특징인 판드는 대중적인
미술품 전시장으로 볼 수 있다. 네덜란드에 존재했던 다수의 판드 중
역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판드는 앤트워프의 ‘성모마리아 판드(Our Lady’s
Pand)’이다.
판드 시장은 앤트워프의 최초의 공개적인 미술 시장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기독교에서 주관하던 행사였던 만큼 그 체제나 성격 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의한 신대륙
무역과 동인도 무역이 연결되는 지점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세계적인
무역항으로 발전한 앤트워프는 다양한 국제적 상인의 교류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다양한

박람회가

열렸으며,

16세기에는

지역의

영구적인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56) 앤트워프 미술 시장이 가장 활성화된 시기는
15세기 말 이후이며, 1450년 이전 이곳에서 거래되던 미술품의 대다수가
앤트워프가 아닌 브뤼셀에서 제작되었다는 점은 생산보다는 상품화를
강조했던 앤트워프의 상업 중심지로서의 성격을 보다 강조한다.57) 이러한
지역 페어를 바탕으로 16세기의 겐트와 브뤼게스, 앤트워프 페어에서 미술
회화 작품과 장식 미술 작품과 같은 다양한 예술 작품이 전시, 판매되며
대규모 미술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시장적 측면으로 중세의 미술 시장은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미술
작품 상업 지구의 발달, 페어와 딜러의 등장, 국제적인 거래 등 점진적으로
55) 앤트워프 성모마리아 대성당의 아카이브에는 1468년에서 1560년 사이 참여자의 장소
렌트비에 대한 기록과 작품이 거래된 액수에 대한 기록이 보존되어 있어 당시의 앤트워프
미술 시장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료로 인정된다 . 판드 시장은 다음을 참고한다.
L. Campbell, “The Art Market in the Southern Netherlands in the Fifteenth Century”,
Burlington Magazine, CXVIII (1976), pp. 188-198. / L.F. Jacobs, “The Marketing and
Standardization of South Netherlandish Carved Altarpieces: Limites on the Role of Patron”,
Art Bullentin, LXXI (1989), pp. 208-229. / H. Van der Wee, The Growth of the Antwerp
Market and the European Economy: Fourteenth-Sixteenth Centuries, (Berlin: Springer Science
+Business Media, 2013).
56) 당시 앤트워프에는 연 2회 두개의 박람회가 주축을 이루었는데 펜테코스트 페어
(Pentecost fair)와 세인트 바보페어(St. Bavo’s fair)이다. 박람회는 6주 동안 지속 되었다. Dan
Ewing (주 57), p. 559.
57) 조명계, 「 네덜란드미술시장 생성과정연구 」,『문화예술경영학연구』 , Vol.4(2), (한국문화
예술경영학회, 2011),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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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 시기 미술 시장의 특징은 미술
시장이 유럽 전역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중앙 이탈리아와 남부 네덜란드
에서만 독립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오늘날 15세기의 미술사를 논할 때
주로 후원자의 주문에 의한 미술 작품 시장, 즉 하이엔드 시장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는 미리 제작된 작품 시장에 대한 남아있는 기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네덜란드의

브뤼게스나

앤트워프

시장을

살펴보면, 오히려 후원자에 의한 주문 제작 작품의 비율은 감소하고,
화가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작품의 시장이 길드의 상업 활동과 판드 시장
등을 통해 서서히 형성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시장의
형태가 현대의 하이엔드 시장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중 미술 시장으로
나누어져 현대의 미술 시장과 흡사한 양상을 보이지만, 당시의 대중적이고
공개된 시장마저도 종교의 제한 아래 있었다는 점과 이 시장에 출품된
작품의 성격이 순수 미술의 성격보다는 종교나 귀족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한 장식 미술에 가까웠던 점은 이 시기의 미술 시장이 종교나 후원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1581년 스페인으로부터의 네덜란드
독립 전쟁의 결과로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던 앤트워프는 16세기 말 그
상권이 쇠락하게 되고, 17세기 상업 패권은 수도 암스테르담으로 넘어가게
되며 이와 함께 미술 시장도 암스테르담에서 호황을 누리게 된다.

2. 경매 시장의 형성
1) 런던의 미술품 경매 시장
15세기 이후 유럽은 상업화 과정을 거치며 사회 전반에 다양한
변화를 유발했다. 미술 시장은 베네치아에서 앤트워프, 암스테르담, 그리고
영국으로 이전되며 발전을 거듭했다. 초기 근대화된 유럽에서는 순수
미술과 장식 미술이 점차 분류되기 시작했으며 네덜란드의 경제적 호황과
더불어 태동한 미술 시장은 각 국가의 경제, 정치, 사회적 환경 구조와

25

밀접히

연관되어

네덜란드와

파리,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과

쇠퇴를

반복하며 꾸준히 성장했다.
영국의 산업 혁명은 영국을 경제적 강국으로 만들었으며 다양한
부유 계층을 생성했다. 영국은 17세기부터 미술 작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다. 그랜드 투어(Grand Tour)가 유행되고 판화 시장이 확대되며
미술품 수집 환경이 넓어졌으며 대형 수집가가 등장했다. 런던의 작가는
17세기 말부터 판화 공방과 함께 성장했으며 영국의 판화 시장은 당시
유럽의 판화 시장을 주도했다.58) 또한 출판업의 발전으로 17세기부터 예술
비평이 활성화되었으며 미술 시장에 긍정적인 비평의 영향으로 경매를
중심으로 한 미술 시장이 체계적으로 형성되었다. 17세기 영국의 미술
시장은 수집가, 화상, 비평, 경매 등이 조화롭게 발전하였고, 18세기 이르러
큰 호황기를 거치며 현대 미술 시장의 체계를 형성했다고 평가된다. 이 중
새롭게 등장한 유통 플랫폼인 경매의 역할이 특히 두드러졌으며, 이는 제국
간의 상업 경쟁에서 네덜란드를 물리치고 상업 패권을 장악한 것과 산업
혁명이라는 경제혁명을 통해 이룩한 사회·경제적 변화의 결과로 분석된다.
길드 체제를 탈피한 영국은 산업 혁명을 통하여 도시를 발전시키고,
유럽에서 최초로 공업 시대를 시작했다. 동력 기계 장치의 발명으로 대량
생산을 시도하였고, 이는 소비와 유통의 변화를 촉진했다. 또한 수송
체계의 발전으로 인해 중상주의를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적 사상이 자리
잡게 되었고, 이는 금융 산업의 발달로 이어진다. 이러한 산업 혁명은
계몽사상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변화를 초래했다. 따라서 단순 의식주가
아닌 패션과 예술,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으며, 부르주아 문화의
태동을 가져오게 되었다. 부르주아 계급의 주축이 된 부유한 상인 계층은
자신을 새롭게 구별 짓기 위하여 예술적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기존의 엘리트 계급과 함께 영국 미술품 경매 시장의 주축이 되었다.
영국에서는 1595년 이후 경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영국 법정 문서에서 경매가 집행되던 기록을 찾을 수 있다. 당시 법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경매사를 ‘outroper’로 지칭했으며, 오직 이들만이
58) Ian Robertson, Understanding International Art Markets and Management, (London:
Routledge, 2005),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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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에게 공개적으로 경매를 집행할 수 있었다.59) 문헌 자료에 의하면
17세기 영국과 프랑스에서 열렸던 경매는 법원의 명령 아래 진행되는
위압적인 제도라는 의식이 강했다. 당시 경매는 ‘인치 오브 캔들(Inch of
Candle)’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작가이자 행정가인 사무엘 피프스(Samuel
Pepys)가 저서에서 1660년대 다수 진행된 선박 경매의 방법을 자세히
서술한 것이 당시 경매와 입찰 방법을 증명한다.60) ‘인치 오브 캔들’
방법은 각 품목의 경매가 시작될 때 초에 불을 붙여서 1인치의 촛불이
타들어 가는 동안 경매를 지속하는 방법이다. 17세기 영국에서 진행된
대부분의 경매는 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동인도 회사의 물품이 주요 경매
대상이 되었으며, 해군 재판소에서 압류된 선박을 입찰받기 위해 경매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1698년 제정된 윌리엄 3세(William III)의 동인도
회사의 거래 관련 법안은 ‘인치 오브 캔들’ 경매 방식을 동인도 회사 관련
물품 유통 경로로 지정했다.61)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경매라는 제도가
법적인 유통 경로로 인정되어 활발히 진행됐다는 것을 증명한다.
외국에서

수입된

다양한

품목이

17세기

초반

경매를

통해

거래되었으며, 1670년대 초반에는 몇몇 기업형 서점이 런던에서 폐업한
도서관의

책을 판매하기

위하여

경매라는

제도를

이용했다.

최초로

런던에서 개최되었던 경매에서 미술 작품이 팔린 시기는 1674년이다. 이 첫
경매는 런던의 소머셋 하우스(Somerset House)에서 열렸는데, 이 경매에
관해서는 공개된 기록이 거의 없다. 우스터(Worcester) 의 후작이 부인에게
쓴 편지에 100파운드가 넘는 가격을 주고 소머셋 하우스에서 작품을 낙찰
받았으며, 그가 낙찰 받은 6점 중 4점은 액자가 되어 있지 않다는 기록에서
1674년 미술품 경매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1684년 버킹엄의 기사 랄프 버니(Sir Ralph Verney)의
아들 역시 뱅퀴팅 하우스(Banqueting House)에서 열린 경매에 대해
59) Learmount (주 34), p. 16.
60) 사무엘 피프스 (Samuel Pepys)는 1660년 1월 1일부터 1669년 5월 31일까지 9권의
일기 (The Diary of Samuel Pepys)를 저술했다 . 그의 저서는 왕정복고 때 궁정의 분위기, 항해
사정과 더불어 관극 , 사교 , 여성 관계 등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어 당시의 풍속을 연구하는
자료로 쓰인다. Learmount (주 34), p. 17.
61) R.W. Patten, “Tatworth Candle Auction,” Folklore, Vol. 81, No. 2 (Summer 1970), pp.
13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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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며 본인은 직접 작품을 낙찰 받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참여한
경매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62) 이러한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의
구매자는 상당히 고가의 금액을 지불하면서도, 제작한 작가의 이름이나
작품의 진위에 대해서 무관심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구매자는 경매를
그 자체로 즐기며 자신의 취향을 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런던에서 미술품 경매의 활성화는 미술 비평의 발전과 함께 일어난
미술의 상업화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 17세기 영국에서는 출판업의
발전과 함께 문학과 평론 분야의 괄목할만한 성장률을 보였고, 이는
미술품의 상업화를 촉진했다. 영국의 비평가는 화가와 협력하여 작품과
작가의 홍보에 도움을 주었으며, 출판사 역시 유명 미술 비평가의 평론으로
인해 잡지 홍보 효과를 누렸다. 미술 시장에 호의적인 영국의 미술 비평은
시장의 확장을 촉진하였고, 이는 미술품 경매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이는
예술 비평이 정치적 논쟁의 장이었던 프랑스와는 매우 대조적인 양상으로
평가된다. 1680년대에 경매는 이미 미술품 딜러에게 있어 가장 효율적인
유통 경로였다. 1688년에서 1694년 사이에는 미술 작품 경매에 대한
광고가 300여 건 넘게 게재되었으며, 1688년부터 1691년 사이에 미술품을
대상으로 하는 경매의 횟수가 연간 13번에서 76번으로 상승하였다.63)
경매를 위해 도록이 제작되었으며 경매에 출품되는 미술 작품의 상태와 각
경매의 규정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었다. 1689년 8월에서 1692년 3월 사이
발행되었던 경매 도록에서만 3만 5,000점의 미술 작품이 출품 되었다.64)
이처럼 17세기 후반 영국에서는 경매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다.
17세기 후반 경매는 영국에서 유래된 마이닝(mimeing) 입찰, 촛불 입찰
(sale by candle), 네덜란드에서 주로 사용된 내림 입찰(descending bid),
62) Brian Cowan, “Arenas of Connoisseurship: Auctioning Art in Later Stuart England” in
Michael North and David Ormrod, eds., Art Market in Europe 1400-1800 (Aldershot: Ashgate
Publishing Limited, 1998), p. 153.
63) Brian Cowan, “Art and Connoisseurship in the Auction Market of Later
Seventeenth-Century London” in Neil De Marchi and Hans Miegroet (eds), Mapping Markets
for Paintings in Europe, 1450– 1750 (Belgium: Brepols, 2006), pp. 269-272.
64) Neil De Marchi, “Auctioning Paintings in Late Seventeenth-Century London: Rules,
Segmentation and Prices in an Emergent Market” in Victor A. Ginsburgh (ed.), Economics of
Art and Culture invited Papers at the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of
Cultural Economics International (Contributions to Economic Analysis, Volume 260),
(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2003). pp. 9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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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호가 입찰(ascending bid) 등으로 진행 되었는데, 이와 같은 다양한
입찰 방식에 대한 기록은 당시 영국에서 경매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이는 다양한 품목이 경매를 통해 거래되고
있었으며, 지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당시의 경매 상황을 증명한다. 1682년
왕실

기관지이던

출석’이라는

런던

문구를

가제트(London

통해서

경매가

Gazette)는

사회적으로도

‘경매장으로
중요한

매일

이벤트임을

강조했다.65) 1689년에는 경매의 제도적 틀이 확립되었다. 경매의 정책과
기본 규정이 정립되었으며, 경매사를 불법적인 입찰자로부터 보호하고
낙찰된 상품의 적시 지불을 보장하기 위해 경매의 진행 방식과 속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였다. 경매의 기본적 규정은 당시의 유명 경매사인
에드워드 밀링턴(Edward Millington)이 턴브리지 웰스(Tunbridge Wells)
에서 개최한 최초의 공식 미술품 경매 선언문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으며
대부분의 규정이 현재까지도 적용되고 있다.66) 밀링턴은 1670년대 최초의
서적 경매를 성공적으로 이끈 경매사로 네덜란드에서 행해지던 경매의
형식을 도입하여 성공한 후 그 시장을 미술품과 패션까지 확장했다. 남성용
넥타이나 여성 드레스와 함께 미술 작품을 판매했으며 당시 런던 사회에서
경매사로 명성을 얻었다. 그는 1703년 사망 직전까지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경매사로 활동했다.
1720년경에는 런던의 대부분 언론에서 매주 미술품 경매에 대한
광고를 게재했다. 당시 거래되던 주요 작품은 티치아노(Titian), 카라치
(Carracci), 코르토나(Cortona), 바사노(Bassano), 푸생(Poussin), 반 다이크
(Van

Dyck),

루벤스(Rubens)의

작품이었다.

영국

미술

시장에서는

이탈리아 클래식 미술이 선호되었으며, 18세기 수집가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던 화가는 라파엘(Raffaello), 다빈치(Leonardo da Vinci), 코레조
(Correggio) 등이었다. 이들의 진품보다는 판화 작품의 경매 출품률이 더
높았다. 주요 경매는 유명 커피 하우스(coffee house) 나 터번(tavern)에서
개최되었으며, 당시의 선구적인 경매사였던 밀링턴은 1692년에 ‘벤두(The
65) Learmount (주 34), p. 20.
66) Thomas M. Bayer and John R. Page, The Development of the Art Market in England:
Money as Muse, 1730– 1900, (London: Routledge, 2017),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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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u)’라는 자신만의 특정 장소에서 주기적 경매를 진행했다.67) 그 이후
경매사 크리스토퍼 쿡(Christopher Cock)과 에드워드 데이비스(Edward
Davis) 역시 각 1694년과 1697년 경매장을 지정하여 규칙적으로 경매를
열었다.68) 규칙적인 경매의 개최는 대중에게 미술 작품이 지닌 상업적
가치를 인식시키고, 작품을 하나의 자산으로 간주하게 했다. 또한 미술품
경매사는

적극적으로

위탁

작품을

발굴하며

미술

작품의

상업화를

촉진했다. 이러한 경매사의 노력은 경매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자산 증식의 방법 중 한 가지로 인식되게 하였으며, 중산층까지
경매에 참여하게 되었다.
당시 런던에서 경매가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18세기 초반 런던 미술계서의 상업 화랑의 부재이다. 따라서 미술 작품
유통의 경로는 오로지 경매에 집중되었으며, 미술품 경매는 1730년경에
이르러서는 런던에서 미술 작품을 유통하는 주요 통로가 되었다. 당시
런던에는 약 25개의 경매소가 있었으며 코벤트 가든(Covent Garden)과
그레이트 퀸 스트리트(Great Queen Street) 주변에 집중되어 있었다.69)
갤러리에 익숙하지 않았던 영국 대중은 경매를 통해서 주로 작품을
구입하였으며, 경매장에는 엘리트뿐 만이 아닌 중산층 구매자나 화상,
관람객이 모두 섞여 있었다. 당시 경매는 대중에게 중요 엔터테인먼트
였다. 루케(Jean Andre Rouquet)는 저서에서 당시의 경매에 대하여 “그
어느 것도 경매보다 재미있을 수는 없다. 참여한 관중, 그들에게서 비치는
각기 다른 욕망, 미술 작품, 그리고 경매사와 경매 단상, 이 모든 것이
최고의 엔터테인먼트를 만든다”고 표현했다.70) 미술품 경매는 영국에서
런던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런던의

유명

경매사는

지방까지

경매를

확장해나갔다. 밀링턴의 경우 고급 리조트가 위치한 턴브리지 웰스에서
‘신사 숙녀를 위한 엔터테인먼트’로 경매를 개최했다.71)
67) Cowan (주 62), p. 155.
68) Cowan (주 63), p. 279.
69) Robertson (주 58), p. 46.
70) Jean Andre Rouquet, The Present State of the Arts in England, (Michigan: Gale Ecco,
2010), pp. 124-125.
71) Bayer (주 66),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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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에서의 경매 제도는 초창기 단순히 물품을 효과적으로 팔기
위한 실직적인 필요에 의해 도입되었으나, 미술품을 포함한 사치품이라는
특정한 상품에 최적화된 거래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수요는 많고
공급은 상대적으로 적은 미술품, 식재료를 포함한 다양한 수입품이 경매로
거래

되었다. 안정적인

수입이

어려웠던

사치품은

기존의

상점에서

지속적으로 팔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나 횟수에 구애받지 않는
경매라는 거래 방식이 희소성이 높은 이러한 물품을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최상의 방식이었던 것이다. 경매사는 경매를 의도적으로 이벤트화
했고, 이러한 전략으로 경매는 단순히 물품을 거래하는 하나의 제도에서
상류사회의 행사로 변모했다.
런던의 미술품 경매 시장이 네덜란드 경매 제도의 영향을 받은
당시의 상인으로 인해 발전했으나, 활발한 시장이 형성되게 된 원인은
차이가 있다.

암스테르담의 미술품

경매의

주된 발전

요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번성했던 도시의 특성상 경매라는 제도가 무역으로 수출,
수입되었던 다양한 물품을 거래하기 위한 최적의 제도였다. 반면 런던에서
미술품 경매는 상류층을 위한 하나의 엔터테인먼트에 가까웠다. 당시
미술품 경매는 작품을 고상하게 전시하고, 구매자 사이에 극적인 경쟁을
일으키는 방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경매에서 작품을 낙찰
받은 구매자에게 특권층이 된 듯한 만족감을 주었다.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한 런던의 경매 제도는 18세기 런던 미술 시장의 호황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한편

런던에서 경매는

대중의

미적 수준을

상승시키기도 했다. 규칙적인 경매에의 노출은 대중에게 미술의 유파와
작가를 각인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다. 또한 점차적으로 런던의 미술가 역시
작품의 전시와 유통을 위해 경매를 이용했다. 런던에서 당시 활동하는
화가는 대부분 자국 화가였으나,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수의
이민 화가도 존재했다. 약 50명의 화가가 런던에 뿌리를 두고 활동했다.72)
경매 시장에서 예술의 감식안(connoisseurship)이 중요시된 것은
18세기 초반부터이다. 1713년 조나단 스위프트(Jonathan Swift)의 기록을
72) David Ormrod, Urban Achievement in Early Modern Europe: Golden Ages in Antwerp,
Amsterdam and Lond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p. 21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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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런던의 한 경매에서 구입한 티치아노의 작품이 시세의 반값이었기
때문에, 진품이 아닌 위작일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한다.73) 당시 경매에
참여하던 엘리트 그룹은 작품을 구입할 때 신중함을 보였으며 이들은 해외
미술품을 선호하였다. 그들은 비엘리트 그룹과 사회적으로 구별되고자 하는
욕구를 해외 작품 구매를 통해 실현했다. 당시의 일부 경매 안내장은
프랑스어와 라틴어로만 인쇄되었는데, 이는 그 시대의 엘리트만을 위한
경매가 존재했음을 증명한다. 경매에 참여하는 중산층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판화나 국내 작가의 작품을 구입했으며, 품목당 1파운드 미만인
작품도 다수 거래된 기록으로 보아 중산층의 활발한 경매 참여도를 추측할
수 있다.74)
1740년 전까지 미술 시장에서 주로 판매되던 작품은 렘브란트
(Rembrandt), 티치아노, 베로네세(Veronese)와 같은 올드 마스터의 작품
이었으며 전문화된 미술품 딜러도 흔치 않았다. 1740년대 런던의 아더
폰드(Arthur Pond)가 자신이 판매하는 작품 뒷면에 자신의 견해를 적어서
판매하기 시작하며 그를 신뢰하는 고객층이 형성되고, 작가의 명성이 아닌
딜러의 실력을 믿고 작품을 구매하는 시장이 활성화되었다.75) 폰드를
시작으로 런던에는 이탈리아 회화 전문 딜러인 윌리엄 부캐넌(William
Buchanan), 플랑드르파(Flemish) 회화 전문 딜러 존 스미스(John Smith),
토마스 애그뉴(Thomas Agnew), 18세기 런던 미술 시장에서 명망 높았던
딜러 존 앤더슨(John Anderson) 등이 1800년대 초반부터 갤러리를 열어
활발히 활동했다.76) 이들은 수집가를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하고, 경매를
통해 작품을 거래하며 미술 시장을 급성장시켰다.
18세기 영국의 경매 시장은 약 92%가 런던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런던은 당시 유럽의 경매 시장을 이끌고 있었다. 당시 유럽의 경매는 런던
37%, 암스테르담 25%, 파리 10%, 그 외 타 도시 26%로 분포되어 있었고,
73) Cowan (주 62), p. 153.
74) David Ormrod, “The Origins of the London Art Market 1660 –1730” in Michael North
and David Ormrod (eds), Art Markets in Europe 1400– 1800, (Aldershot: Ashgate Publishing,
1998), p. 177.
75) Boll (주 38), p. 17.
76) Robertson (주 58),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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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7세기부터 다져진 런던 경매 시장의 견고함과 18세기 출범한
소더비와 크리스티의

영향력을

증명한다.77)

경매가 17세기

후반부터

런던에서 급증한 원인 중 일부는 당시 영국의 사회적 변화에서 기인한다.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이 시작되고 연평균 10회에서 20회였던 미술품
경매

횟수가

1689년부터

1695년

동안

70회에서

100회

이상으로

급상승했다.78) 이는 네덜란드 출신의 영국 국왕 윌리엄 3세가 네덜란드의
미술품 딜러의 편의를 위해 관세 규정을 느슨하게 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79) 영국에는 네덜란드 미술 시장의 특징 중 하나인 회화의 생산이나
판매를 주도하는 길드와 같은 상인 조합이 활발히 활동하지 않았지만, 미술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국가 정책이 존재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
아래서 17세기 후반 불황에 빠진 네덜란드 시장에서 파산한 다수의
예술가가 영국으로 이주하였고, 해외 출신 화가는 영국 미술 시장의 회화
공급을 촉진하며 시장에서 작품이 재판매되는 현상을 만들었다. 16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의 미술품 경매 횟수의 급상승 현상은 1704년
미술품을 고가 상품 중 하나로 간주하고, 수입되는 모든 미술품에 종가세
(ad

valorem

duty)를

추가로

부과하면서

안정화되었다.80)

1689년

명예혁명으로 일어난 정권 교체와 미술품 경매 횟수의 증가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당시 영국으로 망명한 정치세력인 자코바이트(Jacobites)가
보유한 미술품이 대량으로 매각되고, 네덜란드 경제 하락에 따라 다수의
해외 화가가 영국으로 유입되어 작품을 공급하며, 경매 시장을 확장시킨
것으로 보여 진다. 미술 시장에 공급된 대량의 미술품이 미술품 경매
횟수를 급등락 시키고, 영국에서의 미술품 투기 현상을 최초로 초래했다.
이러한 17세기 말의 미술 시장의 현상은 경매가 당시 영국 사회의 사회적
현상 중 하나였으며 경매를 통한 미술품의 유통 방식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음을 시사한다.
77) Neil De Marchi and Hans J. Van Miegroet, Mapping Markets For Paintings in Europe
1450-1750, (Turnhout: Brepols Publishers, 2006), p. 269.
78) De Marchi (주 77), p. 278.
79) H.V.S. Ogden, English Taste in Landscape in the Seventeenth Centur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55), p. 88.
80) Ormrod (주 74), p.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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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미술 시장이 호황을 이루고 경매가 영국을 대표하는 유통
경로로 자리 잡게 된 원인 중 한 가지는 1779년 정부 주도의 경매법과
경매인 허가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경매가 활성화된 18세기 후반 런던에는
다양한 크기의 경매 회사가 존재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미 확립된 경매
제도에 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는 18세기 영국 미술 시장의
법적 테두리로서 시장을 안정화하고 판매자와 구매자를 보호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1779년 국회에서 ‘경매사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이 국왕에게
경매로 판매되는 모든 토지, 주택, 상품 및 기타 물품에 대한 일정 요율의
관세를 지불해야 할 의무에 대한 법령’이 통과되었다.81) 이로써 영국에서
경매사로 활동하려면 국가가 인정한 자격을 보유하고 일정한 세금을
지불하여야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에 의하여 권한을 인정받은
경매사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누구도 경매사나 경매의 입찰 방식을
사용하여 물품의 판매나 거래를 할 수 없음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82)
경매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런던에서는 연간 20실링, 그 외의
지역에서는 5실링이 부과되었다. 이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경매를
개최할 경우, 런던에서는 100파운드, 그 외의 지역에서는 5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1779년 7월 5일에 발표된 관세 및 요금에 관한 규정은
모든 경매사가 경매봉을 두드린 직후, 즉 경매가 끝난 즉시에 관세와
요금이 부과된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런던의 경매사는 매 경매 직후
총금액을 보고하고 세금을 지불하였다. 또한 런던의 경매사는 경매 전
채권으로 200파운드의 보증금이 징수되었다. 이는 경매 후 28일 이내에
경매를 통해 판매된 각 품목의 총계와 입찰가를 정확히 보고하고 이에 따른
소비세를 부과하기 위함이었다.83) 이러한 규정은 경매가 정부에 의하여
개최되었거나, 동인도 회사 등 특정한 수입 품목일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
되기도 하였다. 즉 과세 대상이 사치, 소비재 등 동산에 집중되어 있었다.
영국 경매 시장의 특징은 경매인 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경매사의 활동과
전문 거래인의 자격을 조정 및 감시하며 물품에 대한 직접적 과세와 더불어
81) Learmount (주 34), p. 48.
82) Learmount (주 34), pp. 48-49.
83) Learmount (주 34),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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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관리 시스템 역시 도입한 것이다. 이는 영국 정부가 경매 시장을
18세기 유통 흐름의 중심으로 인식한 것이며, 당시 경매 시장의 규모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본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정부의 규제는 경매를 통한
위법 행위나 사기 행위를 방지할 목적이었으며, 이러한 법적 규제는
궁극적으로 당시 영국의 경매 시장이 프랑스의 경매 시장보다 투명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아래 영국 런던에 소더비와 크리스티 경매가
1744년과 1766년 설립되었다. 두 경매 회사 모두 18세기부터 영국 경매
시장을 주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근래

동시대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는 크리스티가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1980년대까지의 미술
시장은 소더비가 주도했으며 20세기부터 미술품 경매사에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주요 경매 역시 소더비가 시작했다고 분석된다. 현재 미술 시장은
소더비와 크리스티가 이끌고 있으나 이 두 회사가 설립된 18세기 런던에는
60여 개의 다양한 경매 회사가 활동하고 있었다.84) 소더비와 크리스티를
선두로 1793년 본햄스(Bonham’s) 경매와 1796년 필립스(Phillips) 경매가
설립되었고, 이 4개의 경매 회사는 현재까지 미술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당시의 경매 회사는 현대 미술 시장에서와 같은 중추적인 역할보다는
소더비와 크리스티를 포함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작품의 유통이 도매로
이루어지는 곳이었다는 점에서 역할의 차이가 있다. 다음 절에서는 유통
체제를 이끄는 주역이자 화상과 수집가가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경매
회사 중 가장 오래된 전통과 역사를 지닌 소더비에 대하여 논한다.

84) Boll (주 38),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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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매의 탄생과 번성
(1) 소더비의 초기 경매
270여 년의 소더비 경매의 역사를 살펴보면 서적 경매로 시작하여
1차 세계 대전을 거친 이후 시대와 대표 운영자에 따라 경매의 집중
품목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1733년 2월 사무엘 베이커는 서적을
판매하기 위해 도서 목록이 수록된 도록을 출간하였고, 이후 1745년
베이커는 첫 번째 도서 경매 도록을 제작했다.85) 1744년 토마스 펠럿
박사(Dr. Thomas Pellet)의 도서관이 소장했던 서적이 소더비에서 최초로
진행된 경매였는데, 서지학자 토마스 딥딘(Thomas Frognall Dibdin)의
언급에 따라 오늘날 대다수가 이를 베이커의 최초 경매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의 자료를 살펴보면 이 경매는 경매사 조세프 브릭스톡(Joseph
Brigstock)과 경매 도록 제작자 존 액킨스(John Atkinson)이 진행한 것이다.
소더비의 설립자 베이커가 진행한 최초의 경매는 1744년 3월 11일 진행된
존 스탠리 경(Rt Hon Sir John Stanley)의 서적 경매로 총 457개의
품목(lot)이 경매되었다.86) 희귀한 도서가 포함되어 있던 이 서적 컬렉션
경매는 소더비의 이름을 알리는 첫 출발이 되었고, 이후 다양한 문학
서적의 위탁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베이커는 서적 판매와 출판,
경매사를

겸하며

이후

소더비의

발전에

큰

공을

세웠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최초의 미술 시장이 생성되며 파리와 런던에도 예술품이
귀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대중에게 열린 시장이라는 인식이 서서히
생겨났다. 이는 상업 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계급의 탄생과도 맞물린다.
당시 도서는 런던 지식인에게 있어서 마치 예술품과 같은 품목이었다.
따라서 영국 신사의 서적 컬렉션은 미술품보다 인기 있는 예술품이었다.87)
85) 사무엘 베이커가 1733년 2월 최초로 도서 목록 도록을 제작하여 배포했다 . 1745년
최초로 출간된 도서 경매 도록은 토마스 펠럿 박사 (Dr. Thomas Pellet)가 그의 도서관에
소장했던 서적을 담고 있다. Herrmann (주 32), p. 4.
86) Herrmann (주 32), p. 4.
87) Robert Lacey, Sotheby’s Bidding for Clas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98),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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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년 사무엘 베이커는 조지 라이(George Leigh)와 첫 번째
동업을 시작했다. 1774년 라이는 베이커의 정식 파트너가 되었으며,
1778년 베이커가 사망한 이후 조카 존 소더비(John Sotheby)와 당시 유명
경매사로

활약하던

라이가

소더비의

운영을

이어갔다.

1770년부터

1816년까지는 서적 수집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시기이다. 이 당시는 영국
문학과 엘리자베스 시대 문학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주의
문학과 이탈리아 문학까지 왕성히 소비되었다. 서적과 더불어 다양한
원고에 대한 관심도 증폭했으며, 서적의 가격 역시 상승했다. 이렇게
다양한 서적과 필사본, 서명 등의 인쇄물이 활발하게 거래된 배경에는
경매가 존재했다. 현존하는 서적 경매 도록에 따르면 1784년까지는 1년에
4번의 경매가 진행되었으며, 1786년에는 경매 개최 횟수가 8번으로
증가했다. 런던에서 약 40회의 경매가 개최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소더비가 시장의 약 20%를 점유하고 있었다. 1794년에는 최초로 자연사
(natural history) 에만 집중한 식물학 경매(The Earl of Bute’s Botanical
Collection)를 개최하였고, 외과 기계, 과학 기구, 내비게이션 장치 등의
경매 역시 진행하며 서적만이 아닌 다양한 품목을 거래했다.88)
미술품을 최초로 거래하기 시작한 시기 역시 18세기 후반인데,
미술품만을 따로 수집하여 경매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컬렉션을
경매할 때 그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던 품목 중 일부가 판화나 회화 등의
미술 작품이었다. 1800년 3월 소더비는 대영 박물관 관장인 찰스 몰튼
박사(Dr. Charles Morton)의 도서관 소장 품목을 경매하며 일부의 미술
작품을 경매에 올렸고, 1816년 11월 대영 박물관의 판화와 회화 부서를
총괄했던 윌리엄 알렉산더(William Alexander)의 컬렉션을 경매함으로써
다양한 거장의 드로잉과 판화를 판매했다. 경매에서 특정 개인이 수집했던
미술품을 성공적으로 판매함에 따라, 소더비가 주요 경매 품목을 서적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미술품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19세기 초반까지 소더비의 경매 주요 품목은 서적과 필사본, 서명,
친필 서신 등 문학 관련 인쇄물이었으며, 회화나 조각과 같은 미술품은
88) Herrmann (주 32), pp.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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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컬렉션 일부로 경매되었다. 이후 소더비는 경매에 출품하는 품목에
변화를 주어 1820년대에는 회화, 수채화, 특정 화가의 작품까지도 경매에
서 판매했다. 1829년 6월에는 젊은 나이에 작고한 화가 리처드 파크
보닝턴(Richard Parkes Bonington)의 파리 작업실에 있던 작품이 경매에
올랐으며, 이후 그의 작품은 1838년까지 꾸준히 경매에 등장하여 거래
되었다.89) 본 연구는 1829년의 이 경매를 소더비가 최초로 미술품을
중점적으로 다룬 경매로 간주한다. 소더비의 경매 횟수는 19세기 초반
꾸준히 상승했다. 1804년 26번의 경매를 개최했으며, 이중 17번은 서적
경매였다. 1816년에는 29번의 서적 경매를 포함하여 총 50번의 경매를
개최했다.90)
또한 현존하는 소더비의 19세기 초반 도록을 통해 이 당시 미술품
중 판화 컬렉션이 인기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유명 판화 수집가였던 조셉
마버리 목사(Rev. Joseph Maberley)의 저서를 보면 런던의 딜러 중 절반이
고대 판화(ancient prints)를 거래한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숙련된 수집가는
본인이 직접 경매에 참여하지 않고 판화 딜러를 통해 경매에 응찰한다고
서술했다.91) 1851년 5월 소더비에서 경매된 마버리 목사의 알브레히트
뒤러(Albert Durer)와 렘브란트 판화가 주축이 된 컬렉션은 당시 완성도
높은 판화 경매로 평가되었다.
1864년부터

1924년까지

‘소더비,

윌킨슨과

호지(Sotheby,

Wilkinson and Hodge)’의 상호 아래 경매가 진행되었으며, 1868년
소더비는 토마스 코서 목사(Rev. Thomas Corser)의 서적 컬렉션 경매로
빅토리아 시대 문학 작품 경매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1868년 소더비는
한 해 동안 95번의 경매를 개최했다.92) 당시 경매 시장은 크리스티와
89) 리처드 파크 보닝턴은 당시 최초로 경매에 오른 동시대 작가이다. 그는 26살의 젊은
나이로 작고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1829년 아들의 파리 작업실에 있던 작품을 모두 소더비
경매에 출품했다. 이후 보닝턴의 작품은 ‘Eminent collectors’ 컬렉션 일부로 1834년과
1835년 경매에 출품되었고, 1838년에는 다른 유족이 경매에 출품했다. 보닝턴 세일은 훗날
소더비에게 문제를 가져오기도 한다. Herrmann (주 32), p. 29.
90) Herrmann (주 32), p. 31.
91) Annika Sippel, “Fifteenth and Sixteenth Century Northern European Prints, at the
Museum of New Zealand Te Papa Tongarewa”, (M.S. Thesis,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2012), pp.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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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틱 앤 심슨(Puttick & Simpson) 등이 활발히 활동 중이었으나, 서적
경매의 독보적인 위치는 소더비가 차지하고 있었다. 소더비 경매는 다양한
품목의 경매를 시도하였으나, 1899년까지 서적 경매에 집중했다. 특히
19세기 소더비는 유명 서적 수집가인 버나드 쿼리치(Bernard Quaritch)와
1899년 까지 당시의 서적 경매 시장을 주도했다.93)
윌킨슨과 에드워드 호지의 사후 회사 경영권은 호지의 아들 톰
호지(Tom Hodge)에게로 넘어갔으며, 그는 1909년 현재의 소더비를 창조해
낸 몬타규 바로우(Montague Barlow), 제프리 홉슨(Geoffrey Hobson),
필릭스 워(Felix Warre)에게로 회사를 인수했다.

1909년에는 홉슨과 워가

호지와 함께 회사를 경영했으며, 1911년 변호사인 바로우가 본격적으로
공개적인 경영에 착수했다. 이들은 ‘허스 경매(The Huth Sales)’, ‘브라우닝
경매(The Browning Sale)’와 같은 의미 있는 문학 작품 경매로 소더비의
입지를

굳혔다.94)

브라우닝(Robert

브라우닝
Barrett

경매는

Browning)의

이탈리아의
사후에

화가
개최된

로버트
그의

배럿
소장품

경매이다.95) 이 경매는 예상을 뛰어넘는 매출액을 기록했고, 대중이
소더비의 명성을 확인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96) 또한 오래된 서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증폭시켜 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92) 이는 38회의 서적 경매 (book sales), 23회의 판화 작품과 미술품 경매 (prints and oil
paintings sales), 5회의 친필 서명 서신 경매 (autograph letters sales), 11회의 세라믹과 골동품
경매 (ceramics and antiques s ales), 9회의 동전과 메달 경매(coin and medals sales), 2회의
무기와 갑옷 경매(arms and armour sales), 1회의 와인 경매 (wine sales) 등으로 이루어졌다.
Herrmann (주 32), p. 59.
93) 버나드 쿼리치(Bernard Quaritch)는 독일 태생으로 영국의 유명 서적 수집가이자
판매상이다. 그는 당시 존재했던 여러 경매 회사 중 소더비와 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시장을 주도했다 . 19세기 후반의 서적 시장을 ‘쿼리치 시대 (The Quaritch Era)’ 로 정의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시 서적 시장의 주요 인물이었다. 더욱 자세한 쿼리치와 소더비의 활동은
다음을 참고한다 . Herrmann (주 32), pp. 59-84.
94) ‘허스 경매(The Huth Sales)’는 유명 서적 수집가인 헨리 허스 (Henry Huth, 1815
-1878)의 사후에 진행된 그의 서적 컬렉션 경매이다 . 허스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책들의
일부는 대영 박물관(British Museum)으로 기증되었으며 일부는 소더비에서 1911년에서
1912년 동안 12회의 경매를 걸쳐 판매되었다. Herrmann (주 32), pp. 114-118.
95) 브라우닝은 화가로서의 업적은 미미했으나 19세기 당대 최고의 스캔들을 일으켰던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Robert Browning)과 엘리자베스 배럿 (Elizabeth Barrett)의 아들로, 그의
부모가 남겼던 책, 사진, 가구 , 그들의 오래된 서신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Herrmann
(주 32), pp. 128-134.
96) 가장 주목받았던 경매 품목은 Lot. 166이었던 연애편지 (The Love Letters)다. 로버트
브라우닝이 엘리자베스 배럿에게 쓴 284장과 배럿이 브라우닝에게 쓴 287장의 연애편지가
그들이 각자 보관했던 오리지널 케이스에 담긴 채로 경매되었다 . 경매의 매출액은 2만
8,000파운 드였다. Lacey (주 87),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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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더비는 당시 국제적인 시장을 보유하고 있던 서적과 문헌 작품 거래 시장
속에서 성장했다.

(2) 크리스티의 초기 경매
소더비 경매와 함께 세계 미술품 경매 시장을 주도하는 크리스티
경매 역시 18세기 런던에서 출발했다. 소더비와 크리스티는 설립 이래
지속적인 경쟁 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술품 경매의 역사 연구에서 최초로
설립된 미술품 경매 회사에 대한 담론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데, 설립
시기는 소더비가 1744년, 크리스티가 1766년으로 약 20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두 경매 회사가 주력으로 판매한 품목의 차이로 어느 회사가
미술품 경매사의 근원인지에 대한 주장이 엇갈린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소더비는 최초 설립 시기에 서적 경매에 주력했다. 크리스티는 최초 설립
시기부터 미술품 경매 회사로 출발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헌 연구에
따르면 1767년부터 미술품이 경매 품목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미술품 경매
회사로 명성을 얻기 시작한 시점은 50여 년 후인 1820년대다.
당시 코벤트 가든(Covent Garden)에서 경매사로 활동하던 제임스
크리스티(James Christie)가 1766년 12월 5일 설립한 크리스티는 당시 서적
경매에 주력했던 소더비 경매와 차별화하기 위하여 설립 초기 작고한
귀족의 가구, 집안 생활용품, 미술 작품, 보석 등을 경매의 주력 품목으로
내세웠다. 유창한 언술에 능했던 제임스 크리스티는 초기 경매를 통해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초기 크리스티의 경매 리스트에는 담황색 요강,
교황의 조각상, 다리미, 삼발이, 놋쇠 촛대, 가위, 국자, 침대, 커튼, 의자,
보관장, 카펫, 접시, 관, 다람쥐장, 수동식 오르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크리스티는 뛰어난 웅변술로 각 품목을 매우 특별한 작품인 것처럼
소개했다. 예를 들어 관에 대하여 설명할 때는 ‘치명적인 중증인 병에서
회복한 사람을 위해서 제작된 죽음을 초월한 관’이라고 과장하였다.97)
97) Learmount (주 34), pp. 104-105.

40

그의 타고난 화술은 훗날 미술 작품과 보석 등의 고가 품목을 위탁해
경매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무기로 작용했다. 크리스티는 1767년 3월 20일
펠멜(Pall Mall)에서 최초로 미술 작품 3점을 경매에 출품했다. 홀바인과
티치아노,

테니르스(David

Teniers)의

작품이었는데,

정확한

기록과

이미지는 찾을 수 없지만 티치아노는 2기니, 테니르스는 14실링에 판매
되었다.98)
18세기 말 소더비와 크리스티는 모두 프랑스 혁명의 타격을
받았다. 프랑스의 격변이 미술 시장의 대혼란을 초래했고, 당시 ‘라이 앤
소더비(Leigh & Sotheby)’로 운영되며 서적 경매에 주력했던 소더비보다
미술 작품을 경매에 출품하던 크리스티가 더 큰 타격을 입었다.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올드 마스터 작품이 대거 방출되어 10프랑에 팔리는 등
그동안 안정세를 보인 미술 시장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프랑스 혁명은 훗날
왕가와 귀족이 몰락하며 쏟아져 나온 예술품이 크리스티와 소더비로 흘러
들어가며 경매 회사의 초기 성장에 기여했지만, 혁명 당시에는 크리스티의
주 종목을 보석으로 전환하게 하는 주요 계기로 작용했다. 당시 루이
15세의 정부였던 뒤바리(Du Barry) 부인이 프랑스에서 도피할 때 소장한
보석을 크리스티 경매에 올려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녀가 프랑스에서
다시 영국으로 귀국하지 못하면서 크리스티의 보석 경매 역시 타격을
받았다. 프랑스 대혁명으로 당시의 미술 시장은 매우 불안정했고, 크리스티
경매도 심각한 불황기를 맞았으나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18세기 후반 크리스티는 회사를 축소하고 장소를 옮기며 사업을
재정비했지만

19세기

초까지

출품되었던

미술

작품의

질은

현저히

떨어졌다. 1803년 설립자인 제임스 크리스티가 사망할 때까지 크리스티는
침체가 지속되어 운영을 중단하다시피 했고, 1823년 장소를 이전하며
경매에서 미술 작품이 아닌 토지를 거래하기 시작했다.99)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크리스티가

1766년부터

미술품

발전했다는 주장과 상반된다.

98) Learmount (주 34), p. 108.
99) Learmount (주 34),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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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경매

회사로

창립해

반면

소더비

경매는

18세기까지

서적

경매를

성공적으로

유치했으며, 18세기 후반에는 경매 횟수와 총액 또한 꾸준히 증가하며 경매
회사로서의 기반을 탄탄히 다졌다. 소더비의 대표 경매사로 활동했던 조지
라이는 당시 유능했던 경매사 제임스 크리스티의 사망 이후로 런던 경매
시장에서 명성을 누렸다. 19세기 초반까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
혁명의 성공에 힘입어 크리스티 경매는 1830년대부터 서서히 미술 작품
경매를 활성화했다. 소더비 역시 주 종목은 서적 경매였지만, 1825년경부터
수채화나 회화 작품이 이전보다 활발히 경매에서 거래되기 시작했으며,
창립자이자 전문 서적 경매인이었던 베이커가 1842년 사망한 이후로
경매에서 거래되는 품목이 다양화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소더비와 크리스티에서 미술품 거래가 활성화된 시기가 유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 시기는 영국 미술 시장이 번성한 시점과 일치한다.

(3) 미술품 경매 회사로서의 소더비
소더비 경매는 19세기 말까지 서적 경매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1913년 프란스 할스(Frans Hals)의 작품을 경매에 출품하여 좋은 성과를
올리며 미술품 경매에도 주력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당시 수준 높은
미술 작품은 크리스티 경매로 대부분이 위탁되고 있었고, 소더비는 서적
경매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다. 1913년 6월 20일 소더비는
그래너스크 경(Lord Glanusk)이 소장했던 17세기 네덜란드 미술의 거장
프란스 할스의 초상화 작품 <남자의 초상 (Portrait of a Man)>을 경매에
올렸다. 이 작품은 그동안 소더비에 출품된 미술 작품 중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던 작품으로 이 경매는 소더비 미술품 경매의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도판 1). 당시 같은 날 진행된 크리스티의
경매에도 프란스 할스의 초상화 작품 두 점이 출품되었으나, 소더비에
출품된 할스 작품의 완성도가 더 높았다. 이 시기는 네덜란드인이 해외에
반출되어 있던 자국의 올드 마스터 작품을 다시 소장하려던 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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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란드에서

온 다수의

딜러가

소더비와

크리스티

경매에

참석했다.

소더비에 출품된 할스의 작품은 흰색 깃의 검정 상의를 입은 실물 크기
네덜란드 남성의 초상화로, 모자를 쓰고 오른손에는 장갑을 든 작가의
전성기 작품이었다. 이 작품은 최초로 그래너스크 경이 구매했으며, 이후
러셀 베일리 경(Sir Russell Bailey) 이 1884년 12월 크리스티의 윌리엄 러셀
경매(William

Russell Sales)에서 구매했다.

이 작품은 9천 파운드에

낙찰되며 1913년 런던 미술품 경매에서 팔린 최고가를 기록했다.100)
이로써 소더비는 이전의 브라우닝 경매의 성공과 프란스 할스의 작품
판매로 사회적 명성과 경제적 성공을 동시에 누리게 되었다.
소더비는 1917년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 웰링턴 가에서 34
와 35 뉴 본드 가(34 and 35 New Bond St)로 이전하였다. 런던의 서쪽에
위치한 이 거리는 당시의 유명 패션 상점과 아그뉴(Agnew), 콜나기
(Colnaghi) 와 같은 유명 화랑과 서점이 있는 거리였으며, 크리스티 경매도
근접해 있었다. 패션과 문화의 거리로 새롭게 이전한 것을 계기로 소더비를
대표하던 서적 경매의 시기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미술품 경매가 회사의
주력 경매가 되었다고 분석된다.101) 위치 이전 후 소더비는 미술품 경매로
유명한 크리스티와 경쟁하기 위하여 미술 작품 위탁 수수료를 인하하는
정책을

실행했다.

당시

위탁자에게

부과되던

일반적인

수수료는

12.5%였다. 소더비는 회화, 드로잉, 갑옷, 가구, 은, 보석 등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7.5%로 인하했다. 소더비는 공격적인 수수료 정책과 함께 뉴
본드

가에서

첫

경매로

팸부로크

가문(Pembroke

Family)의

‘윌튼

경매(The Wilton House Treasures)’를 개최했다. 이 소장품의 대부분은
가문의 가보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15-16세기의 갑옷과
렘브란트의 작품을 포함한 다양한 회화 작품이 포함되어 있었다.102) 특히
프랑스

군

총사령관

안느

드

몽모랑시(Anne

de

Montmorency)가

100) Herrmann (주 32), pp. 137-138.
101) 흥미롭게도 1920년대 초반 소더비의 ‘예술품 부서 (Works of Art Department)’에는 회화,
드로잉, 판화 , 동전과 골동품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예술품 부서에서 거래했던 품목은
가구 , 태피스트리(tapestry), 카페트 , 자수 , 유리, 도자기, 자기 , 은, 브론즈 , 에나멜, 시계,
스테인글래스, 옥, 음악기 등 르네상스 시대부터 만들어진 모든 종류의 공예품이었다. 회화
작품과 드로잉, 판화 등은 ‘그림 (Pictures)’으로 분류되어 경매되었다 .
102) Herrmann (주 32), p.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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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년 전쟁에서 입었던 갑옷과 드 몽팡시에 공작 루이 드 부르봉(Louis
de Bourbon, Duc de Montpensier)이 입었던 갑옷 두 점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작품으로 홍보되었다. 화가의 어머니를 그린 렘브란트의 작품은
수집가 토마스 얼(Thomas Earl) 이 홀란드에서 1685년 구매했던 소장
이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경매는

영국

뿐

아니라

미국으로도

홍보되었다. 하지만 경매 전 갑옷 전문가 찰스 풀크스(Charles Foulkes)의
비평이 벌링턴 매거진(Burlington Magazine)에 실리며 갑옷의 제작 시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작품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은 작품의 유찰로
이어졌고, 이는 장소 이전 후 처음으로 개최한 소더비 경매에 경제적
타격을 초래했다.103) 하지만 소더비는 여러 분야의 경매를 끊임없이
시도했고, 기존의 서적 부서에도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여 회사를 확장해
나갔다.104)
소더비의 확장 이전 후 초창기 미술품 경매는 영국 옥스포드 대학
부속 박물관인 애쉬몰린 박물관(Ashmolean Museum)의 순수 미술(Fine
Arts) 담당자 찰스 벨(Charles Bell)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그는 매주
수요일을 ‘올드 마스터 작품 경매의 날’로 지정하고 옛 거장의 회화와
드로잉을 경매에 출품했다. 뛰어난 미술 학자였던 벨은 올드 마스터 작품의
진위를 정확히 감별했으며, 이는 크리스티 경매로 주로 보냈던 올드 마스터
작품을 소더비 경매로 위탁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벨이 소더비에서
최초로 주도했던 주요 경매는 1920년 3월 개최된 랜스다운 후작(Marquess
of Lansdowne)의 소장품과 헤슬테인(J.P. Heseltine)의 영국 회화 소장품
경매였다. 헤슬테인은 영국 드로잉 작품의 주요 수집가였다. 랜스다운
후작의 켈렉션은 시장에 미공개된 작품으로 완성도 높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의 올드 마스터 작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컬렉션은
9점의 프랑수아 부셰(Francois Boucher), 2점의 안토니오 카날레토(Antonio
103) 소더비는 이 경매의 낙찰액을 5만 2,819파운드로 발표했으나 갑옷 두 점과 렘브란트
작품이 모두 유찰됨으로 1만 6,319파운드만이 낙찰 총액이었다 . 갑옷은 각 1만 4,500파운드
와 1만 500파운드로 낙찰되었다고 발표되었으나 사실은 내정가에 미치지 못하여 유찰
되었고, 렘브란트 작품 역시 1만 1,500파운드에서 유찰되었다. 훗날 크리스티 경매와 오랜
인연이 있던 찰스 풀크스가 의도적으로 소더비의 본드가에서의 첫 경매를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Lacey (주 87), p. 70.
104) 1920년 소더비는 서적 부서에 미국에서 활동하던 새로운 파트너이자 경매사 찰스 데
그로스(Charles des Graz)를 영입하며 성장한다. Herrmann (주 32), p.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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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letto), 3점의 안토니오 코레조(Antonio Correggio), 3점의 프란체스코
과르디(Francesco Guardis), 2점의 한스 홀바인(Hans Holbein), 2점의
아드리아 판 오스타터(Ardiaen Van Ostades), 4점의 렘브란트, 클로드
로랭(Claude

Lorrain)과

같은

거장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헤슬테인의 컬렉션 역시 4점의 리처드 보닝턴, 화가의 직계 가족으로부터
구입한 23점의 존 컨스터블(John Constable), 3점의 존 플랙스먼(John
Flaxman), 2점의 JMW 터너(Joseph Mallord William Turner), 제임스
휘슬러(James

Whistler),

윌리엄

호가드(William

Hogarth),

렘브란트,

루벤스(Peter Paul Rubens) 등 유명 작가의 드로잉을 포함하고 있었다.105)
소더비의 회화와 드로잉 부서의 매출액은 1928년 4년 전과 비교하여 500%
인상되었다. 1927년 크리스티의 미술품 경매 수익액이 5만 9,000파운드 일
때 소더비의 미술품 경매 수익액은 2만 7,000파운드였다. 다음 해는
소더비의 수익액이 상승되어 6만 9,000파운드로 크리스티의 수익액 7만
파운드와 근접한 결과를 이루었다.106) 공격적인 수수료 마케팅과 적극적인
해외 홍보, 적절한 인재의 투입으로 소더비가 기존의 서적 경매사에서
미술품 경매의 주요 회사로 성공적으로 변모했음을 알 수 있다. 소더비는
경제적 성장과 함께 회사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고민하며 이 곳에서
거래되는

미술

작품에

걸맞은

품위

있고

고결한

정신,

즉

신사(gentlemen)의 정신을 지니고자 노력했다.107)
1924년 12월 세금과 같은 법적인 요소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소더비, 윌킨슨과 호지’였던 회사는 자본금 15만 파운드의 개인
회사인 ‘소더비(Sotheby

& Co)’로 변모했다. 1911년부터 공식적으로

회사를 경영했던 몬타규 바로우가 4월 공식적으로 퇴직하고, 10월 미국
월가 대폭락(Wall Street Crush)의 타격을 입었다. 미국과의 모든 거래가 한
순간에 단절된 런던 시장의 급락이었다. 1929년 기록했던 7만 파운드의
수익액은 1930년 3만 파운드로 추락하고 1931년에는 1만 2,000파운드, 그
다음해에는 4,000파운드까지 감소했다. 1933년 붕괴된 시장의 타격으로
105) Herrmann (주 32), p. 180.
106) Lacey (주 87), p. 76.
107) Lacey (주 87), pp. 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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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인 크리스티는 소더비에게 합병을 제시하기까지 이르렀다. 이 합병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당시 어려웠던 시장의 현황을 나타낸다. 본격적인 근대
미술 시장이 생성된 1880년 이후 1929년의 월가의 대폭락은 미술 시장사에
발생한 중대한 사건으로, 이 타격은 1929년부터 1957년까지의 미술 시장이
침체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조셉 듀빈(Joseph Duveen), 앙브루아즈 볼라르
(Ambroise

Vollard),

르네

김펠(Rene

Gimpel),

펠릭스

페네옹(Felix

Feneon)과 같은 주요 딜러가 사망하고, 2차 세계 대전 동안 미국의 모든
경매 회사의 매출량이 감소하며 미술 시장 역시 전쟁 그 자체의 침울함을
대변했다. 제 2차 세계대전 동안 얼어 있던 미술 시장은 전쟁 이후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다.
1950년대에는 미술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동안
치중되어 있던 딜러를 통한 작품 거래와 더불어 경매장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된 것이다. 전쟁 중 소더비의 재정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홉슨의 기록에 따르면 서적 부서는 창립 이래 최저의 성과를 내었지만
예술품 부서에서 이전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총 매출량에 대한
순이익은 1939년보다 증가했다.108) 1945년 전쟁이 끝나 후 소더비 경매에
출품되는

미술품과

골동품의

수준은 점차

높아졌다.

예술품

부서의

매출량은 194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미술사학자 한스 그로나우
(Hans Gronau)가 올드 마스터 부서에 합류하면서 더욱 성장 하였다.
1946년 소더비는 166번의 경매를 통해 총 매출액 155만 6,700파운드를
기록했다. 이후 이를 넘지 못했던 총액은 1955년 170만 3,267파운드로
최고 매출액을 경신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소더비의 총 매출액은
1956년 226만 6,827파운드, 1957년 317만 5,212파운드, 1958년 308만
7,918파운드, 1959년 580만 9,437파운드를 기록하며 10년 동안 꾸준히
성장했다.109) 1950년대 후반 소더비는 올드 마스터 회화(Old Master
Pictures), 영국과 현대 회화(English and Modern Pictures), 판화와 드로잉
(Prints and Drawings), 서적과 원고(Books and Manuscripts), 실버와 보석
(Silver and Jewels), 공예품(Works of Art), 골동품과 동전(Antiques and
108) Herrmann (주 32), p. 316.
109) Herrmann (주 32), p. 334.

46

Coins), 가구(Furnitures)라는 8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러한 구조는
1964년까지

지속되었다.

1967년

이후

이

부서들은

급속히

세분화

되었다.110)

110) 피터 윌슨(Peter Wilson)과 존 리켓(John Rickett)이 회화 부서를 담당했으며 찰스 데
그로스(Charles des Graz)와 안토니 홉슨(Anthony Hobson)이 서적과 필사본 부서의
책임자였다. 짐 키델(Jim Kiddell)과 팀 클락 (Tim Clarke)이 도자기와 공예품 , 유리 부서를
이끌었으며 프레드 로스(Fred Rose)와 리처드 케임 (Richard Came)이 실버와 보석 부서를
담당했다. Herrmann (주 32), p.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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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20 세기 경매의 역할 확립
앞 장에서 경매라는 제도의 기원과 경매 이전의 유럽 미술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었는지 살펴보고, 미술품 경매 시장의 중심지였던 런던
미술 시장의 배경에 대하여 고찰했다. 또한 소더비와 크리스티의 설립
과정과 초기 경매에 대해 분석했다. 이탈리아에는 후원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네덜란드에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미술 작품이
상품화되어 거래되는 대중적 시장이 성행하고 있는 대조적인 양상을
탐구하였다. 이후 유럽은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였으며,
이와 맞물려 미술 시장은 앤트워프, 암스테르담, 런던으로 이전되며 발전을
거듭했다.

특히 런던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매라는

유통

방식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었고, 전문화된 경매 회사가 설립되어 미술 시장의
발전을 주도했다. 이 장에서는 유통자로서 20세기 경매의 역할과 책임이
미술 시장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여왔는지 소더비에서 개최된 중요
경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미술 시장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를 정의하고, 이 중 유통자로서의 경매의
역할을 고찰하며 경매의 구조와 절차를 분석한다. 이후 경매가 현대 미술품
경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을 소더비의 발전사를
통하여 탐구한다.

1. 미술 시장과 경매의 역할
1) 미술 시장의 생태계와 구성
미술 시장은 창작자와 유통자, 소비자가 주체가 되고 이들이 서로
기능적으로 결합하여 형성되어 있다. 여기에 제도적 조건과 경제 구조적
여건, 그리고 사회적 관심 등의 거시적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미술 시장의
산업적 구조는 여러 연구자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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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미술 작품의 단순한 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작품에 내포된
도상적 가치의 이동이 발생하는 곳이다. 따라서 작품에 포함된 작가의
창작성, 비평, 이를 선별하는 유통자의 안목, 구매자의 기호, 미술사적 권위
인정 등을 확인하는 행위가 하나로 통합되어 매매가 이루어지며 이 모든
요소가 끊임없이 순환되는 곳이다.111)

[ 그림 1] 미술 시장 생태계 구조112)

[그림 1]은 미술 시장 생태계의 구조와 구성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미술 시장은 과거에는 미술계의 창작, 유통, 소비 기능과 순화 구조가
단선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점차 각 영역의 확장과 공유 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상호간의 역할 구분이 모호해지고 중첩되며 연계되는 부분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과거 미술 구조를 설명하는데 사용된 미술계라는
용어보다 유기적이고 복잡해진 미술 시장의 관계를 나타내는 미술 시장
111) 김성희 (주 7), pp. 21-28.
112) 출처: 예술경영지원센터, 「2012 미술시장실태조사 」,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체육
관광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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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라는 개념이 생성되었다. 2013년까지만 해도 국내 연구에서 미술
구조는 미술계 또는 미술 구조 등의 용어로 지칭 되었으나, 구조가
확장되고 기능과 영역이 중첩되며, 미술계 보다는 유기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구에 의하여 미술 생태계라는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113) 본 연구에서는 미술 시장에 끼치는 경매의 역할과
책임의 변화를 산업적 관점에서 탐구하기 위하여 미술의 창작, 유통,
소비라는 내적 구성체와 더불어 사회적 관심이나 정부의 정책 등 외적
구성체와의 조화로운 관계의 모색을 추구하는 미술 시장 생태계라는 개념을
이해하고자 한다. 미술품 경매에 대한 미술 시장 생태계적 관점의 접근은
최근 급속도로 성장한 미술 시장의 연구에 적용하기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시도되지 않은 분야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 역시
부재한 상태이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라는 개념을 통해 미술 시장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개체를 확인하고, 이 중 미술품 경매라는 개체의
역할과 책임 변화를 소더비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주요 경매 분석을 통하여
모색해 보고자 한다.
생태계(ecosystem) 는 1935년 아서 탄슬리(Arthur George Tansley)
에 의하여 제창된 개념으로 자연의 원상태를 인식하기 위해 상호 간의
관계를 지닌 생물과 무기적 환경을 통합하여 보는 관점이다. 이후 제임스
무어(James

Moore)에

의하여

기업생태계(business

ecosystem) 개념이

소개된 이후로 사업 관련 상호 작용하는 조직과 개체로 구성된 경제적
공동체로 이해되며 다양한 기업, 혁신, 산업을 이해하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114)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개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관계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상호 작용하며 함께
발전한다. 따라서 생태계에서 중요한 것은 구성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
순환 등이다. 이러한 생태계적 개념에서 미술 시장을 살펴볼 때, 미술
시장의 주요 개체는 창작자, 유통자, 소비자로 구분되며 외적 개체로는
정부의 정책, 사회적 관심, 경제 구조적 여건, 소비자의 문화적 수준

113) 김혜인 외 , 「미술 분야 생태환경 개선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4).
114) 권혁인 외 , 『문화예술산업 생태계 서비스모델』, (한경사 , 2015),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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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구분된다. 미술 시장 생태계의 다양한 내외부 구성체 중 미술
시장에서 경매의 역할과 책임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내부 구성체인 창작자, 소비자, 유통자의 개념과 역할을
탐구하고자 한다.
미술 시장 생태계에서 창작자는 작품을 생산하는 작가이다. 미술
작품을 제작한다는 것은 창작자에게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이고 그 목적이
무엇이든지

작품이

제작되고

판매되는

시장은

화가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다. 곰브리치(Gombrich)가 미술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단지 미술가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듯, 미술 작품은 어떠한 신비스러운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만든

물체이다.115)

자본주의의 속성과 시장 경제의 수요와 공급의 논리가 내재되어 있는
미술 시장에서 창작자와 소비자의 관계는 시각적 소통과 시장을 완성하는
근본적인 요소이다. 모든 예술 작품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개방되어 있는 이 작품은 해석자가 그것을 매개하는 순간에 완성되기
때문이다.

창자자로서의

작가는

자신만의

세계관을

조형

예술이라는

특정한 형식에 담아내는 특별한 생산자이다. 건축가 알베르티(Alberti)는
화가와 건축가의 예술은 과학성, 즉 수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평하며
창작자, 즉 예술가를 장인과 독립시켜 정의했다. 예술가는 실제적 경험과
작업장의 전승으로 이루어 내는 수공업자가 아닌 독립적인 기업가이며,
예술가를 이끄는 것은 독자적인 이성이며 학문적 이론이라는 것이다.116)
창작자는 천재성, 독창성, 영감과 숙련, 혁신적 상상력, 창조를 겸비하고
있어야 하며 작품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여야 한다.
창작자는 이미 평가가 끝났거나 새롭게 평가되어야 하는 부류,
또는 평가가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재평가 되고 있는 부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작품을 통하여 경제 활동을 하는 작가의 명성은 작품의 가격과
연관되어 있으며, 미술 시장은 작가의 명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진화하였다. 작가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가 작품 가격에 전적으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윌리엄 그램프와 같은 일부 학자는 작가의 작품
115) Gombrich (주 41), p. 15.
116) 베르너 하인리히스, 김화임 번역, 『컬쳐매니지먼트 』, (인디북, 2003),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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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작가의 작품 전시 출품 횟수, 언론 매체의 노출
정도, 주요 미술관 컬렉션, 주요 개인 수집가의 소유 여부 등 평가된
자료를 통합하여 도출한 작가의 명성이 시장에서의 작품 가격과 연관이
있음을 증명했다.117) 과거의 창작자가 오로지 예술가로서의 고뇌만을
중시하고 돈과 예술이 연계되는 것에 강한 부정을 표현했다면, 현 시대의
창작자는 시장을 이용하고 대중의 명성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를 표출한다.
오늘날 미술 시장 생태계에서 창작자의 성공 여부는 유통자, 소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작가의 역량과 독창성과 같은 질적인 평가 기준은
작가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근본적인 기준이다. 특히 새롭게 평가되어야
하는 신진 작가에게는 진행 과정과 작업에 임하는 태도, 전시 경력 등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작가의 이미지, 시장 지향적인 마케팅 전술, 작가의
네트워크

등이 시장에서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

창작자의

작품을

생산하는 주요 목적이 단순한 재정적인 성공은 아니지만 오로지 소수의
작가만이 전업 작가로서 경제적 성공을 누릴 수 있고 대다수의 작가는
생업에 필요한 별도의 직업을 갖고 있다.
미술

시장

생태계에서

소비자는

수집가(collector) 와

수요자

(consumer)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수집가는 예술가의 탄생 이래
그들의 역량은 인정하고 작품을 평가하여 활동의 터전을 만들어 준
패트런(patron)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경제적, 물질적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한다.

수집가는

작품을

소유하고

장기적으로

감상하고자

작품을

구매하는데, 소유하려는 의지가 미술품 수집가를 애호가와 구분 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수집가에게 소유란 단지 한 개인이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갖는 것 뿐 아니라 그 대상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미술 작품이 인간이 열정을 발산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심오한 예술가의 창작물을 소유하며, 수집가는

명예를

소망하고 소비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며,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다.

117) Grampp (주 18),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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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가는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으로 구분된다. 민간 영역의 경우
개인과 기업, 사립 미술관 등이 있다. 공공 영역의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
공적 시설, 미술관 등이 해당된다. 이처럼 다양하게 확대된 수집가의
영역은 근대의 특색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를 직접적인 거래를 행하는
구매자와 수집가로 제한하였으며, 미술품을 향유하고 감상하는 수요자
로서의 소비 시장은 배제한다. 수집가는 미술 시장 생태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미술 작품을 구매하며 창작자의 성공과 작품 가격 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 현 미술 시장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미술 시장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구성체가 소비자이다.
특히

19세기

이후

사회적으로

성공한

거물

수집가

계층이

등장하였는데 이들은 급격한 발전을 보인 신흥 국가에서 주로 탄생했다.
20세기에는 은행, 상사, 제조업체 등 민간 기업 역시 수집가로서 활발히
활동했다. 현대 수집가의 특징은 새로움에 대한 욕망이다. 시대의 정신이
깃들어있고, 수집가의 현재 삶을 반영하는 동시대 미술 시장은 최근 급성장
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전의 수집가가 거장이나 고전이 된 근대의 미술
작품에 열광했다면, 현대의 수집가는 동시대 작가의 작품을 천문학적인
금액에 구매하고 자신을 과시한다. 대다수의 수집가가 이미 브랜드화된
유명 작가의 작품 위주로 구매하기 때문에 수집가는 결과적으로 무리를
형성하게 되고 비슷한 취항을 보유하게 된다. 일부 수집가는 지속된 구매를
통하여 투자가의 성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작품을 일종의 금융상품과 같은
투자 상품으로 인식하고 수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투자자의 성향을 지닌 수집가는 주로 2차 시장에서 활동하며,
작품을 단기간 동안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유통시켜 수익을 창출한다.

2) 유통자로서의 경매
미술 시장 생태계에서 유통자는 1차와 2차 유통자로 구별된다.
미술 시장은 기본적으로 1차 시장(primary market)과 2차 시장(seco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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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으로 나뉘며 화랑과 화상, 경매가 각 시장을 대표한다. 1차 시장은
창작자가 생산한 작품이 1차 유통자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시장이며, 2차 시장은 1차 시장에서 1차 유통자를 통하여 거래된 작품이
2차 유통자를 통하여 다른 소비자에게 거래되는 시장이다. 현 미술 시장
생태계에서는 1차와 2차 시장을 모두 거래하는 1차 유통자도 존재하며, 2차
유통자가 직접 창작자와 거래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1차 유통자를 1차
시장의 화랑과 화상으로, 2차 유통자를 2차 시장의 경매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1차 유통자와 2차 유통자의 관계는 협력 관계 이면서 동시에 경쟁
관계로 이루어지며 이 상관관계가 다양한 구조로 발전할수록 창작자와
소비자에게 이상적인 시장 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 미술 시장 생태계 구성
요소의 이상적인 최종 목표는 구성체 사이의 이상적인 균형 관계 유지를
통하여 건강한 시장의 발전을 구축하는 것이며, 또한 한 구성체의 고유
기능을 강화하고 독점을 방지하여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1차
유통자에 의하여 화랑 전속 작가의 독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2차
유통자에 의하여 부정적인 담합과 전략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하여, 각 구성 요소는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로 간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미술 시장 유통의 역사에서 최초로 등장했으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 1차 유통자인 화랑과 화상이다. 화랑의 초기 역할은 작품을
수집하고 전시하는 장소의 개념에서 출발하였으나, 오늘날 미술 시장
생태계에서 화랑은 작가를 발굴하여 상업적 전시를 통해 작품의 매매하고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영리성 목적을 바탕으로 구축되어 있다. 기능적
면에서는 창작자의 창작물을 유통하는 첫 단계로 작품의 우열을 감별하는
역할과 작가의 사회화를 시작하는 역할을 한다. 화상은 1차 시장과 2차
시장에서 모두 활동하며, 작품을 거래하고 전시 공간을 소유한 갤러리형
딜러와 공간의 제약 없이 활동하는 개인 딜러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 1차
유통자로 정의하는 화상은 갤러리형 딜러이다. 1차 유통자의 역할을 시장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창작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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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1차적이고 직접적인 유통과정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즉 운영
측면에서는 작품의 판매와 매입을, 기능적 측면에서는 작품의 유통과 작가
홍보에 중점을 둔다. 미술 시장의 역사를 통해 살펴본 기본적인 1차
유통자의 역할은 신진 작가의 발굴과 후원, 전속 작가 관리, 작가 홍보,
미술품의 수요와 공급 조절, 창작자와 소비자의 소통 확립,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유도, 판매한 작품 가격의 유지와 상승, 소비자의 투자 가치
창출 등으로 요약된다.
1차 유통자는 창작자의 최초 작품 가격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창작자의 의도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근본적인 역할과
시장에서 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부각하는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는 것이다.
주관적

요소가

다른

어떤

시장

생태계에서보다

우세한

미술

시장

생태계에서는 1차 유통자의 신용이 특히 중요시되며, 이 신용을 확립
하는데는 전문성과 경제적 비용, 시간이 요구된다. 경제학자 더글라스 노스
(Douglass North)에 따르면 1차 유통자에게 필요한 4가지 요소는 첫째,
초기 비용투자에 대한 부담(large initial setup costs), 둘째, 작가 언어에
대한

학습

효과기간(learning

effects),

셋째,

협력

효과(coordination

effects), 넷째, 작가 명성의 관성에 대한 기대(adaptive expectations)
이다.118) 1차 유통자는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후원할 책임이 있다. 화랑과
화상이 자신의 안목을 믿고 새로운 작가를 평가하고, 선정하는 과정은
장기간이 소요되며 다양한 비용이 따른다. 또한 1차 유통자는 독창적인
창작자의 언어를 먼저 이해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책임을 지닌다.
작가만의 창의력 넘치는 표현법은 다양하고 독특하여 소비자에게 낯설고
어렵게 다가갈 수 있기에 이를 사전에 학습시키는 화랑과 화상의 역할이
중요하다. 1차 유통자를 통하여 소비자가 창작자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면
이상적인 예술적 공감대가 형성된다. 미술 시장 생태계에서 모든 구성체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1차 유통자는 창작자가 이러한 연결 고리를
원활히 찾아서 미술 시장 생태계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미술 시장 생태계의 창작자, 소비자 외 미술관, 비평가 등 다양한
118) Douglass C. North,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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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와 협력 관계를 이상적으로 도출해내어 이미 안정된 작가 외에 신진
작가도

시장에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1차

유통자에게 필요한 요소는 작가 명성의 관성에 대한 기대이다. 일차적으로
작가가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2차 시장에서까지 신용이 확립되면,
소비자는 안정적으로 작가의 작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1차 유통자도
적극적으로 작가의 작품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1차 유통자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작가 발굴과
지원, 전시 기획, 고객 관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미술 시장 생태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다. 과거
해외 작가의 작품을 운송하여 자신의 공간에서 전시하고 소통하는 화랑은
소비자와 두터운 신뢰 관계를 형성했다. 하지만 현재의 소비자는 직접 전
세계를 누비며 공개적 거래가 가능한 2차 유통자와 거래하고, 창작자도
온라인이나 펀딩을 통하여 스스로 홍보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구축되고
있다. 이처럼 국제화되고 정보화되는 현 미술 시장 생태계에서 1차
유통자의 역할이 수축할 가능성이 있기에 1차 유통자는 해외 화랑과의
네트워크 구축,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인 컨설팅 서비스 등 전문적이고
장소에 국한 받지 않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건강한 미술
시장 생태계를 만들고자 한다.
2차 유통자는 2차 시장을 주도하는 경매사(競賣社)로 대표된다.
1차 시장에서 유통되는 작품에 대한 공개적인 거래 형태로 모든 거래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경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선진화되고 민주화된 거래 형태이다. 경매를 통해 미술가와 미술 작품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공개적인 검증 절차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한다. 1차 시장을 통해 미술 시장에 진입한 작가는 유통시장에서
소비자의 평가를 통해 검증된다.
미술품의 가치는 다른 상품 시장에서처럼 상품 제작에 들어간
제작비나 제작소요 시간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미술 시장
생태계라는 하나의 체계 안에서 생성되고 평가된다. 경매가 미술품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킨다는 편견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으나 이는 시장의 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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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내려진 결론이다. 2차 유통자인 경매사는 시장의
수요에 반응하는 기구이다. 시장은 다양한 취향과 스타일을 수용하며 다른
미술 전문가가 간파하지 못하는 미술의 혁신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응한다. 경매는 다른 거래와 달리 그 속성상 상호작용적인데, 이는 많은
소비자가 하나의 미술품을 두고 경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미술품과 같이 일반 시장에서 가치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또한 미술품에 대하여 투명한 공개
시장인 경매는 작품의 추정가를 제시할 뿐 가격 결정에 개입하지 않으며,
가격은 입찰자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가격 결정 방식은 다소 주관적인
1차 유통자인 화랑의 거래 방식과 상반된다. 경매에 참여한 소비자는
미술품의 물리적 속성, 미술가의 명성, 예술적 가치, 투자 가치, 과거의
소장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실제 경매에서는 경매 대상인 재화의
가치에 대해서 판매자보다 구매자가 더 높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구매자의 취향이나 선호도, 지불의사에 따라서 이전의 시장 가치보다 높게
또는 낮게 거래되기도 하며 새로운 시장을 형성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매는 가장 차별화된 개별 시장을 일시적으로 형성하고 낙찰과 동시에 그
개별 시장이 해체된다고 볼 수 있다.
2차 유통자인 경매의 역할은 다른 미술품 거래 방식보다 신속
정확하고, 자유 경쟁에 따라 작품의 낙찰이 가능하며,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경매 회사와 위탁자, 낙찰자 간의 거래가 합법화되어
있어서 세금의 부과도 투명한 형태로 이행시키며, 이러한 공개된 정보는
금융

기관과의

담보나 보험

제도의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더불어

공개적이고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서 시장 가격을 형성하고 미술품의
사회적인 재화 가치를 확보하여 미술품 유통 경로의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
또한 경매사의 대대적인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며, 미술 작품과 작가에 대한 관심을 미술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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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매의 구조와 절차
본 논문에서는 소더비 경매 회사의 역사와 발전을 통해서 현대
미술품 경매사와 동태적으로 발전해 온 그 역할을 분석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미술

시장

생태계의

구조와

유통자로서의

경매의

역할을

정의하였다. 20세기 경매의 역할이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분석하기에 앞서
소더비의 구조와 경매의 절차를 살펴보며 어떠한 구조와 절차 아래 경매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경매에 출품하는 작품을 선택하는 소더비만의 결정
요소가 어떠한 것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1) 소더비의 구조
미술품 경매는 크게 소더비와 크리스티와 같은 주식회사와 개인
회사, 프랑스의 드루오(Drouot)와 같은 국립 경매 회사, 일본의 신와
(Shinwa) 경매와 같은 조합식 경매 회사가 있다. 각 유형의 경매 회사의
설립 목적과 운영 주체의 성격은 다르지만, 경매를 진행하는 방식은 큰
차이가 없다. 경매의 위탁과 낙찰 절차, 경매를 통한 판매 등의 전반적인
과정은 비슷하지만 수수료율과 부대비용,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소더비는 40개의 국가에
위치한 90개의 사무소에서 매년 미술 작품을 포함한 70여 가지의 품목에
대한 250회 이상의 경매를 개최하고 있다. 매년 방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소더비의 내부 구조는 크게 에이전시 부서(The

Agency

Segment)와

재정부서(The Finance Segment)로 이루어져 있다.119)
에이전시 부서에서는 미술 작품, 장식 미술품, 보석류, 와인 및
수집품 등의 경매 또는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발생되는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소더비 소유의 미술 작품을 판매하여 얻은 이익과 RM
소더비에서 자동차 경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까지 에이전시 파트에
포함된다. 에이전시 부서를 통해 소더비는 위탁품을 수집하고, 전문 마케팅
119) 재정 부서는 ‘소더비의 재정 서비스 (Sotheby’s Financial Service, SFS)’로 불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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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이용하여 구매자를 자극해서 성공적인 유통을 촉진한다. 또한
작품을 판매하기 전 전문적인 감정을 통해 진위를 확인하고, 정확한
출처(provenance) 를 제공하여 투명한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소더비와 같은
경매 회사는 구매 수수료와 위탁 수수료로 수익이 창출된다. 경매나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판매된

작품의

대금

수령을

위해

에이전시

부서에서는 구매자에게 수수료, 세금 및 서비스 사용료가 포함된 송장을
청구하여 구매자에게 구매 대금을 수령하고, 위탁 수수료 공제 후 판매
대금을 위탁자에게 송부한다. 판매 금액은 경매의 낙찰가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 비율의 수수료가 더해져 정해진다. 소더비의 경매 낙찰과 위탁
수수료는 각 해에 따라 상이하다. 프라이빗 세일을 통한 수수료 수익은
직접 중개에 의해 발생하는데 경매 수수료에 비하면 적은 비율이지만, 매년
수익률이 증가하고 있다. 경매 및 프라이빗 세일 판매의 표준 약관에 따라
구매자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작품의 대금을 위탁자에게 소더비가 지불할
의무는 없다. 구매자가 구매 대금 지불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판매는
취소되고 작품은 위탁자에게 반환된다. 경우에 따라 위탁자는 취소된
작품에 대해 다른 경매나 프라이빗 세일을 통한 재판매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에이전시

부서에서는

경매에서의

작품

매매와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경매 보장가(auction guarantee)를 제시 할 수 있다. 경매
보장가 제도란 위탁 작품이 경매에 출품되어 최저 보장가에 도달하지
못하고 낙찰되면, 경매 회사에서 부족한 금액에 대한 차이를 위탁자에게
지불하는 제도이다. 이는 더 좋은 작품을 경매에 출품하기 위한 경매
회사의 전략으로 위험성을 동반한다. 하지만 반대로 위탁 작품이 보장가를
넘어서는 가격에 낙찰되면, 경매 회사는 낙찰가와 보장가 차액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창출한다. 위탁자에게 보장가를 제시한 작품이
유찰될 경우, 경매 회사에서 작품을 구매하여 사후 경매나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매매할 수 있다. 단, 위탁자가 원할 시에는 작품을 다시 위탁자에게
반환한다. 경매 보장가 제도는 위탁자의 작품 판매 여부 및 판매 방법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재정적 동기가 된다. 경매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출품되는 작품의 질인데 경매 보장가 제도를 통해서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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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전 중요한 작품에 대한 위탁을 확정받을 수 있다. 경매 보장가 제도에
대해서 소더비와 크리스티는 상반된 철학을 지닌다. 소더비는 보장가
제도를 수익 창출의 기회로 간주하지만, 크리스티는 위험성이 더 큰
불필요한 모험으로 생각한다.120) 두 경매 회사 모두 1970년대 이후로
활발한 보장가 제도를 통하여 작품 위탁 경쟁을 지속해 왔다.
소더비는 에이전시 부서 아래 다양한 경매 품목을 평가하고 유통할
수 있는 전문 부서를 60여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 각 부서의 전문가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감정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담당 분야에서 위탁
작품을 물색하고 경매를 진행한다. 이들은 위탁자와 구매자 양측에 방대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전문 부서는 미술 작품, 가구, 서적, 보석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분야에서 세분화되어 있다. 소더비의 전문 부서는
다음과 같다.
미술품:
19 세기 유럽 회화(19th Century European Paintings), 호주 원주민 미술 (Aboriginal
Art), 아프리카 현대 & 동시대 미술(African Modern & Contemporary Art), 미국
미술 (American Art), 고대 조각과 예술품 (Ancient Sculpture and Works of Art),
16 세기 -19세기 영국 미술(British Paintings 1550- 1850), 16세기-19 세기 수채화와
드로잉(British Watercolors & Drawings 1550-1850), 캐나다 미술(Canadian Art),
중국 전통 회화 (Chinese Paintings-Classical), 중국 현대 회화 (Chinese PaintingsModern), 중국 예술품(Chinese Works of Art), 동시대 아랍, 이란, 터키 미술
(Contemporary Arab, Iranian & Turkish Art), 동시대 미술(Contemporary Art),
동시대 동양화와 서예(Contemporary Ink Art), 체코 미술 (Czech Art), 네덜란드와
벨기에 회화(Dutch & Belgian Paintings), 유럽 조각과 예술품(European Sculpture
& Works of Art), 독일 , 오스트리아 , 중부 유럽 회화(German, Austrian & Central
European Paintings), 그리스 미술 (Greek Art), 인상주의와 근대 미술(Impressionist
& Modern Art), 인도 , 동남아시아 & 현대 미술 (Indian & Southeast Asian
Modern

&

Contemporary

Art),

인도 ,

히말라야,

동남아시아

미술(Indian,

Himalayan & Southeast Asian Art), 아일랜드 미술 (Irish Art), 이슬람 미술(Islamic
Art), 이스라엘과 국제 미술 (Israeli & International Art), 이탈리아 회화 (Italian
Paintings), 일본 미술 (Japanese Art), 라틴 아메리카 미술(Latin American Art), 근대
120) Don Thompson, The $12 Million Stuffed Shark, (London: Aurum Press Ltd, 2008),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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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미술(Modern Asian Art), 근대 & 동남아시아 현대 미술(Modern &
Contemporary Southeast Asian Art), 근대 & 전후 영국 미술(Modern & PostWar British Art), 올드 마스터 드로잉 (Old Master Drawings), 올드 마스터 회화
(Old Master Paintings), 동양 회화(Orientalist Paintings), 사진(Photographs), 프리
콜롬비아

미술 (Pre-Columbian

Art),

판화 (Prints),

러시아

미술(Russian

Art),

스칸디나비아 회화(Scandinavian Paintings), 스코틀랜드 미술(Scottish Art), 스페인
회화 (Spanish Paintings), 스위스 미술(Swiss Art), 지형도 (Topographical Paintings
and Drawings), 빅토리아 시대 , 라파엘 전파 & 영국 인상주의 미술 (Victorian,
Pre-Raphaelite & British Impressionist Art)
가구와 장식품:
19 세기 가구와 조각(19 th Century Furniture & Sculpture), 미국의 가구, 장식품과
민예품(American Furniture, Decorative Art & Folk Art), 영국의 가구 (English
Furniture), 프랑스와 유럽 대륙의 가구(French & Continental Furniture), 하우스
세일과 개인 소장품(House Sales & Private Collections), 공예품(Object of Vertu),
은제품(Silver), 러그와 카펫 (Rugs & Carpets), 장난감 (Toys)
디자인(20th Century Design), 자동차(Automobile-RM Sotheby’s), 서적(Books and
Manuscripts, Judaica), 시계와 기압계(Clocks

&

Barometers), 시계 (Watches),

화폐와 메달(Coins and Medals), 유럽 도자기 (European Ceramics), 보석 (Jewellery),
악기 (Musical Instruments), 와인 (Wines: Auction & Retail), 우표 (Stamps), 특별
프로젝트(Special Project)121)

재정 부서에서는 미술 작품을 담보로 한 대출과 같은 예술 관련
융자 활동을 통해 이자 소득과 관련 수수료를 창출한다. 2016년 1월
소더비에서 인수한 아트 에이전시, 파트너(AAP, Art Agency Partners)를
통해서 수집가의 소장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와 미술 작품의
유통에 관련된 단기 및 장기 계획에 필요한 전략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예술가와 그 재단에게도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121) 소더비의 특별 프로젝트 (Special Project) 부서에서는 러시아 황제의 부활절 달걀 보석
컬렉션(The Forbes Collection of Imperial Fabergé Easter Eggs),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문서 (Papers of Martin Luther King Jr.), 미국 독립선언문의 최초 인쇄본(The First Printing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미국 독립혁명 때 사용된 4개의 전쟁 깃발 (The Four Battle
Flags from the American Revolution) 등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전문적인 홍보가 필요한
특별한 물품의 경매를 진행한다. www.sothebys.com. Accessed December 17, 2018. https://
www.sothebys.com/en/departments/special- projects?local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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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고객을 대상으로 프라이빗 세일도 진행한다. 재정 부서에서는 작품
소장자가 현재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작품을 담보로 기업 대출을
보장함으로써 수집가와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강화할 수 있게 한다.
미술 작품 담보 대출은 일반적으로 2년까지의 만기가 설정되어 있으며,
변동 이자율이 적용된다. 담보물이 된 작품은 소장가의 상황과 선택에 따라
사후의 경매나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판매 할 수 있다.
소더비는 뉴욕, 런던, 홍콩, 파리를 포함한 10개의 도시에서 경매를
진행하며 비드 나우(Bid Now)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 세계의 구매자가
개인 모바일을 통하여 경매에 응찰할 수 있다. 소더비에는 에이전시 부서에
1,486명, 재정 부서에 10명을 포함하여 총 1,662명의 직원이 소속되어
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미주 지역에 689명, 영국 지역에
533명, 유럽 대륙에 232명, 아시아 지역에 208명이 분포되어 있다.122)
소더비의 경쟁 상대는 타 경매 회사, 아트 딜러, 유러피언 파인 아트
페어(The European Fine Art Fair), 아트 바젤(Art Basel), 프리즈(Frieze)
와 같은 주요 아트 페어 등이 있으며, 동종 업계의 주요 경쟁사로는 개인
회사인 크리스티가 있다. 2015년, 2016년 및 2017년 사이에 소더비와
크리스티는 총 123억 달러, 87억 달러 및 105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이
중 소더비는

46억 달러(44%),

42억 달러(49%),

48억 달러(48%)를

달성했다.123) 본햄스, 필립스 드 퓨리(Phillips de Pury & Co.)와 중국의
베이징 폴리 인터내셔널 옥션(Beijing Poly International Auction Co.
Ltd.), 차이나 가디언 옥션(China Guardian Auctions Co. Ltd.), 베이징
한하이 옥션(Beijing Hanhai Auction Co. Ltd.) 역시 경쟁사로 간주된다.

122) Sotheby’s 2017 Annual Report, p.8. Accessed December 17, 2018. https://sotheby s.gcsweb.com /static-files/3c843441-89db-4556-924a-fcbd6639c74b.
123) Sotheby’s 2017 Annual Report, p.6. Accessed December 17, 2018. https://sotheby s.gcsweb.com /static-files/3c843441-89db-4556-924a-fcbd6639c74b.

62

(2) 경매 절차
경매는 기본적으로 경매 전, 경매, 경매 후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경매 전 절차는 경매 작품의 위탁, 경매 출품작 선정과 감정, 추정가 및
내정가 산정, 도록 제작, 경매 전 프리뷰로 이루어진다. 경매는 실제로
경매를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경매 후 단계는 낙찰 후 처리
절차와 유찰된 작품의 판매(After sales)로 이루어진다.
위탁자가 작품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하고자 하면 경매 회사는
무료로 그 작품의 가치를 추산하여 준다. 작품을 가지고 직접 경매 회사로
방문하거나 사진과 그 외 정보를 인터넷으로 접수 한다. 경매 회사의
전문가와의 상담이 끝나면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작품을 전달한다. 경매
회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걸작을 찾아나서 위탁을 유도하기도 한다. 작품이
경매 회사에 입고되면,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추정가(Estimate price)와
내정가(Reserve price)가 정해진다. 내정가는 경매 회사가 제안하는 최저의
경매 가격으로, 이 가격 이하인 경우 판매하지 않겠다는 위탁자와의 약속된
가격이다. 위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가격은 공개되지 않는다. 소더비는
작품을 인수 받은 순간부터 경매 후 낙찰자에게 또는 위탁자에게 반환되기
까지 작품의 손상이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한 경매를 위한 작품이 모아지면 경매에 출품될 작품이 선정되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작품의 진위를 평가한다. 소더비의 경매 출품 작품
기준 선정에 대해서는 다음 단락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경매 출품
작품의 감정은 경매 회사의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경매에서 판매된 작품의 진위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구매자에게 환불을 할
의무가 있다. 보통 경매 회사에서는 복수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며 한
사람이라도 이견이 있으면 경매에 출품하지 않는다. 작품의 선정과 감정이
끝나면 추정가가 정해진다. 미술 작품은 동일 작가, 동일한 크기, 동일한
제작 연도의 작품이라도 작품의 질이나 보존 상태, 소장 이력, 지난 경매
낙찰 가격 등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작품 가격이 달라진다. 다양한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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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 경매 회사에서는 현 시장에서 적절한 낮은 추정가와 높은 추정가의
범위를 제시하고 작품 가격의 궁극적 결정은 구매자가 결정하게 한다.
경매에 출품될 작품이 결정되면 경매 도록이 제작되며, 작품의
경매 순서와 품번인 ‘랏(lot)’ 번호가 정해진다. 경매 도록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의 작품에 대한 해설과 작가 이름, 제목, 작품 크기, 제작 연도, 전시
기록, 소장 기록(provenance), 수록 문헌(literature) 등이 작품의 추정가와
함께 기재된다. 소더비와 같이 고도로 세분화된 경매를 진행하는 전문 집단
일수록 경매에 출품되는 작품의 순서를 중요시한다. 일반적으로 도록에
실리는 순서대로 경매가 진행되는데 그 순서는 경매의 리듬과 경매장의
분위기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초반에는 유찰의 위험성이 낮은 대중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주요 작품은 주로 클라이맥스로 가는 중간 부분에
경매된다. 하루 중에서도 고가의 비중이 큰 경매를 이브닝 세일(Evening
Sale)로 저녁 시간에 진행하고, 다수의 작품이 출품되는 좀 더 낮은
가격대의 작품을 데이 세일(Day Sale)로 낮 시간에 진행한다.124) 도록이
완성되면 경매 회사는 잠재 고객에게 도록을 발송하고 경매 2-3주 전부터
경매 프리뷰(preview), 즉 출품작 전시를 한다. 주요 경매일 경우 해외에서
대표 작품만을 따로 전시하기도 한다. 경매에 출품 되는 작품은 ‘있는
그대로’ 판매되기에 구매자는 이 기간 동안 작품의 컨디션 리포트(condition
reports)와 비교하며 실물을 자세히 살펴볼 의무가 있다. 컨디션 리포트는
경매 회사에서 제공하는 작품의 외관 상태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로,
도록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작품의 손상 여부나 수복된 상태 등이
표시되어 있다. 경매 프리뷰 동안 경매에 대한 분위기를 예측하거나 작품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기에 경매 참여자는 최대한 이 기간을 활용한다.
경매 당일 경매에 참여 하기 위해서는 경매 회사의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관람은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다. 경매에는 현장 응찰,
서면 응찰, 전화 응찰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 현장 응찰은 경매장에서
124) 경매 회사는 고가의 주요 작품을 이브닝 세일 (Evening Sale)을 통해 판매하고 그 외의
다양한 가격대의 작품을 데이 세일(Day Sale)을 통해 판매한다. 경매의 긴장감과 극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이브닝 세일은 주로 초청 받은 VIP 만이 입장 가능하며
1-2시간 내외로 끝낸다 . 언론에 공개되고 이슈가 되는 작품은 이브닝 세일을 통하여 주로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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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들을 발부 받아 직접 참여하는 것이고, 전화 응찰은 현장에 참석하지
못할 때 경매 회사의 직원과의 통화를 통해서 참여하는 것이다. 서면
응찰은 경매 전 미리 서면으로 희망 응찰가를 적어 제출하는 것으로 서면
담당 직원이 당일 현장에서 대리 응찰을 진행한다. 현장, 서면, 전화
응찰자가 동일한 가격으로 경합할 때는 서면, 현장, 전화 응찰자의 순서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며, 동일한 가격의 서면 응찰자가 여럿일 경우 먼저 경매
회사에 제출된 서면 응찰자에게 우선권이 있다. 소더비의 경우, 비드
나우(Bid Now)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경매에 응찰할 수
있다. 경매는 도록에 기재된 순서로 진행되며 제시되는 품목은 경매장
전면에 전시되거나 스크린으로 보여진다. 경매사는 일정한 호가를 부르면서
가격을 올리고 경매사가 경매봉을 내려치는 것으로 마지막 낙찰가가
정해진다. 경매사의 재량은 경매의 분위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경매
진행 중에는 절대적인 재량권을 지니고 있다. 내정가에 이르지 못한 작품은
공개적으로 유찰되며, 사후에 프라이빗 세일로 판매 될 수 있다.
경매에서 낙찰된 작품은 최종 낙찰가에 구매 수수료와 세금,
그리고 지역에 따라 재판매 로열티(Re-sale Royalty) 금액이 추가되어 판매
된다. 구매 수수료와 세금은 국가별, 경매 회사별로 상이한 판매 조건을
지니고 있다. 미술품 경매에 부과되는 세금은 국가별 미술 시장의 성장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정부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런던의 경우 유연한
세제 정책은 경매 회사가 국제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 아시아의 시장 중 홍콩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원인도 이와 같다.
소더비와

크리스티는

1975년까지

낙찰가의

10%를

구매

수수료로

부과했으나, 1990년대부터 15% 이상의 구매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재는 경매에 따라 25% 이상의 구매 수수료가 책정되기도 한다.
[ 표 4]는 국가별 소더비의 자세한 구매 수수료율을 명시하고 있다.
소더비의 경우 뉴욕, 런던, 파리, 스위스, 홍콩의 미술품 구매 수수료는
낙찰 금액 구간에 따라 25%, 20%, 12.9%로 동일하다. 밀라노의 경우만
구매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65

[표 4] 국가별 소더비 경매의 구매 수수료율 (2018년 7월 1일 기준) 125)

구매 수수료율의 인상은 경매 회사의 수익 증가와 함께 위탁 수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함으로써 소장품 확보에 있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했다. 구매자는 경매일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판매 대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대금 지불은 현금, 체크, 은행 송금으로 이루어지며, 지역에 따라
신용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지불이 완료되면 구매자는 작품을 인수할 수
있으며, 경매 회사에 배송을 요청할 수 있다. 경매에서 유찰된 작품은
프라이빗 세일(private sales)을 통해 가격이 조정되어 판매되거나 위탁자
에게 반환된다.

(3) 경매 작품 선정
경매에 출품되는 작품은 매우 복잡하고 면밀한 선정 과정을 거치며
선택된다. 경매의 성공 여부는 경매 총액과 경매의 낙찰률로 평가된다.
경매에 어떤 작품이 출품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는 경매의 낙찰률과
125) 이 리스트에 명시된 수수료율은 각 국가별 소더비의 경매 약관(Conditions of Sale)에
명시된 것이며 지역별 세금과 재판매 로열티가 제외된 것이다 . 출처: www.sothebys.com.
Accessed December 17, 2018. http://www.sothebys.com/content/dam/sothebys/PDFs/buyersprem
ium/1-july-2018-buyers-premium.pdf?locale=en.

66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경매 회사의 공신력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경매의
역할 중 한 가지는 수집가에게 컬렉션에 추가할 만한 좋은 작품을 엄선해서
소개하는 것이다. 또한 시장에서 보기 힘든 귀한 작품이 출품되면 경매는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구매자가 몰리게 된다. 미술품을
평가하는 선정 요인은 미술 작품 자체의 특성, 작가와 관계된 특성, 미술
시장적인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미술 작품의 자체적 특성으로는 작품의
재료, 제작연도, 크기, 서명 여부와 같은 객관적 요소와 기법의 우수성,
예술성, 장식성 등 주관적인 요소가 포함된다. 작가와 관계된 특성으로는
작가의 연령, 생존 여부, 성별, 거주지, 국적 등 인구통계학적 요소와
전시회 개최 횟수, 수상 경력, 학력, 일반적인 명성 등 직업적 성취 요소가
있다. 미술 시장적인 특성으로는 유통 경로나 매매 시기, 경매나 갤러리와
같은 유통 장소, 매매처의 명성, 작품의 소장 기록 등이 고려된다.126)
소더비에서는 진위(authenticity), 상태(condition), 희귀성(rarity), 소장기록
(provenance), 역사성(historical

importance),

크기(size), 유행(fashion),

주제(subject matter), 재료(medium), 질(quality) 이라는 10가지 요소를
경매 출품 선정 기준으로 정의한다. 이는 미술 작품뿐 아니라 다양한 다른
품목의 경매 출품 기준을 선정할 때에도 사용되며, 각 분야의 전문가가
감정을 담당한다.
경매에 출품되는

작품을

선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진위

여부이다. 진정한 미술 작품은 유일하다. 이는 미술 작품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성이며,

유일무이함에

대한

수집가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상품으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되는 요소이다. 미술 작품의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16세기에는 작품의 가격이 크기, 재료, 작업 시간과
화가의 기술력에 비례하여 계산되었으며, 당시 유명한 작품의 복제품이
활발히 유통되었다. 과거에는 원본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다.
하지만

18세기로

넘어오며

화가의

예술적

재능과

혁신이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원본과 복사본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는 시장의 발전과
126) 신형덕, 「미술품 가격 추정에 있어서의 예술적 가치의 의의: 경매와 비경매 시장의
비교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제13집 10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12), pp. 4432
-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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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작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현대의 미술
시장에서 원본은 혁신, 유일무이함, 작가의 진정성이 결합된

상징적

구조물로 시장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주요 요소이다.127)
작품의 경매 출품 선정 요소 중 작품의 보존 상태는 미술 작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경매 출품작을 선정할 때는
작품의 수리 여부나 상태를 면밀히 살핀다. 특히 제작 연도가 오래된
작품일수록 보존 상태에 유의해야 하며 특정 재료를 사용하는 작가의
작품에는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훌륭한 작품이라도 보존 상태에 따라
가격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작품의 상태는 경매 출품작 선정에 있어
민감한 요소이다. 작품은 습도와 자외선에 민감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시설이 갖춰진 환경에서 보관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작품의 소장 기록 역시 경매 출품 선정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미술
작품의 소장 기록은 작품의 사회적 지위와 같다. 이는 미술 작품에 명성을
부여하는 현실적인 기준 중 하나이다. 어떤 화랑이 최초로 이 작품을
전시했으며, 어떠한 미술관에서 이 작품이 전시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수집가가 이 작품을 과거에 소장했는지에 대한 검증된 정보는 작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경매에 출품될 작품이 어떠한 경로로 매매되어 왔는가를
분석하는 소장 기록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위작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특별한 소장 기록이 있다면 작품의 가치 역시 상승한다.
경매 출품 선정의 중요한 요소 중 한 가지는 그 시대의 유행과
트렌드를 주도하는 작품을 찾아내는 것이다. 미술 시장에도 사조가 있고
시대별로 인기가 있는 트렌드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조는 유행하게 되면
일정 기간 인기가 지속된다. 인상주의, 팝아트, 미니멀리즘 등 특정한
사조를 주도하는 작가가 있고 이를 추종하는 계층이 형성된다. 시대를
아우르는 큰 흐름도 존재하고, 시기 별로 작은 흐름도 있다. 이러한 유행을
선도하는 중요한 작가를 선별하여 경매에서 소개하는 것이 경매 회사의
역할 중 하나이다.
소더비는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감정 서비스 부서(The Valuation
127) 피로시카 도시 , 김정근 번역, 『이 그림은 왜 비쌀까』, (웅진씽크빅, 2007), p. 273.

68

Service Department)를 따로 설립하여 개인 수집가, 공공 기관, 신탁,
부동산 및 기업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의 미술 시장을 주도하며
국제적으로 전문적인 인력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소더비는 자사의
전문성과 로지스틱스(logistics) 서비스를 강점으로 내세운다. 궁극적으로
경매에 출품될 작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작품의 감정 서비스를 실시하지만
보험 관련, 상속 또는 양도소득세와 같은 과세 관련 평가, 가족 유산 관련
법적 평가, 판매를 위한 평가, 정부 손해 배상 책임 관련 평가 등을
위해서도

감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더비의

평가는

영국과

미국의

국세청을 포함하여 정부 기관, 금융 기관 및 국제 보험 중개인 등에 의해
국제적으로 인정된다. 소더비는 경매의 위탁 작품에 대한 정보 수집과 작품
소장가의 컬렉션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감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컬렉터

시스템(Collector

System)128)이라는

사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전문적인 컬렉션 관리를 할 것을 장려한다.

2. 경매의 정체성 확립
20세기에 이르러 경매는 미술 시장을 이끄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전까지 경매라는 유통 방식은 활성화되어 있었지만, 그 정체성은
일반적인 재화의 유통 방식과 차이가 없었다. 기존의 경매는 명작 외의
대중적인 작품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도매상으로서의 역할이 중추적이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소더비의 바인베르크와 골드슈미트 소장품
경매를 기점으로 미술품 경매는 고가의 미술 작품을 거래하는 고급화되고
차별화된 현대 경매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미술품 경매는 적극적으로
구매자를 개척하고자 혁신적인 정책을 시도하며 도매상에서 명품 미술품
128) 컬렉터 시스템은 안전한 웹사이트를 통해 운영되는 혁신적인 웹 기반 미술 수집 관리
시스템으로 광범위한 개인 전자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국어 및 세계 통화 제공, 위치,
재료 , 소유권 등을 기준으로 컬렉션의 사용자 정의 , 최초 경매 목록, 추정가, 낙찰 가격의
기록 제공, 경매 도록 기록 제공 , 고해상도의 이미지 무제한 저장 가능 등 각 사용자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 월 85달러의 이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다.
www.sothebys.com. Accessed December 17, 2018. https://www.sothebys.com/content/dam/
sothebys/PDFs/1628134_Valuations%20Brochure_v14.pdf?local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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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자로 변모한 것이다. 미술품 경매는 기존의 미술 작품 거래에서
성공적으로 활용된 시장화 방식을 차별화되고 산업화된 척도로 변화시키며,
단순히 미술 작품 소매상에게 공급하던 기존의 역할을 미술 시장의 최종
소비자인 수집가에게까지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확장했다. 이러한
역할 변화를 통해서 미술품 경매는 시장의 확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미술 사조의 시장적 발전에도 기여했다. 이 절에서는 1950년대 후반
소더비에서 개최한 바인베르크와 골드슈미트 소장품 경매를 통해서 미술품
경매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사회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고급화된
정체성을 구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특정 미술 사조의 시장이 활성화되는
과정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분석한다.

1) 경매의 명품화
고급 예술품 유통에 대한 차별화되고 고급화된 회사의 정체성을
위해 분투했던 소더비 경영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매 회사에 대한
20세기 초의 인식은 현재와 확연히 달랐다. 1950년대 전까지 경매 회사는
대량 상품을 중개하는 도매상으로서의 역할이 강했다. 또한 상류 사회의
미술품 수집가에게 경매는 고가의 명작을 거래하기에는 저급하다는 인식
역시 존재했다. 경매에 작품을 위탁하고 경매 회사가 이를 관리하는 과정
자체에서 작품의 신성함을 변색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당시의
루벤스나 렘브란트의 완성도 높은 회화 작품은 경매보다는 개인 화상을
통해 은밀히 거래되었다.129)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는 당시 구매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던 딜러에게 단지 작품을 사고파는 장소가 아니라 작품의
시장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하나의 정확한 지표의 역할을 하였다.130)
경매가 고가의 명작을 거래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인식은 새로운
소더비의 경영자인 피터 윌슨(Peter Wilson)의 활약과 함께 변화하였다.
피터 윌슨은 미술품 경매 회사로 현재의 소더비의 명성을 창조해낸
129) Lacey (주 87), p. 108.
130) Clare McAndrew, The International Art Market in 2011: Observations on the Art Trade
Over 25 Years, (Helvoirt: The European Fine Art Foundation, 2012),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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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이다. 영국 요크셔 지역의 상류 계급 출신인 윌슨은 1936년 소더비
가구

부서의

1979년까지

작품관리자로
소더비의

취직하여

1957년부터

대표를

역임하고

발전에 기여했다. 윌슨의 업적은 단순히 경매

회사를 경영한 것이 아니라 경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인상주의
회화의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한

것이다.

보수적인

영국

상류층

출신이었지만, 사업가의 기질이 강했던 윌슨은 전쟁 동안 미국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하여 1964년 뉴욕에 지사를 설립하고 국제적으로 소더비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이기도 하다.131) 1953년 영국
화폐의 수출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며 영국 미술 시장은
국제적인 시장으로 부흥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경쟁사인 파크 버넷
경매사와의 경쟁을 위해 소더비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이에 대한
결과로 1957년 317만 5,212파운드를 기록한 소더비 경매의 총매출액의
20%는 미국 위탁자가 이루어냈다.132)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소더비는
1957년의 바인베르크 소장품 경매로 미술품 경매사로서 새로운 궤도에
이르게 되고, 이듬해인 1958년 당대의 미술품 경매 역사를 새롭게 쓰는
전환점이 되는 골드슈미트 소장품 경매를 개최했다. 이 두 경매는 다음
단락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1950년대 런던 미술 시장에 만연하던 딜러의 우월성, 즉 고가의
미술 작품은 경매가 아닌 오직 딜러를 통해 은밀히 거래해야 한다는
미술계의

법칙은

윌슨이

타파하고자 했던

가장

주요한

관습이었다.

1957년부터 윌슨은 경매를 통해서 단지 일반적인 미술 작품만이 아닌
대가의 작품(masterpiece) 역시 가능하다는 그의 이론을 증명해 내었다.133)
또한 윌슨은 1950년대와 60년대 소더비의 스페셜리스트(specialist)를 젊고
활동적인 세대로 교체했다. 그는 경매를 통해 유통자와 위탁자, 낙찰자를
아우르며 고가의 예술 작품을 거래하려면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1960년대

미셀

스트로스(Michel

131) 소더비의 미국 진출은 피터 윌슨, 존 카터 (John Carter), 페렌그린 폴른(Peregrine
Pollen), 제스 울프(Jess Wolff)의 협업으로 이루어졌다. Herrmann (주 32), pp. 399-400.
132) Herrmann (주 32), p. 350.
133) Lacey (주 87), pp. 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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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uss)와 데이비드 나쉬(David Nash) 같은 젊은 인재를 고용하였고,
이들은 30여 년 이상을 소더비에서 활약하며 훗날 런던과 뉴욕 지점에서
인상주의 작품 경매를 담당했다.134) 소더비는 1950년대 후반 인상주의
작품 경매를 통해 회사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올드 마스터 작품과
18세기 프랑스 예술품 등 다른 분야에서도 언론의 주목을 받는 주요
경매를 유치해나갔다.
소더비는 바인베르크와 골드슈미트 소장품 경매를 통해서 고급화된
경매의 정체성을 확립함과 동시에 그 어떤 유통자보다 효과적으로 작품을
홍보하는 능력을 입증했다. 특히 골드슈미트 소장품 경매는 경매 개최
시간을 저녁으로 정하고 경매 참여자에게 의복의 제한을 두어 파티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는 뉴욕 경매장이 행하던 시도로 런던에서는 18세기
이후 소더비 경매에서 최초로 연출되었다. 연극적인 요소를 충분히 갖춘
경매

현장이 탄생한

참여자는

관람객인

것이다.

동시에

경매인은 목사인

신자가

되었다.

동시에

경매장은

연극배우이고

극장인

동시에

교회이다. 철저히 마케팅된 작품과 위탁자로 기대감에 들떠 있던 관중은
경매가 끝나면 예술품의 아름다움에 감동받는 동시에 상업적으로 성공적인
거래가 성사된 현장을 목격했다는 만족감을 느낀다. 경매사가 낙찰을
알리는 경매봉을 내려치는 순간 경매장의 고조된 분위기는 절정에 달한다.
작품을 구입하는 과정 역시 작품 자체만큼 중요해진 것이다. 골드슈미트
경매가 끝나고 작가 조지 리틀튼(Goerge Lyttelton) 은 출판인 루퍼트
데이비스(Rupert

Davis)에게 “경매에서 가장 이익을 보는 것은 결국

경매사이다. 경매가 끝난 후 경매사는 마치 본인이 직접 명화를 그린
것처럼 만족해한다”라고 언급했다.135) 그의 관찰은 이 경매를 통해 미술품
경매의 명품화를 이루고자 한 소더비의 의도를 정확히 포착했다.
골드슈미트 소장품 경매는 고가의 작품에 대한 뉴스가 언론을
장식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며, 경매 결과에 있어 기록 경신을 추구하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게 되었다. 종전의 기록을 뛰어넘는 새로운
134) Herrmann (주 32), pp. 407-408.
135) Philip Hook, The Ultimate Trophy: How the Impressionist Painting Conquered the
World, (Munich: Prestel Publishing, 2010), 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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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등장하면 경매장은 박수갈채가 터지며 흥분 속으로 빠져든다.
관객은 경매라는 한 편의 연극에서 능동적 요소로 활약하게 되고 갈채는
이러한 경매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입찰자 간의 긴장감뿐 아니라 거액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요소가 관객을 전율하게 한다. 미국의
사회학자 찰스 스미스(Charles Smith)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백화점이나 벼룩시장의 고객은 박수갈채를 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한다.
관객이 지켜보는 무대가 연극이든 발레든 마술쇼든 테니스 경기든 상관없다.
관객석에서 갈채가 터져 나온다면 이는 관객이 무대 위의 공연을 통해 특별한
현실을 체험했다는 바를 기꺼이 인정한다는 뜻이다. 사실 어떤 경매물이 그 자체의
경제적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릴 때마다 관객은 갈채를 보낸다. 새로운
현실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다. 136)

1950년대 개최된 소더비의 두 경매를 통해서 미술품 경매의
공연적인 요소가 극대화되며 마케팅 효과가 극적으로 높아졌다. 경매는
작품의 가치 면에서 불확실성이나 요동의 폭이 커져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가격 책정에 어려움이 생길 때 활성화된다. 가치의 모호성을
내재한 특정한 물품에 일종의 통과의례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공개적인
입찰 과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가격을 도출하고, 그 유형에 따라 어떠한
의식과 절차를 선보이며 원활한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는 경매의 역할이
연극적인 요소와 더불어 강조되었다. 경매를 통해 작품에 극적인 가치를
더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경매를 단지 여는 것이 아니라 연출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 “경매의 성격과 어울리는 집단의 분위기나 느낌을 살리기
위해 장소, 무대 장치, 소도구를 준비한다. 이와 같은 요소는 각기 차원이
다른 부, 진지함, 매력, 질서, 차별성, 격식, 전통, 위엄을 구현 한다”라는
스미스의 이론과 부합되는 현상이다.137)

136) Charles W. Smith, Auctions: The Social Construction of Valu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p. 129.
137) Smith (주 136),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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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인베르크와 골드슈미트 소장품 경매
(1.1) 바인베르크 소장품 경매
1957년 7월 7일 피터 윌슨의 진행 아래 개최된 바인베르크 소장품
경매는 20세기 미술품 경매 시장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의미 있는 경매로
평가된다. 이 경매는 미술 시장사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매
임에도 불구하고 직후 개최된 골드슈미트 소장품 경매보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윌리엄 바인베르크(William

Weinberg)는 뉴욕에서

활동한 독일 태생의 금융인이다. 바인베르크는 제 1차 세계 대전 이후
네덜란드에 정착 했으며, 1940년 독일이 네덜란드를 침공했을 시 홀로
미국으로 이주했다. J.B. 드 라 펠레(J.B. de la Faille)의 자문을 받으며
미술품 수집에 몰두한 바인베르크은 특히 반 고흐의 작품 수집에 특히
열정적이었는데, 10여 점이 넘는 회화와 드로잉, 수채화 작품을 소장
했다.138) 반 고흐, 폴 고갱(Paul Gauguin), 쇠라(Georges Seurat), 드가
(Edgar Degas), 도미에(Honore Daumier) 등을 포함한 56점의 프랑스
인상주의 작품으로 구성된 바인베르크의 컬렉션 경매는 본인의 사후 소장한
모든 작품을 경매를 통해 처분하고 수익금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고자 했던
그의 유언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바인베르크

소장품

경매는

미술품

경매의

역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이 경매는 미국 수집가의 소장품이 뉴욕이 아닌 런던에서
성공적으로 거래된 최초의 경매로, 당시의 소더비 대표인 피터 윌슨의
작품에 대한 심미안과 소더비의 지속적인 미국 시장 개척, 그리고 이례
없는

마케팅으로

이루어낸

성과이다. 이는

직후

골드슈미트

경매의

성공으로 직결된다고 판단된다. 경매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 과정, 최초의
TV 광고를 포함한 대중 매체를 통한 홍보, 그리고 성공적인 결과가
소더비를 브랜드화 시키고 미술품 경매사로서 새로운 명성을 부여했기

138) J.B. 드 라 펠레(Jacob Baart de la Faille)는 최초의 반 고흐 카탈로그 레조네(Catalogue
Raisonné)를 1928년 완성한 미술 사학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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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바인베르크 컬렉션 처분을 위하여 유언 집행자인 변호사는
런던의 소더비와 크리스티, 그리고 뉴욕의 파크 버넷에 모두 경매를
의뢰했다. 파크

버넷은

23.5%의

수수료를 제시했다. 크리스티는 이

컬렉션의 작품성이 최고가 아니라는 판단 아래 답변을 보류했다. 하지만
소더비는 이 컬렉션에서 성공적인 마케팅 가능성을 감지했고, 세계 대전
이후 피폐한 미술계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소더비의 피터 윌슨은 8%의 수수료를 제시하며 미국으로 방문하여 계약을
이끌어내었다. 당시 런던은 경매 거래 시 발생되는 세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뉴욕과

파리

시장보다

유리한

입장이었으며

소더비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소더비는 당시 유명 광고회사인 프리처드 우드 앤 파트너스
(Pritchard Wood and Partners) 에게 바인베르크 소장품 경매의 홍보를
의뢰했다. 경매에 출품된 56점의 인상주의 작품 중 대다수가 미술 시장에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쇠라의 드로잉, 도미에의
브론즈 작품, 드가의 자화상 등으로 구성된 컬렉션의 완성도와 J.B. 드 라
펠레의 명성이 지닌 확실한 출처가 전 세계 수집가의 관심이 집중된 주요
원인이었다.

미국의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hristian

Science

Monitor)지는 이 경매로 인해 런던이 미술 시장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평했다.139) 또한 올드 마스터 작품의 고갈로 인해서 경매 시장에서
인상주의 작품을 포함한 19세기와 20세기의 회화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매 당일 3,000여 명의 관객의 참석으로 일부는
TV를 통해 경매를 시청해야 했으며, 딜러와 미술 관계자 외 다수의 개인
수집가가 참여했다. 경매장에 화상이 아닌 수집가가 직접 등장하는 경우는
당시로써는 이례적인 광경이었다. 또한 경매 역사상 최초로 언론과 TV
관계자가 경매를 취재했으며 여성 구매자도 참여했다. 경매에서 낙찰된
56점의 총 낙찰액은 32만 6,520파운드였다( 도판 2).140)

139) Herrmann (주 32), p. 353.
140) Terence Mullaly, “Art Collection Realizes £326,520 at Sotheby's”, The Daily Telegraph,
Issue 31800 (July 11, 1957),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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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인베르크

소장품

경매는

전후

미술

시장의

새로운

발전

양상이다. 전쟁 이후 등장한 신흥 부자는 예술적 투자를 원했으며,
수집가의 사후 미술관으로의 작품 기부를 목적으로 미술품 구매를 장려하는
정부의 재정 정책 또한 경매의 성공에 기여한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바인베르크 소장품 경매의 역사적 의의는 경매가 최초로 사회적인 이벤트로
등극했다는 점이다. 전후 피폐되어 있던 사회는 예술을 환영했으며 당시
대중은 전쟁 후 새로운 예술적 영감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미술품 경매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자선 단체에
기부된다는 아름다운 대의가 모든 언론의 집중을 주목시켰다. 신문, TV,
라디오 방송에서 이 경매에 대해 보도했고, 런던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미국, 인디아,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언론에서 경매를 기사화했다.141) 바인베르크 컬렉션은 전문가적인 안목에서
평가했을 때 인상주의 작품 중 매우 뛰어난 걸작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컬렉션을 대표하는 반 고흐의 작품 열 점이 1956년 커크
더글라스(Kirk Douglas) 주연의 영화 <열정의 랩소디(Lust for Life)>에
등장했던 작품으로 대중에게 친숙했으며 기사화되기 충분한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142)
할리우드와 미술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바인베르크 컬렉션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마케팅은 소더비의 영리한 기획으로 평가된다. 이
경매가 사회적인 이벤트로 주목받은 또 다른 이유는 경매 전날 전시장에
방문한 영국 여왕(Queen Elizabeth II) 때문이었다. 마가렛(Margaret) 공주,
필립(Philip) 왕자와 전시장을 방문한 여왕은 드가의 작품 <부상당한 경마
기수(At the Races: the Wounded Jockey)> 구매에 관심을 보였다고
알려졌으나, 이는 마케팅을 위한 소문으로 판명되었다.143) 왕족이 경매장에
등장하면서 바인베르크 컬렉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정점에 이르렀으며,
인상주의 작품은 왕족의 범주에 속한다는 인식이 심어졌다.

141) Herrmann (주 32), pp. 351-352.
142) Phillip Hook, Rogues’ Gallery: The Rise (and Occasional Fall) of Art Dealers, The
Hidden Players in the History of Art, (New York: The Experiment, 2017), p. 226.
143) Herrmann (주 32), p.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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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골드슈미트 소장품 경매
야코프 골드슈미트(Jakob Goldschmidt)는 미국에서 활동한 독일
출신의 금융인으로 1931년부터 소더비와 거래를 시작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1958년의 골드슈미트 소장품 경매가 개최되기 이전부터 소더비는
골드슈미트가와 신뢰를 구축해 나갔다. 이 중 주목할 만한 거래는 1956년
이뤄진 소장품 14점의 위탁이다. 야코프 골드슈미트의 사망 이후 아들
에르빈(Erwin) 골드슈미트는 부친의 컬렉션 중 일부를 처분하고자 1956년
파리의 모리스 랭스(Maurice Rheims) 경매에서 판매하고자 했으나, 35%의
높은 수수료율 때문에 출품을 취소했다. 이후 런던에서 소더비와 크리스티
사이에서

고민하였으나,

소장품을

수장고에

보관해주고

모든

잠재적

구매자에게 실제 작품을 보여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소더비를 선택했다.
피터 윌슨은 14점의 골드슈미트 소장품을 11월 28일 개최된 올드 마스터
경매(Old Masters’ Sale)에 포함시켰다. “야코프 골드슈미트의 소장품(The
Property of the Estate of Jakob Goldschmidt)”이라는 제목으로 묶은
소장품 목록에는 장 바스티유 카미에 코로(Jean-Baptiste Camille Corot)의
<목욕하는 비너스(Vénus au Bain)>(1874)를 시작으로 알베르트 코이프
(Aelbert

Cuyp),

2점의 들라크루아(Eugene

Delacroix),

엘 그레코(El

Greco), 반 다이크, 카미유 피사로(Camille Pissarro), 르누아르(Renoir)
등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언론은 전쟁 이후 가장 중요한 작품이
출품된 런던의 경매라고 평했으며, 이러한 걸작품이 다른 도시가 아닌 런던
경매 시장에 등장한 것에 주목했다.144) 총 131점이 출품된 이 경매는 총
22만 4,411파운드의 낙찰액으로 성공적으로 끝났으며, 당시 경매 낙찰액
최고가를 기록했다. 골드슈미트의 소장품 14점은 3점이 유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액 13만 5,700파운드를 기록했다.145) 성공적인 경매의 결과로
뉴욕에 버금가는 런던 미술 시장의 입지가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144) The Daily Telegraph, Issue 31602 (November 19, 1956), p. 13
145) “Seven Masterpieces”, The Times, Issue 54248 (September 5, 1958),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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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경매의 역사적 측면에서 분수령이 되는 골드슈미트 소장품
경매는 1958년 10월 15일 오후 9시 30분에 개최되었다. “7점의 세잔,
마네, 르누아르, 그리고 반 고흐: 야코프 골드슈미트의 후기 소장품(Seven
Paintings by Cezanne, Manet, Renoir and Van Gogh: The Property of
The Estate of the late Jakob Goldschmidt of New York City)”라는 제목
아래 마네의 <자화상(Portrait de Manet Par Lui MeMe-Manet A La
Palette)>(1879, 도판 3), <마담 감비의 초상화(La Promenade: Portrait de
Madame Gamby Au Jardin de Bellevue)>(1879, 도판 4), <모니에 거리의
깃발(La Rue Mosnier aux Drapeaux-La Rue de Berne)>(1878, 도판 5),
반 고흐의 < 아를의 정원(Jardin Public a Arles)>(1888, 도판 6), 세잔의
<정물화(Nature Morte: Les Grosses Pommes)>(1890/94, 도판 7), <붉은
조끼를 입은 소년(Garcon Au Gilet Rouge)>(1890/95, 도판 8), 르누아르의
<사색(La Pensee)>(1876, 도판 9)이 경매에 출품 되었다.146)
골드슈미트 소장품 경매는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오직 7점의 작품
으로만 구성되었다. 이전부터 그 명성을 인정받은 이 컬렉션에 대해 다수의
딜러가 끊임없이 거래를 시도했으며 주요 전시에 대여되기도 했었다.
에르빈 골드슈미트는 이 작품에 대한 위탁을 소더비에 맡겼지만 경매
직전까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소더비는 골드슈미트 소장품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 이례적인 수수료를 제시했으며 이는 피터 윌슨의 뛰어난
업적 중 한 가지로 평가된다.147) 여러 차례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던
골드슈미트는

뉴욕에서의

미팅

이후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1955년부터 이 컬렉션을 판매할 최적의 시기를 고민하고 기다려왔다.
그동안 수백 명의 딜러가 나에게 쉬지 않고 다양한 거래를 제시했다. 나는
숙고한 끝에 현재 전 세계 경매 회사 중 최고인 소더비에서 이 작품을
판매하려 한다”며 자신의 컬렉션을 소더비와 경매할 것이라는 사실을
공표했다.148)
146) Catalogue of Seven Paintings by Cezanne, Manet, Renoir and Van Gogh: The Property
of The Estate of the late Jakob Goldschmidt of New York City, (London: Sotheby and Co.,
1958).
147) 공격적인 사업 전략과 협상 기술은 피터 윌슨의 명성과 소더비를 미술품 경매 시장의
리더로 이끈 과감한 경영 방식이다. 그의 파격적인 위탁 수수료 전략은 영국과 유럽 , 그리고
미국의 구매자를 소더비로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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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슈미트 소장품 경매는 반 고흐의 작품 <아를의 정원>을 간판
작품으로 하여 경매 한 달 전부터 홍보되었다. 바인베르크 소장품 경매
이후 언론은 소더비의 행보에 집중했고, 23개국이 이 경매에 대한 소식을
지속적으로 접했다. 소더비는 경매 시작 시각을 오후 9시 30분으로
확정하며 18세기 이후 최초로 런던에서 이브닝 세일을 부활시켰다. 또한
런던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 최초로 컬러로 인쇄된 도록이 제작되었다.
경매에 참석하는 사람은 모두 정장을 입도록 요구되었으며 이는 언론을
통해 홍보되었다. 데일리 익스프레스(Daily Express)지와 이브닝 스탠다드

(Evening Standard)지는 이 경매에 대해 최대의 지면을 할애해서 홍보했다.
이러한 마케팅은 골드슈미트를 유명 인사로 만들었다. 에르빈 골드슈미트의
미술 작품과 앤티크 자동차 수집에 대한 열정, 그의 아버지의 업적, 그와
부인의 외모까지 기사화되었다. 위탁자의 매력은 소장품의 가치를 돋보이게
만든다. 치밀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소장자와 작품, 그리고 경매 자체를
열망의 대상으로 신격화한 것은 이 당시 소더비의 업적과 성공 요인 중
하나이다.
경매 당일 몰려든 많은 인파 때문에 경찰이 동원되어야 했고,
입장권을 지닌 1,400명만이 입장 가능했다. 이 중 오직 400명만이 경매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며 나머지는 스크린을 통해 경매를
관람해야 했다. 선택된 경매 참여자 중에는 프란시스 매티에슨(Francis
Matthiessen)과 같은 유명 딜러를 비롯하여 작가 서머셋 모옴(Somerset
Maugham), 무용가 마고트 폰테인(Dame Margot Fonteyn), 배우 앤서니
퀸(Anthony Quinn)과 커크 더글라스, 처칠 수상의 부인(Lady Churchill)
등의 유명 예술계 인사, 그리고 백만장자 폴 멜런(Paul Mellon), 헨리 포드
2세(Herny Ford II), 플로렌스 굴드(Florence Gould) 등이 있었다.149)
당시의 경매 현장에 대해 데일리 익스프레스(Daily Express)지는
“윌슨은 마치 긴장한 목사가 자신의 첫 번째 신자를 마주하는 모습으로
그의 화려한 고객을 바라보고 상아 경매봉을 힘있게 내리치며 경매의 막을
올렸다”고 표현했다.150) 경매를 마치 종교의 한 의식과 비교하여 엄숙하고
148) Herrmann (주 32), p. 370.
149) Herrmann (주 32), p.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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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 경매장의 분위기를 표현한 것은 훗날 이 경매가 미술품 경매의
역사에서 의미 있고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을 감안했을 때 통찰력 있는
관찰이었음이 틀림없다. 경매가 시작한지 5분 만에 마네의 작품 3점이
낙찰되었다. 내정가 4만 5,000파운드였던 마네의 초상화는 6만 5,000파운드
에 첫 번째로 낙찰되었다. 감비 부인의 초상화는 8만 9,000파운드에
낙찰되었다. 마네의 풍경 작품은 내정가 9만 파운드였는데 11만 3,000
파운드에 낙찰되었다. 데일리 익스프레스지는 “마네 작품의 호가가 10만
파운드를 넘어섰을 때 서머셋 모옴은 경탄하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어깨를 들어낸 옅은 녹색의 드레스를 입은 마고트 폰테인은 호가가 오를
때마다 그녀 특유의 발끝으로 서는 동작으로 일어서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경매를 지켜보며 서있던 신사는 경탄하며 그의 안경을 떨어뜨렸다”
고 흥분 가득한 현장의 분위기를 자세히 서술했다.151) 마네의 작품 3점이
성공적으로 연달아 낙찰 된 후 내정가 11만 8,000파운드였던 반 고흐의
작품은

13만

2,000파운드에

낙찰되었다.

뉴욕의

딜러인

로젠버그

(Rosenberg) 와 스티벨(Stiebel)의 경합이었다. 다섯 번째로 경매된 세잔의
정물화는 입찰을 시작한지 70초 만에 뉴욕의 딜러 크노들러(Knoedler)에게
9만 파운드에 낙찰되었다. 이 경매의 정점은 여섯 번째로 경매된 세잔의
<붉은 조끼를 입은 소년>이었다. 피터 윌슨은 내정가 12만 5,000파운드인
이 작품의 호가를 2만 파운드부터 시작했다. 뉴욕의 딜러인 카스테어
(Carstairs) 갤러리의 조지 켈러(Georges

Keller)와 크노들러 갤러리의

롤랜드 벨레이(Roland Balay)의 열띤 경합 끝에 22만 파운드까지 빠르게
가격이 상승했다. 조지 켈러가 마지막 호가를 부르고 벨레이가 망설이는
순간 윌슨은 “22만 파운드, 22만 파운드. 아니, 더 이상한 높은 가격을
부를

분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까(What,

Will

no

one

offer

any

more)?”라며 이 걸작에 고작 이정도 금액만 지불할 것이냐고 짓궂게
질문했다.152) 이미 작품의 가격은 14만 파운드를 넘기는 순간 당시 현대
미술 작품 최고가를 세 번째로 경신한 상태였다. 이 작품은 22만 파운드에
150) “£781,000 Paid for Seven Paintings”, Daily Express, (October 16, 1958), p. 1.
151) (주 150), p. 1.
152) “$616,000 for a Painting.” United Press International, (October 16, 1958),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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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되었다. 조지 켈러의 고객은 미국인 자선 사업가이자 수집가 폴
멜런이었다.153)

경매의

마지막

작품은

7만

2,000파운드에

낙찰된

르누아르의 <사색>으로 유일하게 영국인 수집가 잭 코튼(Jack Cotton)이
구입했다. 경매가 끝난 직후 경매장의 분위기는 마치 흥겨운 파티와
같았다. 경매장의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의자 위로 올라서
흥분된 목소리로 축하 인사를 나눴다.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걸작 7점이 단
21분 만에 낙찰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당시 타임지는 경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400명의 입찰자와 선별된 초청객만이 녹색 벽으로 둘러싸인 중앙 전시장에 입장
가능하였다. 1,400여 명에 달하는 나머지 티켓 지참자는 다른 방으로 안내되었는데,
각 방에는 화면을 통해 입찰 실황을 볼 수 있도록 TV가 설치되어 있었다. 경매는
시작한 지 20분 만에 끝났다. 경매사가 처음 경매봉을 두드리기 무섭게 호가가
상승했다 . 분당 10 만 달러씩 뛰더니 마침내 기존 경매 사상 최고가를 모두
갈아치우는 진기록을 세웠다.154)

경매 총 낙찰액은 78만 파운드라는 당시로써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 당시 경매장의 흥분된 분위기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뛰어난 작품이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현장, 즉 예술 작품이 절정에 도달한 시간과 장소에
참여했다는 것 때문이다. 경매 현장은 참여자를 흥분되고 열정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세기에 남을 만한 역사적인 경매가 진행된 곳이라면 그
경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소더비 경매는 단순한
미술품 경매가 아닌 상류층 사교의 장이 되었으며, 유명 인사의 등장과
이에 따른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어떻게 경매 현장의 품격을 높이고 뛰어난
걸작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는지 증명하였다. 또한 사회적인 배경을
고려하면, 공산주의 위협에 자본주의의 힘을 과시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성취하였다. 더불어 동시대인에게 냉대의 대상이던 인상주의 예술이 시간이
153) 소더비의 미국 담당자 제이크 카터 (Jake Carter)가 작품 구입을 위해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자 폴 멜런(Paul Mellon)은 “이러한 걸작 앞에서 돈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되물었다. 그는 투자나 과시용이 아닌 예술에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작품을 구입하는 미술애호가였으며 그의 사망 이후 작품 일부를 미술관에 기증했다. 멜런과
같은 진정한 수집가로 인해 소더비의 발전이 가능했던 것이다. Hook (주 135), p. 162.
154) “Testing the Highs”, Time, Vol. 72, Issue 17 (October 27, 1958),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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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며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이 경매에 출품된
작품은 모두 뛰어났지만 7점이 한 컬렉션으로 출품되면서 가치를 더욱
높였다. 오직 7점의 작품만으로 이전에 없었던 방식의 품격 있는 단독
경매를

진행한

것은

당시로써는

소더비의

매우

영리하고

파격적인

전략이었다. 경매 자체를 유례없이 특별한 이벤트로 만드는 동시에 오직
작품 자체에만 주목하게 만든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또한 소더비는 이
경매를 기점으로 미국의 사업

영역을

대대적으로

확대했다.

1958년

10월부터 1959년 7월까지 소더비는 5백만 파운드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
이는 미술품 경매 역사상 집계된 가장 높은 금액으로 당시 전 세계의 경매
회사의 수입 중 가장 높았다. 취임 초기 피터 윌슨이 목표로 삼았던
크리스티는 더 이상 소더비의 경쟁 상대가 되지 않았으며 소더비는 더 큰
시장인 미국에 진출할 목표를 세웠다.

(2) 인상주의 미술 시장의 확립
1950년대 후반은 전 세계적으로 안정화되며 새로운 부가 생성되던
시기였다. 세계 대전이 끝나고 경제가 살아나며 예술을 누리는 기쁨이
부각되었고 사치품이 시장에 대거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치품의
정점에는 미술 작품이 있었다. 특히 당시 새로운 부를 생성한 부유층은
예술 작품을 수집하기 시작했는데 소더비 경매는 이 시장의 주도자로
평가된다. 바인베르크와 골드슈미트 소장품 경매는 인상주의 미술 시장의
새로운 장을 열며 이 시장의 발전에 기여했다.
인상주의 미술은 프랑스에서 발생한 이래 영국보다 미국에서 빨리
수용되었다. 미술 시장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상주의 작품 시장의 형성은
파리와 미국에서 함께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1880년대 중반 클로드
모네(Claude Monet)의 작품이 미국 수집가에게 인기를 끌면서 인상파
작품에 대한 프랑스 수집가의 관심이 증폭했고 작품의 가격이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에서 발생한 인상주의 미술 작품이 미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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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여진 배경에는 프랑스라는 나라에 대한 미국의 전반적인 호감이
있었다.155) 남북 전쟁 후 경제적 여유를 누리게 된 미국은 새로운 위상에
뒤쳐지지

않는

교양을

쌓기

위하여

프랑스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보헤미안의 수도인 파리를 동경한 미국인의 이러한 시각은
지나치게 물질적이고 청교도적인 그들의 국민성에 대한 일종의 반발 또는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인은 프랑스의 혁신적인
미술인 인상주의에 대하여도 영국을 비롯한 다른 유럽 국가 보다 훨씬
수월하게 받아들였다. 초기 미국의 소수 엘리트가 인상주의를 수용하기
시작하였는데,

루이진

해브마이어(Louisine

Havemeyer),

베르트

팔머

(Berthe Palmer), 사라 핼로웰(Sara Hallowell), 메리 카셋(Mary Cassatt)과
같은 여성 수집가가 이를 주도 했다.156)
미국에 인상주의 미술이 소개되던 초기의 평론을 살펴보면 유럽의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충격과 기이함으로 평가되었지만, 곧 이 새로운
미술을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1879년 미국의 한 평론가는 “요즘
미술계의 새로운 움직임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정신병원
환자의 그림 전시를 보러 가는 것처럼 인상파 전시를 관람할 수는
있다”라고 평했다. 반면 다른 평론가는 “인상파 화가가 확립된 규율을
어겼다면 이미 그 규율을 초월했기 때문이고, 작은 진실을 외면했다면
그것은 더 깊은 진실을 다루기 위해서다”라고 평하며 인상주의 미술의
깊이를 인정했다.157)
이 당시 뉴욕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상파 화가는 모네와 드가
였다. 모네의 작품은 1889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Metropolitan
Museum of Art)에 전시되며 미국 국립 미술관이 인정한 첫 번째 프랑스
155) 제1차 세계 대전 이전의 미국이 프랑스를 바라보는 시각은 당대의 소설가 헨리
제임스(Henry James)의 글에서 잘 표현된다. “프랑스는 이 세상 그 어떤 나라보다 매력적
이다 . 만약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품 있는 민족인 프랑스 국민이 없었다면 인류는 얼마나
황량해졌을까?” Hook (주 135), p. 58.
156) 이 중 대표적인 인물이 파리에서 활동했던 메리 카셋(Mary Cassatt)이다. 카셋은
1865년부터 인상파 화가들과 교류하며 인상파 전문 딜러 폴 뒤랑뤼엘 (Paul Durant Ruel)의
관리를 받았다. 부유층 가정에 속한 카셋은 미국으로 돌아와 인상주의 작품을 소개했다.
Hook (주 135), pp. 74-77.
157) Hook (주 135),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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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작가가 되었다.158) 또한 1901년 뉴 리퍼블릭(New Republic)지는
모네의 작품을 당시 미국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 즉, 철도, 전화, 전보,
축음기, 영화, 타이프 인쇄기 등 새로운 기술과 문화적 변화 중의 한
부분으로 간주했다.159) 모네와 드가, 르누아르의 작품의 인기로 미국은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품 시장을 19세기부터 개척한 국가가 되었으며,
20세기 초 인상주의는 미국에 확고히 뿌리를 내렸다. 신흥 부유층이 많았던
미국 사회는 참신하고 새로운 문화를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비록 미국 수집가의 취향이 지나치게 감성적이고 일회성 짙은 작품에
치중해 있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미국인의 수집력이 없었다면 인상주의
작품 시장의 형성은 훨씬 지연되었을 것이다.
인상주의 작품 시장은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중에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할리우드에서의 인상주의 미술에 대한 인기로
인해 인상주의 작품 시장이 더욱 주목을 받았다. 두 차례의 전쟁 중 샘
스피글(Sam Spiegel), 에드워드 G. 로빈슨(Edward G. Robeinson) 그레타
가르보(Greta
(Alexander

Garbo),
Korda)와

빌리

와일더(Billy

같은 유명

Wilder),

알렉산더

배우나 영화감독이

코르다

인상주의 작품

수집가로 활동했다. 당시 아방가르드한 정신을 표방하던 이 두 장르의
예술은 함께 발전했으며, 할리우드는 인상주의 예술가의 성공담으로 영화와
뮤지컬, 드라마를 제작했다. 프랑스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
드루오 경매에서 조르주 비오(Georges Viau)의 인상주의 작품 컬렉션이
성황리에 거래되며 프랑스 기성사회에 완벽하게 흡수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총 120여 점의 작품이 당시 드루오 경매 최고가인 5,300만 프랑에 팔렸다.
르누아르, 쇠라, 드가, 세잔느 등의 작품이 높은 가격에 낙찰되었으며,
파리의 미술 시장의 성장을 증명했다.160)
인상주의 작품의 가치가 격상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뛰어난 작품이
프랑스를 시작으로 런던에서 공개적인 경매를 통해서 판매되었기 때문이다.
158) Douglas Cooper, “The Monets in the Metropolitan Museum”, Metropolitan Museum
Journal, Vol. 3 (1970), pp. 281-305.
159) Hook (주 135), p. 90.
160) Elizabeth Karlsgodt, Defending National Treasures: French Art and Heritage under
Vich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1), p.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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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 딜러에게 은밀히 거래되던 걸작이 1950년대 소더비의 경매를
기점으로 화려한 홍보와 마케팅을 동반하며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판매자는
높은 가격으로 작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구매자는 자신의 안목을
과시하고 걸작을 소장하게 되었다는 자부심과 명성을 누리게 되었다. 모네,
르누아르, 드가 등의 인상주의 작품이 경매장에서 상대편을 패배시키고
쟁취하는 전리품이 된 것이다.161) 인상파 미술이 미술관이 아닌 경매와
딜러,

그리고

개인 수집가를

통해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는 사실은

미술사에서 시장의 영향력을 확인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인상주의 작품의 가치는 1890년대 프랑스와 미국에서, 1910년대
독일과 스위스에서, 그리고 1920년대에는 영국에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영국보다 먼저 인상주의를 수용했던 미국에서 완성도 높은 인상주의 작품을
찾을 수 있었다. 소더비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공격적인 미국 마케팅을
추진하였고, 바인베르크와 골드슈미트 소장품 경매의 성공은 이 판단력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소더비의

지속적인 미국

시장

개척은

경매라는

이벤트가 하나의 사회적 새로운 궤도에 오르게 되는 결과를 이룩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 미술 사조의 시장을 경매라는 공개적인 제도를 통하여
활성화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며 탄력을 받은 인상주의
작품

시장은

1957년

종전의

활성화되었다.

1957년

파리,

최고가
런던,

기록을
뉴욕에서

여러
인상파

차례

경신하며

회화

경매가

개최되었으며, 구매자는 인상주의 작품을 위해 세계를 누비며 경매에
참여했다. 1958년 골드슈미트 소장품 경매의 성공 이후 정점에 달한
인상주의 작품의 가치 상승은 경매 시장의 발전과 함께 지속되었다.
경매의 성공과 더불어 20세기 후반 인상주의 작품의 가치는 더욱
오르는데, 이는 많은 미국인 수집가가 인상주의 작품을 미술관에 기증하기
때문이다. 20세기 후반 미국에서는 조세 제도의 변화로 국립 미술관에
작품을 기증하는 것이 활발해졌다. 개인이 작품의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미술관에 기증할 경우 세금을 30% 공제한다는 새로운 제도가 입법화
되었다. 작품의 가격을 책정하는 권한이 있던 미술관은 소장가치가 있으며
161) Hook (주 135), pp. 14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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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기증자를 찾기 쉬운 인상주의 작품을 선호했다. 다수의 기증자가
최대한의 세금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미술관 측은 구매 가격보다 높게
작품 가격을 측정했고, 세금 혜택과 사회적 명성을 동시에 누리기 위해서
미국의 수집가는 미술관에 인상주의 작품 일부를 기증했다. 이 결과로
20세기 후반 인상주의 작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되었으며, 이로 인한
가격의 팽창 효과는 1980년대 일본 수집가의 인상주의 작품 열풍으로 다시
한 번 고조되었다.
또한 런던 경매 시장에서의 인상주의 작품의 성공은 국제 시장에서
런던 미술 시장의 위치를 확보했으며 그 어떤 지역보다 완성도 높은 걸작이
거래되는 곳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는 당시 런던이 뉴욕과 더불어 미술
시장을 이끌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런던 미술 시장이 인상주의
작품을 통하여 국제 미술 시장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런던이
인상주의 미술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비판적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아이러니
하다. 런던 미술 시장에서의 인상주의 작품의 성공은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를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당시 화상과
수집가, 그리고 이들의 거래를 활성화한 소더비 경매의 업적 중의 하나로
평가되어야 한다. 19세기 말 인상주의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측면이
강했던 미국 미술계와 상반되게 영국 미술계는 인상주의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이었다. 1870년 파리의 딜러 폴 뒤랑뤼엘(Paul Durand-Ruel)에
의하여 영국은 인상주의 작품을 접하게 되었으나 이에 대해 배타적이었다.
이는 유럽 대륙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적대 관계를 유지해 온 영국과 프랑스
두 국가의 역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의 영국은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정함과 비도덕성을 경멸했다. 보수적인 영국에게 민중의 힘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한 프랑스는 위협적인 존재였다. 또한 현대의 바빌론으로
불린 파리는 신사의 이미지를 고수하던 영국인의 은밀한 은신처나 불법적인
행위가 행해지는 곳으로 인식되었다.162) 영국인의 입장에서 인상주의는
빅토리아 시대의 예술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즉 모든 예술 작품은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개념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19세기 말
162) Hook (주 135), p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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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평론은 인상주의 회화의 지나치게 밝은 색채, 미완성과 같은 작품의
마무리, 객관적인 아름다움이 결여된 인물의 주제화 등을 신랄히 비평
했다.163) 하지만 이러한 미술계의 비평에도 불구하고 런던에서 활동하던
제임스 맥닐 휘슬러(James Mcnrill Whistler), 존 싱어 서전트(John Singer
Sargent), 월터 리처드 시커트(Walter Richard Sickert)와 같은 화가는
인상주의 미술 전파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들과 더불어 인상주의
작품을 수집하는 영국인 구매자가 존재했으며, 미국 시장의 부흥과 함께
영국에서의 인상파 작품의 거래 역시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소더비가
인상주의 작품을 본격적으로 경매하며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기까지
선구자적인 소수의 영국인 인상주의 작품 수집가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164)
영국에 인상주의 미술이 소개된 지 35년 후인 20세기 영국인
수집가가 소유하고 있던 인상주의 작품의 수는 같은 시기 미국과 독일
수집가가 소장한 것보다 적었으며, 이는 초기 영국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인상주의 작품의 현실을 잘 표현한다.

미국,

프랑스

독일의

상황과는 달리 영국에서는 인상주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문가
수준으로 수집하는 수집가가 부재했다. 또한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와는
달리 프랑스 인상주의 작품을 수집한 영국인 수집가 중에는 경제개발을
주도하는 부자가 없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20세기 초 영국에서
부유층은 주로 금융업, 언론, 광업, 제조업, 철도 등에 종사했다. 같은 시기
미국이나 다른 유럽의 부유층이 인상주의 작품에 열광하고 있었지만,
보수적인 경향이 강한 영국의 신흥 부자는 전통적인 영국 화파, 즉 18세기
영국 회화 수집에 열광적이었다. 이들은 전통파 작품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출신과 취향을 전통적인 귀족적 취향으로 둔갑시키고자 했다.

163) 영국의 화가이자 시인이었던 가브리엘 로세티 (Gabriel Rossetti)는 프랑스의 인상주의
미술을 ‘부패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고, 로세티와 함께 라파엘전파를 주도한
윌리엄 홀먼 헌트 (William Holman Hunt)는 인상주의가 ‘현대 예술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서
그 생존까지도 위태롭게 한다 ’고 지적했다 . Hook (주 135), pp. 123-124.
164) 당시의 영국의 대표적인 인상주의 작품 수집가는 헨리 힐(Henry Hill), 휴 레인(Hugh
Lane), 그웰돌린과 마가렛 데이비스 (Gwendolin & Margaret Davies), 사무엘 코톨드(Samuel
Courtauld) 등이 있다 . Hook (주 135), pp. 1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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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부유층 수집가에게 인기를 얻지 못했던 영국의 초기 인상주의 작품
시장은 미국과 다른 유럽 국가보다 침체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4년 영불 화친 협약이 체결되고 1905년
뒤랑뤼엘이 주체하는 인상주의 미술 전시가 런던 그래프튼 갤러리(The
Grafton Gallery)에서 개최되었다. 약 300 여점의 인상주의 작품으로
구성된 이 전시는 작품의 판매 여부를 떠나 영국에 인상주의 미술의 정착을
알리는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165) 당시 국립 미술관(The National
Gallery)이나

테이트

갤러리(Tate

Gallery)는

인상주의

작품

소장을

거부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0세기로 넘어오며 인상주의 작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런던

미술계에도

증가했다.

전통적으로

프랑스에게

적대적이었던 영국은 미국이나 독일보다 인상주의 작품 시장이 형성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1945년 두 차례의 전쟁 이후 예술적 기호가
획일화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이는 미국의 문화적 독점에 의하여
초래되었다. 이 변화와 더불어 19세기 말부터 미국에서 활성화된 인상주의
작품 시장이 탄력을 받았고, 사치품의 절정에 인상주의 작품이 자리했다.
일찍이 이러한 변화를 감지한 소더비는 미국 시장을 공격적으로 공략하며
전략적으로 경매를 개최하였고, 이는 1950년대 인상파 회화의 가격이
급등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3. 경매의 새로운 시장 영역
1950년대 후반 새롭게 구축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미술 시장을
주도하던 경매는 미술품 경매 가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경매가가
주가와 같이 시장의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편화시키며
투자로서의 미술 작품의 가치 측면을 강조했다. 이를 위하여 런던에서
활동하던 소더비는 1960년대 미국 경매 회사를 인수하며 뉴욕 시장에

165) Ceri Crossley and Ian Small, eds., Studies in Anglo-French Cultural Relations, (London:
Macmillan Press, 1988),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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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진입하였으며, 1970년대 크리스티와 함께 추정가 도입이라는
제도적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또한 국제적 시장을 확보함과 동시에
교육 분야로까지 사업을 다각화했다. 미술품 경매는 다양한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새로운 고객 유치를 시도했으며, 미술계의
다양한 역할을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장을 주도하고 시장의 확장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았다. 본 절에서는 소더비가 1960년대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과정과 1970년대 유명 수집가의 동시대 작품 컬렉션
경매의 성공을 바탕으로 기존의 시장 구조를 뛰어넘는 구조적 혁신을
이루어내고, 특정 미술 사조의 시장적 발전에 기여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1) 경매의 미국 시장 진출과 경영의 다각화
(1) 뉴욕 시장 진입
골드슈미트 소장품 경매의 성공 이후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실히 다진 소더비는 1964년 미국의 경매 회사 파크 버넷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으로 진출했다. 소더비의 파크 버넷 경매사 인수는
피터 윌슨, 페레그린 폴른(Peregrine Pollen), 소더비의 변호사 제스 울프의
활약으로 추진되었다. 레슬리 알렉산더 함(Leslie Alexander Hyam)이
1937년 미국 미술 협회(American Art Association) 소속이자 경매사인
히람 파크(Hiram Parke) 와 오토 버넷(Otto Bernet)과 함께 파크 버넷
갤러리(Parke-Bernet Galleries Inc.)로 시작한 회사는 훗날 파크와 버넷의
퇴직 이후 레슬리 함, 보석 전문가이자 경매사 루이스 마리온(Louis
Marion),

행정과

홍보

담당의

부사장

메리

반더그리프트(Mary

Vandegrift)의 경영 아래 뉴욕의 주요 경매사로 운영되고 있었다. 영국의
소더비와 크리스티, 프랑스의 경매 컨소시엄(consortium) 등은 1963년
이전부터 파크 버넷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뉴욕의 사업가이자
미술품 수집가 알렉스 힐맨(Alex Hillman)은 1962년 파크 버넷의 공동
인수를 소더비에 제안하기도 했고, 1961년 파크 버넷의 주주 중 한 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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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 짐벨(Richard Gimbel)은 소더비의 존 카터를 파크 버넷의 서적
부서 대표로 채용하고자 했다. 1947년부터 파크 버넷의 최초 설립자 히람
파크는 소더비와의 합병 가능성을 고려하였으나 당시 실제 운영자이던 함,
마리온, 반더그리프트가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1963년 설립자이자 주요
운영자였던 함의 사망으로 인해 파크 버넷은 새로운 시도와 운영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980 메디슨 에비뉴(Madison Avenue) 부지에 지불하고
있던 임대료 역시 부담이 되었다. 1949년 파크 버넷 경매에 맞춰져 공사된
이 건물은 경매 회사가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파크 버넷은
이곳에 연간 8만 5,000달러의 임대료와 총매출액이 600만 달러 이상 일시
총수입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었으나, 1960년과 1963년
사이 이는 12%에서 20%로 인상되었고, 동시에 시장의 팽창으로 다른 경매
회사와의 경쟁을 위해 작품의 수수료는 오히려 삭감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166) 당시 피터 윌슨은 뉴욕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었고,

소더비의

성장을

위해서

뉴욕 수집가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실감하고 있었다.
또한 뉴욕의 파크 버넷은 경매의 연극적 요소를 표현하는데 있어
유일무이한 독특한 전통을 지니고 있었다. 파크 버넷은 매 경매에 맞춰
전문적인 인테리어 업체를 고용하여 작품의 강점을 살리는 경매를 전시,
기획하고 있었으며 경매 현장에서 각 작품을 고급스러운 무대 설정에서
소개했다. 이러한 장소적 디테일과 기획력은 경매 당일 현장 몰입도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호가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일부
중요한 경매를 제외하고는 창고 세일과 같은 분위기에서 딜러로만 이루어져
행해지는 런던 경매장보다 개인 고객의 응찰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런던 경매의 도록보다 고급스럽고 전문적인 도록을 출판하고 있었다.
파크 버넷에 부재한 것은 고가의 작품을 위탁받고 전문적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와 자본이었다. 반면 소더비는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고가의 작품을 더욱 멋지게 포장할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는 파크 버넷이
이에 더해지면 뉴욕 시장에서의 성공은 보장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166) Herrmann (주 32), p.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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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파하고 있던 피터 윌슨은 소더비의 뉴욕 진출을 위하여 파크 버넷 인수를
강력히 주장했으나, 런던 소더비 측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이
인수합병에 대해 주저했다. 인상주의 작품 시장의 성공을 예측한 카르멘
그로나우와 페레그린 폴른은 윌슨을 지지했다.
1964년 7월 16일 파크 버넷의 주주들은 주식 78% 이상을 152만
5,000달러로 소더비로 판매했으며, 8월 14일 12명 중 11명의 파크 버넷
주주가

소더비와의

인수

합병

계약서에

서명했다.

소더비는

언론에

“소더비는 파크 버넷의 정체성을 지키고 현 대표인 루이스 마리온를 비롯한
파크 베넷의 전 직원과 함께 할 것이며, 두 회사의 최고의 협력을 통하여
뉴욕과 런던 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이 두 회사의
협력은 개인 고객, 미술관, 딜러 등 모든 미국 고객의 시장을 확장해 줄
것이다”라고 공표했다.167)
소더비가 파크 버넷을 인수함으로써 뉴욕에 진출하게 된 것은
미술품 경매의 역사상 매우 중요한 전홤점이 된다. 소더비가 뉴욕에서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서 미술품 경매의 전성기가 열리기 때문이다. 뉴욕의
파크 버넷은 런던 소더비가 보유한 예술적 전문성이 결여된 회사였다. 파크
버넷에 위탁되는 인상주의 작품 중 대부분이 진위가 불확실한 것이었으며
올드 마스터 작품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파크
버넷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으며 서부를 포함한 미국 미술 시장의 만연한
현실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런던 미술관과는 달리 미국의 미술관이
자국의 경매 회사와의 관계를 불신하고 멀리했던 것이었다.
1964년 피터 윌슨은 파크 버넷 자문회의 회장직을 맡고 페네그린
폴른, 존 카터, 팀 클락, 카르멘 그라노우, 짐 키델(Jim Kiddell), 제스
울프와 같은 소더비의 전문가가 자문회의 일원이 되어 소더비-파크 버넷의
경영에 참여했으며, 1965년 12월 소더비의 페네그린 폴른이 파크 버넷의
4번째 대표가 되었다.168) 또한 내부적으로 경매 내정가와 위탁 수수료에
관한 문제도 재정비했다. 1966년 5월부터 위탁 수수료율을 이전보다 낮게
조정하였는데, 이는 뉴욕 미술품 거래 활성화의 시발점이 되었다.
167) Herrmann (주 32), p. 393.
168) Herrmann (주 32), p.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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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더비와 파크 버넷의 합병 이후 첫 번째 경매는 1965년 4월 14일
오후 6시 30분, 980 메디슨 애비뉴에 위치한 본점에서 개최되었다. 파크
버넷에 소더비의 전문성이 추가되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이 경매는
“인상주의와 모더니즘 경매(The Sale of Fine Impressionists and Modern
Paintings)”로 기획되었다. 1부는 인상주의 작품 경매였으며, 2부는 필립
도트리먼트의 소장품 경매(The Philippe Dotremont Collection Sale)로
43점의 프랑스와 미국의 현대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스탠리 클락(Stanley
Clark)이 홍보를 맡은 이 경매는 이브닝 세일로 기획되었으며 런던의
골드슈미트 경매와 같이 모든 참석자의 정장 차림이 요구되었고 대부분의
작품이 유럽에서 위탁되었다. 이 경매에는 보나르(Bonnards) 의 작품 2점,
마크 샤갈(Marc Chagall)의 회화 4점, 드가의 파스텔 작품, 마욜(Maillol)의
조각 8점, 마티스(Matisse)의 조각 6점, 헨리 무어(Henri Moore)의 조각
2점, 모네의 회화 2점, 피사로의 회화 4점, 르누아르의 초상화 4점,
뷰이알(Vuillards)의 회화 5점, 반 고흐, 고갱의 작품 등이 출품 되었다.169)
경매의 진행은 파크 버넷의 존 마리온(John Marion)과 피터
윌슨이 맡았다. 경매는 1부 인상주의 작품, 저녁, 2부 모더니즘 작품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1부는 존 마리온이, 2부는 피터 윌슨이 경매사로
단상에 올랐다. 소더비-파크 버넷의 첫 번째 경매는 성공적이었다. 드가의
파스텔 작품이 41만 달러, 보나드의 작품이 15만 5,000달러, 반 고흐의 <레
데샤흐져(Les Dechargeurs)>(1888)가 24만 달러에 낙찰되었으며, 87점의
작품이 총매출액 234만 5,000달러를 기록했다. 피터 윌슨의 첫 번째 뉴욕
경매인 2부 경매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 소장품의 작품은 대부분이
경매에 처음으로 출품되는 작품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2부의 하이라이트
작품은 파블로 피카소의 <파란색 코르사주의 여자(Femme au Corsage
Bleu)>(1941)로

11만

5,000달러에

낙찰되었으며,

잭슨

폴록(Jackson

Pollock)의 작품은 4만 5,000달러, 알렉산더 칼더(Alexander Calder)의
모빌(mobile)

조각이

1만

달러,

마크

토비(Mark

Tobey)의

작품이

8,000달러에 낙찰되었다. 2부 경매의 총매출액은 51만 달러로, 경매가 끝난
169) “£146,400 Paid For A Degas”, The Times, Issue 56298 (April 17, 1965),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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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 박수갈채가 터졌다.170)
2부 경매가 끝난 이후 3층에서는 런던 소더비에서 열릴 경매에
출품 예정인 찰스 자둑(Charles Zadok) 컬렉션의 주요 작품이 전시되었다.
뉴욕과 런던에서 동시에 작품을 홍보하려는 소더비의 전략이었다. 이
경매의 절정은 경매 자체는 물론이고 1부와 2부 사이의 저녁 식사였다.
식사 장소인 소더비-파크버넷 본점의 3층은 파크 버넷의 인테리어 담당
뷰포드

치솜(Buford

Chisholm)과

런던의

케네스

패트리지(Kenneth

Partridge)에 의해 1870년 인상주의 작가들이 즐겨 찾던 몽마르트 카페로
재현되었다. 이곳은 모네와 드가가 즐겨 찾았던 카페(Café de la Nouvelle
Athenes)로 드가가 <압셍트 (L’Absinthe)>를 그린 곳이기도 하다. 400여
명의 선택된 고객이 이곳에서 식사를 하며 경매의 성공을 축하했다.171) 이
경매를 시작으로 소더비-파크 버넷은 뉴욕 시장을 주도하는 경매 회사로
성장했다. 1966년 7월 소더비-파크 버넷은 역사상 최대 매출액인 2,352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미술 작품

외에도 보석

경매를

통해서 명성을

얻었다.172) 소더비는 런던 경매의 지속적인 성공과 더불어 뉴욕에서의
경매를 통해 시장을 주도했다.

(2) 국제 시장 진출과 경매 가격 지표화
1964년에서 1980년까지 소더비는 성장을 거듭하며 전 세계로
진출했다. 런던에 머무르지 않고 뉴욕과 다른 지역으로 진출한 소더비의
전략은 연간 경매 총액이 1,335만 파운드에서 1,860만 파운드로 성장하는
결과를 거두었다. 뉴욕의 소더비-파크 버넷은 인수 후 3년 만에 안정세를
탔다. 1967년에는 스코트랜드 글렌이글스에서 18세기, 19세기 회화 작품
경매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캐나다 토론토의 심슨스(Simpson’s) 백화점
에서 5번의 회화, 도자기, 가구, 은 경매를 개최했다. 성공적인 경매의
170) Herrmann (주 32), pp. 400-401.
171) Lacey (주 87), p. 143.
172) Herrmann (주 32), pp. 4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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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이듬해 토론토 소더비가 심슨스 백화점 안에 사무소를 열었다. 같은
해 파리에도 지점을 냈는데 파리 미술계의 주요 인사 발렌타인 에비
(Valentine

Adby)가 파리 소더비를 맡아 운영했다. 1968년 4월에는

오스트리아 멜버른에 지점을, 5월에는 중동 지역 시장을 위해 베이루트에
지점을

열었다.

같은

해

이탈리아

플로렌스에,

그리고

1969년에는

에든버러, 독일 뮌헨, 스위스 취히리에 사무소를 열어 경매를 진행했다. 각
지역마다

소더비의

전문가와

지역에

능통한

주요

인사가

소더비를

운영하였다.173)
전후 미술 시장의 크기가 최고조에 이른 시기인 1967년 소더비와

타임즈지는 미술 작품을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고 주식 시장에서처럼
가격의

상향을

나타내는

그래프와

차트로

이루어진

‘타임즈-소더비

인덱스(Times-Sotheby Index)’를 발표하였다. ‘타임즈-소더비 인덱스’는
소더비의 주요 홍보를 담당하던 스탠리 클락의 아이디어에서 탄생된 것으로
클락과 타임즈지의 에디터 조지 프레이(Geroge

Pulay)의 감독 아래

통계학자 제랄딘 킨(Geraldine Keen)이 소더비에서 판매된 미술 작품을
12개 이상의 항목 별로 나누어 그 가격을 지표화한 것이다.174) 미술 작품
판매량이 가장 저조했던 1951년의 거래 상황을 기준점으로 삼아 만들어진
이 지표는 1969년까지 거래된 미술 작품의 가격을 분석했다. 이 인덱스는
약 2년 정도만 존재했지만 미술 작품의 가격에 대한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끌어내고 확장된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기 충분했다. 1967년 11월 발표된
인덱스에 따르면 인상주의 작품의 가격은 1951년보다 약 10배 이상
상승하여 올드 마스터 작품의 가격을 따라잡고 있다고 분석했다.175) 제랄딘
킨의 분석은 미술 작품의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했다. 미술 시장의
최상층에는 미술관, 대학, 개인 부호 수집가가 존재하며, 이들이 구입하는
2만 5,000파운드에서 100만 파운드 사이의 작품의 가격이 급상승했다고
지적했다.176)
173) Herrmann (주 32), pp. 404-405.
17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책을 참조한다. Geraldine Keen, Money and art: A
study based on the Times-Sotheby Index, (Boston: Putnam, 1971).
175) Geraldine Keen, “The Times Saturday Review”, The T imes, Issue 57108 (November 25,
1967),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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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후반 영국의 다른 산업 분야가 특별한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던 반면 세계 미술 시장에서의 영국의 업적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소더비는

1960년대

후반

일본

동경의

미추코시

(Mitsukoshi) 백화점에서도 경매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영국 정부에 의하여
추진된 것이었다. 피터 윌슨과 줄리안 톰슨을 비롯한 소더비의 전문가는
동경에서 그리스 골동품과 조각, 페르시아와 유럽 도자기,

빅토리아

시대부터 20세기 회화, 유명 인상주의 작품, 갑옷과 방패, 일본과 중국
골동품과 도자기 등의 경매를 성공리에 마쳤다. 1960년대 후반 일본에서의
소더비 경매는 일본 수집가에게 소더비와 파크 버넷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이는 일본 경제 부흥 시기 일본 수집가의 경매 참여로
이어진다. 1960년대 후반 소더비의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한 가지는 소더비
벨그라비아(Belgravia) 를 설립한 것이다. 당시 주요 경매에 밀려 소외되던
빅토리아 시대와 아르 누보(art nouveau) 장식품과 가구 등을 위한 새로운
경매장을 시작하여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두었다.177)

(3) 교육 사업으로의 확장
1969년 소더비는 현재 소더비 인스티튜트(Sotheby’s Institute of
Art)라는

교육

사업의

기반이

되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1960년대 소더비는 뉴욕의 경매 회사 파크 버넷을 인수하며 급성장했다.
당시의 딜러들은 소더비의 분위기를 ‘무자비하다(ruthless)’고 표현했는데,
이는 피터 윌슨의 지휘 아래 매우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며 혈기 왕성한
당시의 소더비 구성원의 미술 시장을 향한 열정을 정확히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178) 지속적인 사업의 확장으로 소더비는 계속해서 새로운 직원을
영입해야 했고, 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다.

176) Lacey (주 87), p. 146.
177) Herrmann (주 32), p. 407.
178) Herrmann (주 32), p.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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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레그린 폴른, 하워드 릭켓(Howard Ricketts), 리처드 데이
(Richard Day)의 주도 아래 빅토리아 앨버트(Victoria & Albert) 박물관
에서 교육 프로그램 전문가로 10년 이상 근무한 데릭 슈럽(Derek Shrubb)
이 소더비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선출된 9명의 학생에게 연
800파운드를 지급하며 10개월의 교육 과정과 3주 간의 유럽 도시 투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며, 이를 이수한 우수한 학생은 소더비에 정식으로
고용될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음해부터는
지원자가 학비를 지불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미술
이론과 경영 실무 코스가 추가되어 운영되었다. 교육 과정이 운영 된지
3년째에는 너무 많은 지원자가 몰려 50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다. 이 과정의
최초 운영 목적은 소더비의 직원을 위한 트레이닝 이었으나, 점차 전문화된
미술

경영

실무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었다.

1975년에는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Jacqueline Kennedy Onassis)의 딸
캐롤라인(Caroline)이

18세의

나이로

850파운드를

지불하고

소더비의

수업을 수료했다.179) 지속적으로 운영된 이 프로그램은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었으며, 1980년대에는 미국, 영국,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아르헨티나, 캐나다,

핀란드,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프랑스, 이란,

레바논에서 온

지원자로

1978년부터는 유럽 장식 미술(Decorative

Art)

과정이 새로이 개설되었다.180) 또한 1984년에는 뉴욕 소더비에 교육
프로그램이 생성되었고, 1995년부터는 런던의 맨체스터 대학(University of
Manchester)과 제휴되어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런던과 뉴욕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육 프로그램은 2007년 싱가포르에 설립되어 운영되었으나 몇
년

이후

중단되었고,

2013년

로스앤젤레스에서

클레어몬트

대학원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의 경영 대학원과 협업되어 운영되고
있다. 2014년에는 중국 베이징의 칭후아 대학(Tsinghua University)과
제휴된 단기 과정을 시작했다. 2019년에는 서울 이화여자 대학교 전문
경영대학원 내에 교육 과정을 신설할 예정이며 온라인 과정 역시 제공하고
있다.
179) Lacey (주 87), p. 170.
180) Herrmann (주 32), p.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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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더비 인스티튜트의 교육 과정은 세계 미술 시장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목적으로 다양한 사회, 문화, 경제적 관점을 바탕으로 미술을
탐구한다. 공식적인 캠퍼스는 런던, 뉴욕,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술사와 시장 전문성을 결합한 석사학위 과정과 비학위 대학원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소더비 인스티튜트의 석사 과정은 아트 비즈니스
(Art Business), 동시대 미술(Contemporary Art), 순수미술과 장식미술 및
디자인(Fine and Decorative Art and Design)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트
비즈니스 과정은 시장, 경영, 감정 및 수집의 세 가지 기본 영역을
바탕으로 한다. 이 분야의 핵심 과목은 예술 법, 마케팅 및 전략, 재무 및
회계를 포함하며, 보다 전문화된 과정에서는 신흥 예술 시장, 가치
평가(valuation), 컬렉션 관리, 큐레이팅 및 예술 비평을 탐구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각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과 함께 작가 스튜디오, 아트
페어, 전시회 및 개인 수집가 방문 등을 통하여 미술계의 전문가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단일 플랫폼을 제공한다. 동시대 미술 과정은 현대 미술의
생산, 전시 및 판매를 위해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뉴욕 과정의
경우 1945년 이후, 런던 과정의 경우 1968년 이후의 시각 예술의 역사를
바탕으로 미술 작품의 예술적 가치 뿐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상업적 및

제도적 맥락에

순수미술과 장식미술

대한 이해를

분석하는 과정을

훈련한다.

및 디자인 과정은 설립 초기인 1969년 ‘예술

작품(Works of Art)’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파생된 가장 오래된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후기 르네상스 시대부터 20세기 후반까지의 예술 작품의
생산과 물질적 가치와 더불어 후원과 수집의 역사와 현대 미술 시장의 소비
측면을 연구한다.
런던 캠퍼스는 아트 로지스틱스(Art Logistics)와 현대 아시아 미술
(Modern and Contemporary Asian Art) 과정을 추가로 개설했다. 아트
로지스틱스는 이 분야의 선구자적인 교육 과정으로, 예술 분야에서 중요한
직업 경로 중 하나인 미술 작품의 관리, 전시 및 이동에 관한 프로그램
이다. 미술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술 작품을 관리하는 모든
과정에 대한 전문화된 지식과 현대의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실무 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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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예술 작품의 운송과 관련된 심층적 지식을 탐구한다. 현대 아시아
미술 과정은 급성장하는 아시아 미술 시장을 이해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아시아 예술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로스앤젤레스 캠퍼스는 정보시스템과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아트
비즈니스(Art

Business+Information

System

&

Technology)와

아트

매니지먼트(Art Management)를 기본 교육 과정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아트 비즈니스와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프로그램은 예술 및 문화 분야에
컴퓨터와 데이터 과학을 적용하는 현 시대를 반영하는 새로운 과정이다.
또한 예술가를 위한 아트 비즈니스(Art Business+Fine Art) 과정을 따로
개설하여 미술사와 미술 시장에 대한 학문적 지식과 더불어 미술 시장 관련
법, 회계, 금융, 마케팅과 같은 실질적인 지식을 제공한다.181) 소더비 교육
과정의 특징은 다양한 수업을 통하여 예술 시장에 대한 학문적 지식과 함께
실무 경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4) 경매의 제도적 변화 도입
1950년 런던 골드슈미트 소장품 경매의 성공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경매를 개최하며 성장하던 소더비는 구매자의 저변 확장을 위해서
1973년부터 경매 도록에 추정가(estimates) 를 공개하고 일반인이 보기 쉬운
경매 도록을 배포했다. 경매만이 갖는 독특한 제도인 추정가는 작품에 대한
예상 가격이다. 경매 회사가 작품 감정 후 위탁자와 합의하여 시장 가격에
알맞은 판매 예상 가격을 정하는 것이다. 추정가는 미술가의 명성, 작품의
내용과 종류, 보존 상태, 출처, 희귀성, 크기 등에 의하여 정해진다. 가령
유명 작가의 걸작이라도 보존 상태가 엉망이면 추정가는 낮아진다. 미술
작품의 가격은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에 강하게 상응하는 특성상
181) 소더비 인스티튜드 교과 과정에 대한 서술은 이 과정을 졸업한 본 연구자의 경험과
소더비 인스티튜드 웹사이트를 참고하였다. www.sothebysinstitutie.com. Accessed December
17, 2018. https://www.sothebysinstitute.com/masters-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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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거래되었던 가격이 현재 가격 책정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관성의 법칙 역시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작품 가격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상향된다. 1차 시장의 가격이 이 법칙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경매 추정가는 소비자가 직접 가격에 참여하는 특성상
관성의 법칙에서 다소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다.182)
추정가는 작품의 직접적인 요소 외에 1차 시장 가격, 과거 경매
추정가와 낙찰가, 경쟁 회사의 추정가, 지난 소장 경력 등 시장 관련 변수
역시 고려하여 책정된다. 추정가 제도는 작품에 대한 전문 지식과 작품의
가치에 대한 판단력과 가격정보가 전문가에 비해 부족한 일반 수집가에게
작품 가격에 대한 정보를 경매 전에 공개함으로 경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1973년 소더비와 크리스티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이로써 소더비는 딜러나
미술 전문가만이 아닌 일반인도 경매에 참여하도록 유도했으며, 추정가
공개는 이 시기부터 소더비와 크리스티는 물론 대부분의 경매 회사 도록에
공개적으로 표기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경매
회사가 개인 고객과 비전문가에게도 열려 있은 곳임을 알리는 시작
이었으며, 중산층 고객 확보를 위한 전략이었고 경매 회사가 판매 회사로
변화하는 확실한 시점이었다.
또한 추정가 제도는 경매 회사가 작품 도매상이 아닌 소매 판매
회사로서의 성격 역시 확실히 하는 바탕이 되었다. 추정가 제도의 도입은
당시 미술 시장의 구조적 혁신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추정가
제도를 통해 경매는 다수가 동시에 상품의 가격 결정에 참여 가능한 행위의
특성을 살리고, 미술 작품의 시장성 및 상품성을 투명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경매 회사는 화랑과 달리 소속 작가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작가와
작품에 대한 미술 관계자의 관점과 더불어 실제 소비자의 입장이 동시에
수용된다. 경매 회사는 작품에 대해 공개적으로 추정가를 제공하지만
최종적인 결정권은 소비자에게 있으며, 이는 시장 투명성 개선과 자금의
환금성 확보라는 경매만의 본질적인 특징을 갖는다.

182) Holger Bonus and Dieter Ronte, “Credibility and Economic Value in the Visual Arts,”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Vol. 21 (1997),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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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소더비는 미술품 경매 외 다른
분야에도 공격적으로 접근했다. 소더비는 스위스에서 와인 경매와 보석
경매 역시 시작했는데 이 분야의 선구자이던 크리스티의 경매를 참고하여
경매를 기획했다. 1972년에는 에드워드 리 케이브(Edward Lee Cave)의
지휘 아래 ‘소더비-파크 버넷 국제 부동산 기업(Sotheby’s-Parke Bernet
International Realty Corporation)’이 뉴욕에 설립되었다. 또한 소더비에서
거래되는 미술 작품을 포장, 운송, 보관하던 제임스 벌렛(James Bourlet)의
운송회사와 J.J. 패트릭슨(J.J. Patrickson) 의 액자와 작품 수복 회사를
인수했다. 또한 피터 윌슨의 아들 필립 윌슨(Philip Wilson)이 소더비
출판사(Sotheby’s

Publication) 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운영하며

이 시기

회사의

피터 윌슨의

연간
가장

경매

매출을

중요한 업적은

‘영국철도 연금펀드(British Rail Pension Fund)’에 대한 미술품 구입 자문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로서 소더비는 매년 안정된 수입을 확보함과
동시에 영국철도연금펀드의 미술품 구매에 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소더비는 지속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했다. 1974년에서 1978년
사이에는

암스테르담,

스톡홀름,

밀라노,

브뤼셀,

더블린,

로마,

프랑크푸르트, 제네바 등에 지점을 열고 경매를 진행했다. 특히 1974년에는
가장 오래된 경매의 역사를 지닌 국가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경매사 막
반 웨이(Mak van Waay)를 인수함으로써 유럽으로의 진출로를 확보했다.
1970년대 초반 19세기 네덜란드 회화 시장은 정점에 있었으며 소더비는
이를 발판으로 삼아 유럽 시장을 확장했다. 같은 시기 동아시아로의 진출
또한 이루어졌다. 1960년대 초반부터 활성화되었던 일본과 중국 도자기
시장은 런던 경매장에서 헬렌 글래츠(Helen Glatz)와 같은 특정 딜러에
의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1970년대 중국의 특정

도자기가

경매에서 고가에 팔리면서 홍콩의 백화점 레인 크로포트(Lane Crawford)
와의 협업으로 1973년 홍콩에서 첫 경매를 진행했다. 또한 1974년 모나코
공국의

몬테카를로에서도

성공적인

경매를

열었다.

관세의

제한에서

자유로운 이곳의 환경이 성공적 결과의 주요한 요인이었다. 진취적인 해외

100

시장 진출 전략을 바탕으로 런던과 뉴욕을 중심으로 전 세계 100여 개의
지점과 17개의 경매장을 운영했으며 1977년에는 기업 공개를 했다. 당시
소더비의

대주주는

피터

윌슨,

페레그린

폴른,

그리고

로스차일드

(Rothschild) 투자 신탁이었다. 이 당시 소더비의 총매출액은 9,840만
파운드였으며 1000여 명 이상의 직원이 있었다. 1977년 여름 소더비는
1,200만 주를 150펜스에 공개 판매를 시작했고 2파운드에서 판매를
마감했다.183)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던 소더비는 1975년 경쟁사 크리스티와 함께
경매의 정책적

변화를 시도했다.

회사의

수익률 상승을

위해 구매

수수료(buyer’s premium) 를 도입한 것이다. 스위스의 보석 경매에서 시작된
이 제도로 큰 수익을 경험한 두 경매 회사는 런던 시장에도 이를 적용했다.
크리스티가 1975년 5월 30일, 소더비가 1975년 6월 2일 구매 수수료 제도
도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경매의 주요 고객이던 다수의 딜러가 경매
시장을 떠나갔으며 몇 년 후에는 영국 고미술 딜러 협회(British Antique
Dealer’s Association)에서 소더비와 크리스티를 고소했다. 1978년에는 뉴욕
시장에서 구매 수수료 제도를 도입했다. 1977년 크리스티가 뉴욕 지점을
설립하며 공격적으로 시장 점유에 나섰고, 소더비-파크 버넷과의 경쟁을
위하여 구매 수수료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위탁 수수료를 대폭 감소했다.
그로 인하여 다수의 중요한 경매를 유치할 수 있게 된 크리스티는 미술
경매 시장에서 소더비를 따라잡기 시작했다. 두 경매 회사의 정책은 새로운
시장의 주역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이전까지 경매가
딜러를 위한

보조 역할과

도매상의 역할을

하였다면,

이

시기부터

적극적으로 유명 딜러와 경쟁하며 시장 확보를 위해 전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크리스티가 뉴욕에 지점을 개설하며 적극적인 시장 확보에
나섰고 미술 시장은 더욱 활성화되었다. 1970년대 후반에는 소더비의 미술
시장 점유율이 크리스티보다 높았는데, 이는 피터 윌슨의 활약이 주요
원인이었다. 당시 타임 앤 타이드(Time and Tide)지는 “소더비는 전 세계
미술 시장에서 독보적인 국제적 대규모 조직이다. 미술 시장에서 유례없는
183) Lacey (주 87), 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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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인 이 조직의 가장 근접한 경쟁자는 크리스티인데 이는 소더비의
전례를 매우 잘 따르고 있기 때문” 이라고 두 경매사를 분석했다.184)
1977년

소더비와

크리스티의

미술

시장

점유율은

67%와

33%였다.185) 1970년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소더비는 로버트 스컬의
소장품 경매를 통해 다시 한 번 미술 시장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것이다.
1950년대 후반 인상주의 미술 시장의 번성을 주도한 골드슈미트 경매처럼
팝아트라는 동시대의 새로운 미술 시장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했으며, 미술
시장에서 경매 회사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다양한 담론을 야기한 경매였다.
이 경매는 다음 단락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동시대의 미술 시장
미술품 경매의 주요 역할 중 한 가지는 동시대 미술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여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팝아트라는 특정 화파의
시장적 발전에 기여한 것이다. 다음 단락에서 자세히 분석될 소더비의
로버트 스컬 소장품 경매는 미술품 경매로 인해 시장에서 거래되는 작품
품목의 영역이 확장되는 현상을 증명한다. 스컬 경매로 인해 동시대 미술
작품이

유럽의

올드

마스터,

인상주의와

근대

미술

작품만큼이나

성공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더불어 1차와
2차 시장의 역할이 붕괴되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시장의 확장에
가속화를 더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본적으로 미술 시장은 1차 시장과 2차 시장
으로 구분된다. 1차 시장은 작가가 화랑에서 작품을 최초로 전시하며
정하는 가격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1차 시장에서 가격은 미술가와 화랑이
결정하며 작품의 크기와 재료, 제작비용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작품의
184) Geraldine Norman, Time and Tide, (October 1978).
185) 하지만 크리스티의 뉴욕 시장 점유율이 곧 상승하게 된다. 1982년에는 소더비와
크리스티의 뉴욕 시장 점유율이 60%와 40%였고, 1982년에는 54%와 46%로 좁혀졌다.
이후에는 크리스티가 소더비를 넘어섰고 21세기에는 크리스티의 활약이 돋보였다. Lacey (주
87), p.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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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는 예외가 있지만 보통 작거나 지나치게 크면 가격이 낮아진다. 작품의
크기가 일정 크기를 넘어 지나치게 커지면 전시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므로
오히려 판매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회화 시장에서 재료 역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종이에 그린 드로잉보다는 캔버스에 그린 회화
작품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조각 시장에서는 사용된 재료와 더불어 어떠한
방식으로 제작되었는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제프 쿤스(Jeff
Koons)의

거대

스테인리스

스틸

조각

작품은

전문적인

공장에서

제작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기본 제작비만 수억 달러를 넘어간다. 이러한
요소와 더불어 화랑의 가격 결정 과정은 작품 생산자의 관계 속에서
정해지는 만큼 다면화적인 특성을 지닌다. 1차 시장을 주도하는 이는
화랑이다. 이 시장에서 화랑의 주요 역할은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것이다. 화랑은 재능 있는 작가의 시장을 최초 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상업적인 이익을 취하는 동시에 수집가와 미술가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한다. 화랑은 미술 작품의 상업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작품의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며

지나친

상업성을

드러내지 않는 이중 논리를 반영하게 된다. 또한 화랑은 판매 가능성과
화가의 시장 개발을 위한 어떠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가격을 결정한다.186) 벨투이스는 화랑의 가격 책정 방식이 단순히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상황을 반영하며 따라서
다양한 기준에 따른 가격 체계가 생성된다고 언급하며 가격 책정 방식을
명예 가격(honorable prices), 슈퍼스타 가격(superstar prices), 신중 가격
(prudent prices) 으로 구분했다.187)
2차 시장에서는 미술가나 화랑을 통해 1차적으로 거래된 작품이
딜러나 경매를 통해 매매되는 모든 거래가 일어난다. 예술가가 인지도를
얻게 되면 1차 시장과 함께 2차 시장이 형성된다. 이 시장에서의 상업적
가치는 공급과 수용의 원칙에 영향을 받지만 딜러와 경매의 노련한 홍보와
마케팅에 의해 조정 될 수 있다. 미술 작품의 작품성, 희소성, 완성도, 시기,
186) Velthuis (주 26), p. 83.
187) 명예가격은 전후 시기 딜러의 가격 , 슈퍼스타 가격은 1980년대 이후 딜러의 가격, 신중
가격은 1990년대 불황 이후 딜러의 가격이다 . Velthuis (주 26), pp. 13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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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명성, 작품의 상태, 작품의 크기, 작품의 주제, 진위 여부, 보존
상태, 역사적 중요성은 1차 시장과 2차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중요시 되는
요소이다. 2차 시장에서는 이와 더불어 작품의 소장 기록 이력, 수록 문헌,
유행, 전시 경력 등이 작품의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된다.188) 2차 시장에서는 환금성을 중시하는 시장의 특성상 예술성에 대한
화랑의 판단이 주된 가격 결정 인자로 작용하는 1차 시장에 비해 미술
작품의 시장성과 상품성이 투명하게 반영된다. 1차 시장에서 화랑과 여러
미술 전문가의 관점을 더해 형성한 작품 가격이 경매에서는 전적으로 실제
구매자의 입장을 반영해 결정된다. 이는 1차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을 수 있다. 소더비의 스컬 소장품 경매에서 판매된
작품의 가격이 그 사실을 증명한다. 1차 시장에서 가격 결정의 주도권이
화랑이나 작가에게 있다면, 경매에서 가격 결정의 주도권은 구매자에게
있으며, 동시대의 시장 상황을 확연히 반영한다. 경매 회사는 사회적으로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스타 수집가, 당시로써는 아방가르드한 장르였던
팝아트, 화려한 홍보와 언론 노출 등의 요소를 준비해 심혈을 기울여
경매를 기획하면서 미술 시장을 주도했다.
1960년대 중반 생존 미술가 중에서 2차 시장인 경매에 작품이
정기적으로 등장하는 작가는 드물었다. 당시 2차 시장에서는 파블로 피카소
(Pablo Picasso), 호안 미로(Joan Miro),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와 같은 현대 유럽의 대가의 작품이 주로
거래되었고,

생존하는

미국의

작가의 작품은

당시의

높은

명성에도

불구하고 경매에는 출품되지 않았다. 1960년대 중반이 넘어가며 미국
추상표현주의 작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1940년에서 1950년대 제작된
작품 중 일부가 딜러에 의해 2차 시장에서 판매되었다. 비교적 1차 시장과
2차 시장의 역할 구분이 명확했던 것이다. 딜러는 2차 시장에서 생존
작가의 작품을 거래하기는 했지만, 경매는 유럽의 현대 작품이나 인상주의
188) 이재희 , 『미술경제학: 현대 미술 시장의 이해』, (탑북스, 2012), pp. 184-186. 미술
작품의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여러 연구자에 의해 조사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조한다. Hugh Hildesley, The Complete Guide to Buying and Selling at
Auction, (New York: W.W. Norton & Company, 1997), Boris Groysberg, Joel Podolny,
Timothy Keller, “Fern Wood Art Investment: Leading in an Imperfect Marketplace”, Harvard
Business Case Study, (2004), pp.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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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판매에 주력하고 있었으며 공개적으로 생존 작가의 작품을 취급하지
않았다. 예외의 경우는 1966년 4월 소더비-파크 버넷에서 열린 헬레나
루빈스타인(Helena Rubinstein) 소장품 경매에서 빌렘 드 쿠닝(Willem de
Kooning)의 1940년 작품이 2만 달러에 낙찰된 것이다. 일부 예외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경매 회사는 화랑이 관리하는 생존 예술가의 작품 판매를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 화랑과 경매가 각각의 1차와
2차 시장의 기능을 분담하던 전통적인 구조는 팽창한 시장과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변화를 맞이했다. 동시대 미술 시장의
잠재력을 깨달은 경매 회사는 소더비의 스컬 소장품 경매의 성공 이후로
정기적인

동시대

미술

경매를

개최하며

시장의

전통적인

구분을

붕괴시켰다. 이러한 역할 붕괴를 계기로 미술품 경매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으며, 이는 곧 미술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미술가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1970년대 후반 소더비-파크 버넷의 시장의 체계를 뛰어넘는
적극적인 시도는 팝아트를 비롯한 당시의 아방가르드 미술이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인상주의 미술 시장이 1950년대 후반 소더비가 개최한
골드슈미트 경매의 성공 이후로 성장했듯이, 1960년대의 새로운 미술사조인
팝아트 시장 역시 경매로 인해 호황을 맞이했다. 1970년 이전에는 현대
아방가르드 미술 작품이 드물게 경매에서 거래되었지만, 1970년대에는
작품의 판매가 더 빈번해지고 작품 가격이 해를 거듭하며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상표현주의 작가 중 26%는 1960년부터 1982년 동안
500%

이상의

경매

가격이

상승했으며,

1970년부터

1982년

동안

추상표현주의 작가의 59%가 자신의 작품을 경매에서 10만 달러 이상의
가격에 판매했다.189) 1970년대 후반 스컬 소장품 경매의 성공 이후 시장의
확장은 작가의 전시
1950년까지

개인

횟수의

전시회를

증가를 통해서도 증명된다. 1949년에서
개최한

생존

작가는

800명

이었으나

1975년에서 1980년까지는 1,200명 이었으며, 1984년에서 1985년까지는 약
1,900명으로 증가했다.190) 미국 내의 작가 수도 증가하였는데 1970년
189) Diana Crane, The Transformation of the Avant-Garde: The New York Art World
1940~1985,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pp. 11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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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60만 명이 자신을 예술가로 지칭하였으나 1980년에는 100만
명으로 증가했다.191)
특히 팝아트라는 당시의 새로운 미술 스타일은 경매가 주도하는
시장의 영향으로 단기간에 발전할 수 있었다. 새로운 화파의 미술이 등장할
때마다 미술계의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 지지층은 첫째, 미학적
전통을 중시하는 비평가와 큐레이터 같은 예술 전문가, 둘째, 작가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구매하는 정부와 기업 등의 패트런, 그리고 셋째는 화상과
개인 수집가이다. 인상주의 미술이 처음 등장했을 때처럼 팝아트 역시
비평계에서 소외되었다. 팝아트가 광고와 만화에서 직접적으로 이미지를
차용하면서부터 비평가의 역할이 감소되었다는 평가도 있다.192) 소비자에게
익숙한 광고와 만화적인 이미지를 포함한 팝아트의 특징은 예술 작품을
관객과 쉽게 소통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단시간에 수집가
층이 형성되었으며, 이는 팝아트 시장의 확장으로 이어졌다.
당시의 대표적인 수집가 레온 크라우사(Leon Kraushar)는 자신이
익숙한 것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시사적이고 자극적인 이미지의
팝아트에 단숨에 빠져버렸다고 회상하고 있다. 그는 팝아트를 동시대를
대표하는 회화이자 유럽에 대한 향수에서 벗어난 완전한

미국적인 예술로

평가했다. 작가 존 로블로스키(John Rublowsky)는 팝아트가 수집가의
운동이었고, 수집가가 이 화파의 실질적인 승리자이자 팝아트의 성공을
책임진 인도자라고 주장했다.193) 로버트 스컬 역시 팝아트를 활성화시킨
주요 인물 중 하나이다. 특히 소더비-파크 버넷에서 개최한 그의 소장품
경매는 미술품 수집의 성공을 증명하고 수집가의 위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1970년대 팝아트의 상업적인 성공은 체계적인 세일즈와
홍보를 통해 보여준 그 시대의 화상과 스컬과 같은 당대 수집가가
이끌었으며, 이들이 전략적으로 이용한 것은 경매라는 체제이다. 당대의
190) Lawrence Alloway, “The Artist Count: In Praise of Plenty”, Art in America, Vol.65
(September-October 1977), pp. 105-109.
191) Kitty C. Hart, “Changing Public Attitudes Toward Funding of the Arts”,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471, (January 1984), pp. 45-46.
192) Fanchon Frohilch, “Aesthetic Paradoxes of Abstract Expressionism and Pop Art” in Lee
A. Jacobus, ed., Aesthetic and the Arts, (New York: McGraw Hill, 1968), pp. 236-244.
193) John Rublowsky, Pop Art, (New York: Basic Books,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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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비평가가 진보적인 미술의 주요 목적인 사회적 비판의 기능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여전히 팝아트를 비난했지만, 대형 미술관과 화랑,
소장가와 화상, 미술품 경매가 팝아트의 성공에 기여했다. 시드니 재니스
(Sidney Janice)와 레오 카스텔리(Leo Castelli)와 같은 화상은 뛰어난
안목으로 미술가를 발굴하고 전략적으로 홍보했으며, 전통적으로 명망 있는
부호가 아닌 신흥 부유층이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걸맞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팝아트를 적극적으로 후원했다. 추상표현주의가 10여 년에
걸쳐 이룩한 성공을 팝아트는 4년 반에 이룬 것이다.194)
경매를 통하여 생존해있는 특정 화파 작품의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작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화상과 큐레이터, 수집가의 평가는
작가의 경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와 동시에 비평가의 영향력은 이전
시대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현 미술계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시장의 영향력은 오히려 더 증가하였다. 당시의 성공한 화상은 인기 있는
한정된 소수의 스타일에 집중하였으며, 구상 미술 운동이나 여성 미술
운동, 지역 미술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경매가 주도하며

발전한

1970년대 뉴욕 미술 시장은 소수의 화상과 수집가, 미술관과의 관계로
형성된 상업적인 미술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당시의 기업형
갤러리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다이애나 크레인(Diana Crane)이
그녀의 연구에서 언급하였듯이 뉴욕 갤러리의 절반 이상이 구상 회화를
전시했음에도
팝아트에

불구하고

비교하여

경매

발전하지

시장에

성공적으로

못했다.195)

진입하지

팝아트를

소개하고

못했기에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카스텔리, 그린(Green), 스테이블(Stable) 과 같은 화상이
기업형 갤러리로 발전하였으며, 이에 동참하지 못한 다수의 갤러리가
도태되었다.
스컬

소장품

경매에서

경신된

생존

작가의

최고가

기록은

사회적으로 미술 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였으며, 특히 동시대 미술 작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증폭시켰다. 이 경매를 통해 투자 대상으로서의 미술
194) Sidney Tillim, “Further Observations on the Pop Phenomenon,” Artforum, Vol.4
(November 1965), pp. 17-19.
195) Crane (주 189),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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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가치가 상승하였고, 이는 뉴욕 미술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미술품 경매의 역할이 단지 작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작가군의 시장을 창조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 스컬
소장품 경매로 증명되었다. 미술품 경매가 확립한 이러한 변화는 경매,
화상, 구매자 등의 시장 구성체가 협력하여 전략적인 마케팅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한다면 특정 작가의 작품은 물론이고 역사적 양식과 예술
운동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대 미술 시장을 발굴하여
경매를 지속적으로 정착시킨 것이 경매가 미술 시장을 발전시킨 동력으로
작용했다.

(1) 로버트 스컬 소장품 경매
1973년 소더비가 개최한 “로버트 스컬 소장품 경매(A Selection of
Fifty Works from the Collection of Robert C. Scull)”는 경매가 기존에
존재하던 시장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시장을 본격적으로 창조한 것으로
20세기 미술 시장의 유통자 역할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1940년과
1980년 사이 뉴욕에서 발전한 아방가르드 미술로 인해 뉴욕 미술 시장은
세계 시장의 주목을 받았으며, 미국은 물론이고 외국 수집가과 미술관이
실제로

구매하는

작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팝아트를

비롯한

당시의

아방가르드 미술은 우상파괴적인 미적 가치(iconoclastic aesthetic values)를
내포하는

동시에

대중문화와

중간

계급의

라이프스타일을

거부했던

예술가의 창조물이다.196) 초기에는 작품의 평가가 가능한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소규모의 엘리트가 아방가르드 미술 작품을 구매했지만 곧 화랑, 경매
회사, 미술관, 그리고 기업 컬렉션 등 전문화된 조직을 통해 시장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 네트워크는 1940년과 1985년 사이 규모 측면에서
급성장을 이루었으며, 이와 함께 예술가와 구성원 모두 증가하게 된다.
소더비 경매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1973년
10월 18일 뉴욕 소더비-파크 버넷이 개최한 로버트 스컬 소장품 경매는
196) Crane (주 189), pp. 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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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미술 시장의 지표를 바꾼 경매로 주목해야하며 경매가 그 시대 미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일례이다.
스컬 소장품 경매는 동시대 미술 시장과 동시대 미술 작품 가격
상승에 대한 세계적인 주목을 이끌어낸 경매였다. 이 경매를 통해서 작가는
화랑에서 경매로 시장이 확장되는 기간이 한 세기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시장 경제와 미술 시장은 영향을 주고받지만 그
예외도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1973년 미국은 유가 인상의 영향으로
경제적 난황을 겪고 있었으며, 미술 시장 역시 이의 영향으로 경매의
성과가 저조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소더비-파크 버넷의 스컬 소장품
경매의 성공은 동시대를 대표하는 미술 작품과 유명 수집가, 극적인 홍보로
새로운 형식의 미술사와 그 시장을 창조해 내었다고 평가된다. 유명 화상
앙드레 에머리히(Andre Emmerich)는 스컬 경매에 대해 “나는 내 생에서
분수령이 되는 경매는 몇 개 겪어보지 못하였다. 그 중 한 경매가
골드슈미트 경매였다. 스컬 경매는 이에 못지않은 분수령이 되는 경매이다.
나는 동시대의 미술 작품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에 경외심과
충격을 느꼈다”고 언급했다.197)
택시 업계의 거물인 로버트 스컬과 그의 아내 아델 스컬(Ethel
Scull)은 1960년대 팝아트와 미니멀 아트의 대표 수집가로 빌렘 드 쿠닝,
마크 로스코(Mark Rothko), 프란츠 클라인(Franz

Kline), 바넷 뉴먼

(Barnett Newman) 등의 추상표현주의 작품을 구입했다. 1965년 10월
스컬은 본인의 추상표현주의 작품 일부를 동시대 작가의 작품을 구매하고
지원하기 위해 소더비-파크 버넷 경매를 통해 처분했다. 스컬은 1970년대
딜러 레오 카스텔리와 리처드 벨라미(Richard Bellamy)와 교류하며 당시
활동하던 재스퍼 존스(Jasper Johns), 앤디 워홀(Andy Warhol), 제임스
로젠퀴스트(James Rosenquist), 로버트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와
같은 팝아트 작가의 작품을 구입했다. 당시 이들은 팝아트 운동을 최초로
지지한 후원자 중 한 사람으로서 신진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구매했으며
자신을 팝아트 수집가로 소개했다. 워홀에게 아델의 초상화인 <36번의 아델
197) Anthony Haden-Guest, True Colors: The Real Life of the Art World, (New York: The
Atlantic Monthly Press, 1996), p. 17.

109

스컬(Ethel Scull 36 Times)>를 주문하였으며, 무명의 로젠퀴스트 스튜디오
를 방문하여 최초로 작품을 구매했고, 생계를 위해 미용사로 활동했던 존
챔벌레인(John Chamberlain)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여 조각 작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였다. 당시 가장 아방가르드한 작가의 전시를 주도하던 리처드
벨라미의 그린 갤러리(Green Gallery)와 같은 신진 화랑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러시아 이민자의 자녀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택시
사업으로

부를

축척한

스컬에게

미술을

신분

상승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다는 비난에 대해 그는 “그것은 사실이다. 나는 신분 상승을 위해서
미술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했다.198) 스컬이
택시 회사 운영만으로는 불가능한 당대 사교계의 인사가 된 것은 앤디
워홀과 같은 작가와 교류하며 지속해서 동시대 작가를 후원했기 때문이다.
그의 팝아트에 대한 열정은 『현대미술의 상실(The Painted World)』의
저자 톰 울프(Tom Wolfe)의 『더 펌프 하우스 갱(The Pump House
Gang)』에 뉴욕 미술계에 대한 풍자의 중심인물인 밥과 스파이크(Bob and
Spike)로 그려질 정도였다. 울프는 스컬을 욕망과 명예욕으로 가득 찬
인물로 소개했다.199)
소장가로서 스컬에 대한 평가는 미술계 내부에서도 엇갈렸다. 딜러
레오 카스텔리는 스컬을 작품, 작가, 갤러리, 심지어 딜러까지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기를 원하는 ‘게걸스럽고 통제가 불가능한 구매자’라고
비평했다. 그는 스컬이 작품을 구매하는 이유가 작가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세간의 주목을 받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지적하며
과거를 지우기 위한 수단으로 미술을 이용하는 ‘출세주의자’라고 평했다.200)
반면 딜러 이반 카프(Ivan Karp)는 스컬은 ‘본능적인 판단력을 지닌 수완

198) Grace Glueck, “Robert Scull, Prominent Collector of Pop Art”, The New York Times,
(January 3, 1986), p. 5. Accessed December 19, 2018. https://www.nytimes.com/1986/01/03/
obituaries/robert-scull-prominent-collector-of-pop-art.html.
199) 밥은 로버트 스컬의 애칭, 스파이크는 로버트 스컬이 불렀던 부인 아델의 애칭이다 .
Tom Wolfe, The Pump House Gang,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1968), pp. 139160.
200) Baruch D. Kirschenbaum, “The Scull Auction and the Scull Film”, Art Journal, Vol.
39, No. 1 (Autumn 1979), pp. 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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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맹렬한 소장가’로 소개하며 발굴되지 않은 신진 작가의 작품을
구매하던 그의 열정을 칭송했다.201) ‘단지 세상의 주목을 받기 위한
수집가’라는 비난이 난무했지만 사실 스컬은 어린 시절 조부모에게 미술에
대한 열정을 물려받았으며, 10세 때부터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예술
작품을 접했다. 스컬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올드 마스터 판화를 수집하고
야간에 미술 교육을 받으며 작가가 되기를 소망하기도 했다.
스컬 소장품 경매에 대한 다큐멘터리 필름을 제작한 에드워드
제프리 본(Edward Jeffrey Vaughn)은 스컬을 예술적 감성이 충만하거나
교양이 넘치지는 않지만, 미술 작품을 수집하고 자신의 본업에 열정적인
교만하지 않은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스컬의 예술에 대한 진정성은
다음과 같은 발언 때문에 담론의 대상이 되곤 했다.
“미술은 본디 매우 정교하고 문화적인 심오한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사람들
은 상품에 대해 응찰하는 것처럼 정신없이 열정적으로 미술품 경매에 참여하기 시
작했다 . 소더비 -파크 버넷 경매에서 미술은 문화라는 관점이 벗겨진 예술이다. 이
곳에서 미술 작품은 단지 돈과 비즈니스일 뿐이다. 이곳에서는 단지 수표만 쓰면
된다. 이 곳에서는 가식적으로 미학에 대해 떠들 필요가 없다. 단지 미술 작품의
상업적 측면에 대해서만 알면 되는 것이다.”202)

이민자의 아들로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한 스컬이 팝아트에 열광하고
미술품 경매에 열정적이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으로 보인다.
스컬이 팝아트를 구매하기 시작한 1960년대에는 스컬에게 조언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재했다. 팝아트 작품 자체를 구매하는 수집가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큐레이터인

헨리

겔드제히러(Henry

Geldzahler)는 추상 표현주의 작품과 함께 당시 무명이었던 팝아트 작가의
작품을 최초로 구매한 스컬의 안목을 높게 평가한다고 언급했다.203) 동시대
미술 작품 수집가인 리처드 브라운 베이커(Richard Brown Baker)는
201) Rita Reif, “Scull’s Art to be Sold at Auction”,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9,
1986), p. 13. Accessed December 17, 2018. https://www.nytimes.com/1986/09/09/arts/sculls-artto-be-sold-at-auction.html.
202) Kirschenbaum (주 200), p. 52.
203) Judith Goldman, Robert and Ethel Scull: Portrait of a Collection, (New York:
Acquavella Galleries, 2010),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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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5월 15일에 열렸던 스컬의 저녁 파티에 참석한 작가 빌렘 드 쿠닝,
재스퍼 존스, 프란츠 클라인, 로버트 라우센버그와 화상 레오 카스텔리,
시드니 재니스 등을 회상하며 스컬이 새로운 시대의 예술을 후원하는 것을
칭송했다.204) 스컬은 작가가 작품을 창조하는 과정에 함께 하고 싶어서
신진 작가를 후원했으며, 마이클 헤이저(Michael Heizer)와 월터 드
마리아(Walter de Maria)를 포함한 많은 작가의 무명 시절부터 미술
재료를 제공하며 미술가의 창작 활동을 보조했다. 또한 1978년 스컬
파운데이션(Robert C. Scull Foundation)을 설립해 동시대 신진 작가를
후원했다. 예술을 향유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스컬은 그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1973년 10월 18일 오후 8시에 시작된 소더비-파크 버넷의 로버트
스컬 소장품 경매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골드슈미트 소장품
경매와 함께 미술품 경매사의 분수령이 되는 경매로 평가된다. 이 경매는
스컬 부부의 이혼을 앞두고 재산 분할을 위하여 컬렉션을 처분하며 진행된
경매이다. 소더비는 이들의 이혼을 놓치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회로 창조한 것이다. 생존해 있는 작가의 작품을 경매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새로운 시도였고, 개인 수집가의 컬렉션으로 구성된 미국
동시대 미술품 경매라는 것 역시 최초의 시도였다. 당시 소더비-파크
버넷의 대표이자 스컬 경매를 진행한 존 마리온은 동시대 미술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하여 전략적이고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했다.
경매에 출품되는 50점의 작품 모두를 스위스 취리히와 미국 텍사스에서
전시했고, 경매 당일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에드워드 제프리 본에게
“미국의 팝 수집가: 로버트 스컬의 동시대 미술작품 경매(America’s Pop
Collector: Robert C. Scull Contemporary Art at Auction)” 제작을
의뢰하여 이 경매의 역사적 의미를 조성했다.205) 경매 도록에는 “로버트
스컬의 소장품 50점” 이라는 제목이 재스퍼 존스의 발렌타인 맥주 캔
204) Richard Brown Baker, “My Dinner with Jasper Johns”, Journal Entry, (May 15, 1960)
transcribed by Johanna Garfield.
205) 다큐메터리 영화 감독 에드워드 제프리 본은 1990년 자신의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을
박사 논문으로 발표했다. Edward Jeffrey Vaughn, “America’s Pop Collector: Robert C. Scull
Contemporary Art at Auction”,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ichiga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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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배경으로 인쇄되어 있었다(도판 10). 이 작품의 색은 스컬의 택시인
‘엔젤 택시(Angels taxicab)’의 색과 동일한 짙은 노란색이었다. 당시 생존
작가의 작품 경매는 미술계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으며 경매 당일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다. 경매장 입구 앞에서 예술가들이 시위를 하며
작품을 상품화하는 현상과 로버트 스컬, 소더비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스컬이 경영하던 택시 회사 소속 기사들 역시 노동 조건과 급여에 대하여
시위하며 스컬을 조롱했다. 그들은 ‘부자 히피를 절대 믿지 마라. 택시
기사를 착취하여 살아가고 젊은 작가를 매수하는 것은 단지 스컬의
오락거리이다‘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206) 이와 같은 혼란은
오히려 언론의 주목을 이끌어 경매가 더욱 홍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70여
명의 언론인이 경매장 안과 밖에서 취재를 시도했으며 일반인도 경매장
출입을 시도했다.
경매에는 리 본테코(Lee Bontecou), 존 챔버레인, 댄 크리스텐슨
(Dan Christensen), 빌렘 드 쿠닝, 월터 드 마리아, 짐 다인(Jim Dine),
마크 디 수베로(Mark di Suvero), 필립 거스턴(Philip Guston), 로버트
인디애나(Robert Indiana), 재스퍼 존스, 프란츠 클라인, 로버트 모리스
(Robert Morris), 바넷 뉴먼, 클래스 올덴버그(Claes Oldenburg), 래리
푼스(Larry Poons), 로버트 라우센버그, 래리 리버스(Larry Rivers), 제임스
로젠퀴스트, 루카스 사마라스(Lucas Samaras), 조지 시걸(George Segal),
프랭크 스텔라(Frank Stella), 어니스트 트로바(Ernest Trova), 싸이 톰블리
(Cy Twombly), 피터 영(Peter Young), 톰 웨슬만(Tom Wesselmann),
앤디 워홀의 작품 50점이 출품 되었다. 이 중 25점은 스컬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뉴욕현대미술관(The Museum of Modern Art), 휘트니 미술관(The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에 대여해서 전시되었던 작품이었다.
한 시간 가량 지속된 경매는 총액 224만 2,900달러를 달성하고 다수의
작품이 작가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이 경매에 출품된 작품은 모두 15년
이내에 제작된 것이었으며, 앤디 워홀, 로버트 라우센버그, 빌렘 드 쿠닝과
같은 일부 작가는 자신의 작품 낙찰 결과를 보기 위해 경매장에 참석했다.
206) Kirschenbaum (주 200),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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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매의 작품 낙찰가는 기존의 시장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재스퍼

존스의

<타겟(Target)>,(1961,

도판

11)은

12만

5,000달러에

낙찰되었고 브론즈 조각 작품인 <전구 Light Bulb>(1960, 도판 12)와
<브론즈 깃발(Bronze Flag)>(1960, 도판 13)은 각 2만 6,000달러와 2만
1,000달러에 낙찰되었다. 스컬이 960달러에 구매했던 재스퍼 존스의 <색을
입힌 브론즈(Painted Bronze)>(1960, 도판 14)는 9만 달러에 낙찰되었다.
또한 스컬이 약 1만 달러에 구매했던 재스퍼 존스의 <두 개의 하얀 지도
(Double White Map)>(1965, 도판 15)는 24만 달러에 낙찰되며 생존 작가
경매 낙찰가의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전까지의 생존 작가 최고가 경매
기록은 1962년 소더비에서 22만 4,000달러에 판매된 피카소의 <광대의
죽음(Death of a Harlequin)>(1905)이었다.207) 빌렘 드 쿠닝의 < 스파이크
폴리I(Spike
<스파이크

Folly
폴리

I)>(1959,
II(Spike

도판

Folly

16)은

6만

달러에

II)>(1960, 도판

17)는

낙찰되었으며,
8만

달러에

낙찰되었다. 그리고 1965년 3만 7,000달러에 판매된 <폴리스 가젯(Police
Gazette)>(1955, 도판 18)은 스위스 딜러 에른스트 바이엘러(Ernst Beyeler)
가 18만 달러에 낙찰 받으며 당시 작가의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프란츠
클라인의

< 보탄(Wotan)>(1950,

도판

19)은

8만

5,000달러에

낙찰

되었으며, <오렌지와 검정 벽(Orange and Black Wall)>(1959, 도판 20)은
12만 5,000달러에 낙찰되며 작가의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 또한 앤디
워홀의

<작은

캠벨

수프

캔( 토마토)(Small

Campbell’s

Soup

Can)

(Tomato)>(1962, 도판 21)과 <빨간 항공우편 우표(Red Airmail Stamps)>
(1962, 도판 22)는 각 1만 2,000달러와 1만 8,000달러에 낙찰되었으며,
스컬이 워홀에게 2,500달러에 구매한 <꽃(Flower)>(1964, 도판 23) 은 13만
5,000달러에 낙찰되며 작가의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또한 스컬이
1959년 900달러에 구매한 로버트 라우센버그의 <해빙(Thaw)>(1958, 도판
24)은 8만 5,000달러에 낙찰되었으며, 같은 해 작가에게 직접 2,300달러를
주고 구입한 <동시 상영(Double Feature)>(1959, 도판 25)은 9만 달러에
낙찰되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라우센버그가 스컬에게 주먹을 날리며
207) Peter Watson, From Manet to Manhattan: The Rise of the Modern Art Market, (New
York: Random House, 1992), p.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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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돈 벌게 해주려고 내가 힘들게 일한 것은 아니다”라고 외친 후
서로 원수가 되었다는 일화는 경매의 전설처럼 남아있지만, 이는 당시 촬영
중이던 에드워드 본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위해 연출된 장면이었으며, 경매
당일 라우센버그는 스컬에게 높게 낙찰된 작품과 같은 가격에 자신의
작품을 한 점 더 판매했다. 경매 후 스컬은 라우센버그의 경매장에서의
발언에 대하여 ‘나 역시 당신을 위해 일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노력한
것이다’라고 답변했다.208) 훗날 라우센버그는 자신의 시장 가격 자체를
상승시켜준 스컬에게 감사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어느 시대에나 스컬과
같은 수집가가 있음을 강조했으며, 이는 작가에게 필수적인 요소임을
주장했다. 경매장 안에는 뉴욕 미술계의 유명 인사가 모두 집결해 있었다.
레오 카스텔리와 시드니 재니스, 앙드레 에머리히와 같은 유명 화상과 당시
소호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작가도 집결했다. 주식 시장의 폭락 아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성공을 거둔 이 경매로 스컬은 수십 년 만에 수십 배의
이익을 성취했다. 또한 이 경매를 통해 동시대 미술 시장의 잠재력을
확인한 소더비는 1977년부터 정기적으로 동시대 미술품 경매를 개최
하였으며, 같은 해 뉴욕 지사를 설립한 크리스티 역시 동시대 미술 시장을
개척해나갔다. 1978년 소더비는 전년보다 3,2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같은 시기 경쟁사 크리스티보다 3,000만 달러 높은 성과를
냈다.209)
스컬 소장품 경매는 성공적이었지만 당시 미술계에서 악평을
받기도 했다. 작가의 경력이나 지속적인 시장에 대한 관리보다는 단시간의
작품 판매에 집중하는 경매의 판매 방식 때문에 일부 화상은 경매의 성공을
1차 시장 가격을 교란시키고 공들여 관리해 온 작가의 시장 붕괴로 이어질
위험으로 간주하였다. 경매가 생존 작가의 작품을 유통시키는 현상에
대하여 일부 화랑은 1차 시장의 작품이 지나치게 빨리 2차 시장에서
거래됨으로써 1차 시장에 위협을 가하고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을
단언했다.210) 소더비-파크 버넷에서는 스컬 경매 전날, 전 필라델피아
208) Goldman (주 203), p. 14.
209) Rita Reif, “Sale at Sotheby’s Top 100 Million for the First Time”, The New York
Times, (June 25, 1978), p. 38. Accessed December 17, 2018. https://www.nytimes.com/
1978/06/25/archives/sales-at-sotheby-top-100-million-for-the-first-time-increase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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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관장 버니스 윈터스틴(Bernice Wintersteen)이 소장했던 17점의
피카소 작품을 경매를 통해 판매하여 총액 224만 500달러를 기록했다.
70세의

윈터스틴

관장이

자신이

소장했던

피카소

작품을

경매에서

판매했을 때 누구도 비판하지 않았다. 피카소의 작품은 이미 2차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버트 스컬이 2차 시장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생존 작가의 작품을 경매를 통하여 처분하며 자신을 최초의
미국 팝아트 컬렉터로 소개하자, 일부 미술계 인사는 격분했다. 또한 작가
케슬린 허슬리(Kathleen Housley)는 수집가가 후원자가 아닌 투자자가 되어
오로지 가격 상승만을 바라보고 작품을 구매하게 된 것이 로버트 스컬과
소더비가 주도한 팝아트의 때 이른 인기와 그 가치의 비약적인 상승에
있다고 비판했다.211) 하지만 역사적으로 미술 시장은 미술의 발전에
끊임없이 기여해왔으며, 후원자는 다양한 형태로 미술이 시작한 시점부터
존재해왔다. 후원자에서 투자자라는 새로운 형태로 변모한 수집가는 시장을
통해서 미술계를 성장시키고 있으며, 이를 협력하는 요소가 경매인 것이다.

210) Roni Reinstein, “The Scull Collection”, Art in America, (June 2010). Accessed
December 17, 2018. https://www.artinamericamagazine.com/reviews/the-scull-collection/.
211) Kathleen Housley, Emily Hall Tremaine: Collector on the Cusp, (Connecticut: Emily
Hall Trameaine, 2001), p.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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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21 세기 경매의 발전
미술품 경매는 21세기에 들어서며 다시 한 번 미술 시장의 영역을
구조적·지역적으로 확장하고자 도전한다.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유통 경로를
경매로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로를 다양화하여 고객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는 원스톱샵(one

stop

shop)을

제공하고 그 무대를

서구에

국한하지 않고 아시아로 확장시킨 것이다. 경매장에서 진행되는 판매
방식은 시간과 공간적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는 서비스를
창출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또한 기존 경매에서 주로 거래되던 올드
마스터, 모던, 인상주의 작품을 넘어 동시대 생존 작가의 미술 시장까지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화랑을 인수하고 자체적 화랑을 개관하며, 경매
회사가 작가와 단독 경매를 개최하여 신작 판매를 시도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소더비는 온라인 경매(online sale), 기획 전시
세일(curated

sale), 프라이빗 세일(private

sale)과 같은 경매장 밖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경매 회사가 단지 경매에만 머물지 않고
이윤이 높은 개인 거래 시장, 즉, ‘프라이빗 마켓(private market)’에 적극
참여하며 작품 조달 경로를 다양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서구에만 한정적이던 미술품 경매 시장을 아시아 지역으로 확장시켜나가며
경매의 세계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이 장에서 살펴본다.

1. 경매의 유통 구조와 영역 확장
미술 시장에서 이윤 추구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소더비를
중심으로 한 미술품 경매의 역사는 이를 증명하고 있다. 미술 시장의
대표적인 유통 주체는 1차 시장의 기능을 담당하는 화랑과 2차 시장의
기능을 담당하는 경매이다. 1차 시장은 작품이 최초로 시장에 선보이는
곳이며, 2차 시장은 1차 시장에서 거래된 작품이 재거래되는 시장이다.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화랑은 작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며 지원하는 것이 주요
기능으로 작품을 재판매해서는 안되며, 경매 회사는 작가의 유통을 활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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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것이 고유 기능으로 1차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가 없는 새로운
작품을 경매에 출품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화랑과 경매 회사 모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이러한 교과서적인 윤리에 얽매여 운영되지 않는다.
기업의 최고 덕목은 이윤 추구이며,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대방의 영역을 넘나들며 이윤 추구의 기회를 포착한다. 1차와
2차 시장의 명백한 구분은 앞서 고찰한 20세기 미술 시장부터 흐려지기
시작했으며, 현대 미술계에서 새롭게 생성된 특성과 더불어 각 영역의
역할이 혼합되어 미술 시장을 지속해서 확장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미술품
경매가 경매라는 판매 방식을 넘어서는 유통 경로는 확보하기 위해서
고객과의 개인 거래를 시도하고 화랑을 인수하며 자체적으로 S|2 갤러리를
개관하는 과정과 생존 작가의 단독 경매를 개최하여 1차 시장을 대표하는
화상의 영역까지 역할을 확장하는 과정을 소더비 경매의 사례를 통하여
분석해본다.

1) 경매의 프라이빗 마켓 진입
경매 회사는 프라이빗 마켓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첫째, 고객과의 경매 외 프라이빗 세일 거래, 둘째, 화랑 인수, 셋째, 경매
회사의 자체적 갤러리 개관을 시도하며 본격적인 유통 경로 확장에
돌입했다.

기록이

존재하는

소더비와 개인

고객의

최초의

직접적인

프라이빗 세일 거래는 1902년에 발생했다. 이전까지 소더비는 오직
딜러에게만 경매를 통해 작품을 판매하고 딜러는 경매에서 구매한 작품을
개인 구매자에게 파는 방식이 통상적이었다. 당시 소더비의 회장이던 톰
호지는 금융가이자 서적 소장가인 피어폰트 모건(Pierpont Morgan)에게
경매가 아닌 합의 거래를 통해 당시 주력 종목이던 서적을 판매했다.212)
이윤 창출이라는 근본적 원인을 제외하고 경매 회사가 프라이빗
마켓에 진출한 가장 큰 이유는 고객의 요구 때문이다. 크리스티 경매의
프라이빗 세일 담당자인 캐롤라인 사얀(Caroline Sayan)이 지적했듯 미술품
212) Herrmann (주 32), 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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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는 경매를 통한 유통 경로 외 사적인 유통 경로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213) 구매자뿐 아니라 위탁자 역시 자신이 경매에 출품한 작품이
유찰될 경우를 우려하여 공개적인 방식이 아닌 사적의 판매 경로를 필요로
했다. 소더비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소더비의 프라이빗 세일
매출은 경매 회사 전체 매출의 10%를 차지하는 4,495만 달러였다.
[그림 2]는 소더비와 크리스티 경매의 프라이빗 세일 매출액이 2004년
2,720만 달러에서 시작해 2007년 정점을 찍고, 2008년 외환 위기의
영향으로 하락한 후,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매출액을 보여 준다.

[그림 2] 소더비와 크리스티의 프라이빗 세일 매출액214)

이처럼 소더비와 크리스티의 프라이빗 세일 매출이 증가하는 이유
는 고객의 요구에 맞춰 새로운 유통 경로를 개발하려는 경매 회사의 지속적
인 시도 때문이다. 일정한 장소와 날짜, 규모와 기간이 요구되는 경매라는
판매 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단기간에 유연한 과정을 통해 작품을 판매하고
구매하려는 고객이 점차 증가하자, 경매 회사는 시장의 팽창된 시기인 2000
213) Judd Tully, “Private Sales Go Public: Why Christie’s and Sotheby’s are Embracing
Galleries like Never Before”, Blouin Artinfo International, (October 24, 2011).
214) 출처 : Marion Maneker, “How Private Sales Conquered Auction Houses”, Art Market
Monitor, (November 10, 2014). Accessed December, 27, 2019. https://www.artmarketmonitor.
com/ 2014/11/10/how-private-sales- conquered-auction-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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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초반 프라이빗 세일이라는 새로운 유통 경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게
된 것이다. 소더비 프라이빗 세일 대표 데이비드 슈레더(David Schrader)는
고객이 여러 작품의 판매를 원할 때 경매 출품만으로는 한정된 답변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 경매에 출품되는 작품의 수는 제한되어 있으
며, 한 경매에 출품하기 위해서는 여러 달의 시간이 소요된다. 다음 경매까
지 작품의 출품 일정을 미룰 경우 이 작품의 위탁 판매는 어려워지게 되며
다른 유통 채널에게 뺏길 가능성도 생기는데,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
하여 프라이빗 세일 부서가 창조되었다.215) 소더비는 고객이 위탁하고자 하
는 작품 판매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매와 프라이빗 세일로 나누
어 판매하자고 제안할 수 있게 되었고, 위탁을 거절하는 작품 없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미술품 경매의 프라이빗 세일 규모는 지속해
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시장도 긍정적이라는 평가이다. 이는 2004년
부터 2013년까지 소더비와 크리스티의 프라이빗 세일 매출액과 총 판매액
에서 프라이빗 세일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표 5]의 수치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2004년부터 두 경매 회사의 프라이빗 세일 매출액과 판매 총액
비율은 점차적으로 증가했다. 2013년은 소더비의 프라이빗 세일 매출액이
1조억 달러를 넘은 해로 2011년 문을 연 소더비의 프라이빗 갤러리 S|2 갤
러리의

위력을 증명하는

해이기도

했다.

뉴욕의

윌덴스타인

갤러리

(Wildenstien & Co.)의 부사장을 역임했던 낸 데킹(Nanne Dekking)이 소
더비 프라이빗 세일 부서의 국제 팀장을 맡아 성공을 이끌었다. 2011년 소
더비의 프라이빗 세일 매출액은 8억 1,500만 달러로 전년의 4억 9,500만
달러의 약 2배 상승했으며, 소더비 총매출액의 14%를 프라이빗 세일이 차
지했다. 이 수치는 2006년의 8%와 비교해보면, 약 2배 증가한 수치이다.
소더비와 크리스티는 2008년과 2009년 금융 위기의 영향에 의한 총액 감소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소더비의 경우 2010년까지 저조한 성장세
를 보이지만 2011년 S|2 갤러리의 개관 이후로 급격히 매출액이 증가했다.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2013년 최고 총액에 도달했다. 소더비의 경우,
215) Henri Neuendorf, “Behind Closed Doors: Why Auction House Giants are Doubling
Down on Private Sales”, Artnews, (January 25, 2018). Accessed December, 15, 2018.
https://news.artnet.com/market/private-sales-auction-houses-120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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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상반기에 전년 대비 48%의 하락세를 보였던 프라이빗 세일 매출이
지속적으로 재상승하여 2017년 7억 4,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8%의 성장
을 거두었다. 2018년 상반기에는 총액 1억 5천만 달러의 약 140여점의 작
품이 프라이빗 세일로 거래되었다.216)

[ 표 5] 소더비와 크리스티의 프라이빗 세일 매출액과 판매 비율217)

2017년 프라이빗 세일 매출액의 증가는 미국 시장이 아닌 홍콩과
런던 시장 성장의 결과였다. 전년 대비 홍콩의 프라이빗 세일은 68%,
런던은 71%가 증가했다. 이는 크리스티의 총액이 21% 감소한 6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과 비교되는 성과로, J.P. 모건 출신의 데이비드 슈레더를
영입하여 프라이빗 세일 부서를 재정비한 결과로 평가된다.218) 오랜 시간
동시대 미술품 수집가로 소더비의 고객이었던 슈레더는 소장가로서의
자신의

경험을

살려

미국뿐

아닌

다양한

국가의

프라이빗

세일을

216) Neuendorf (주 215).
217) 출처: The Wall St. Journal, Marion Maneker, “How Private Sales Conquered Auction
Houses”, Art Market Monitor, November 10, 2014. Accessed December 27, 2018.
https://www. artmarketmonitor.com/2014/11/10/how-private-sales-conquered-auction-houses/.
218) Abby Schultz, “Sotheby’s Private Sales Hits Four-Year High”, Barron’s, March 1, 2018.
Accessed December 22, 2018. https://www.barrons.com/articles/sothebys-private-sales-hits-fouryear-high-151991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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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였으며, 화상과의 협업 역시 적극 장려했다. 그는 순간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화상을 통해서라도 고객이 원하는 작품을 공급하는
것이 고객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며, 추후의 거래로 이어질 것임을
강조한다.
소더비와 크리스티는 프라이빗 세일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강화시키고 있다. 화랑 인수나 자체 갤러리에서의 전시 판매는
공통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소더비는 2012년부터 프라이빗 세일 부서를
따로 구성하여 경매 회사의 한 부서로 확고히 한 반면, 크리스티는 특정한
프라이빗

세일

부서를

따로

만들지

않고

각

경매

부서의

담당

스페셜리스트가 프라이빗 세일을 진행하도록 한다. 소더비는 2017년 금융권
출신 전문가 데이비드 슈레더를 영입하고 전문가 약 12명의 인원으로
프라이빗

세일

부서를

확고히

했으며

수집가를

위한

‘개인

고객

그룹(Private Client Group)’ 서비스 역시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의 미술
수집가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다개국어가 가능한 소더비의
전문가 그룹이 뉴욕, 런던, 홍콩에서 미술품 수집에 관련된 다양한 구매
절차를 포함한 소장품 목록 구성, 작품의 진위 평가, 운송, 보관 등에 관한
다각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더비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프라이빗 세일
서비스를 십만 달러 이상의 작품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며, 양쪽 경매 회사의
프라이빗 세일 수수료는 경매에 출품되는 작품보다 저렴하다. 경매를 위한
홍보 비용이나 국제 프리뷰 전시 관련 비용 같은 제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기 때문이다.
경매 회사의 유통 영역 확장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은 화랑
인수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소더비의 경우, 프라이빗 마켓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수단으로 화랑 인수를 택했다.
이로 인해 1차 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배우고 예술가와 직접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소더비는 1990년부터 이윤 추구와 확장을 위하여
화랑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당시 소더비는 뉴욕의 아쿠아벨라 갤러리
(Acquavella Gallery)와 함께 뉴욕의 피에르 마티스 갤러리(Pierre Matisse
Gallery)를 1억 4,280만 달러에 인수했다. 당시 언론은 ‘세계적 경매 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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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의 유명 화랑이 공동으로 역대 최고의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경매
회사와 화랑의 공동 인수에 대하여 보도했다.219) 피에르 마티스는 거장
마티스의 아들로 뉴욕 모던 미술계의 중요 인물로 활동했다. 1932년 설립된
그의

갤러리는

호안

미로(Joan

Miro)와

알베르토

자코메티(Alberto

Giacometti) 등의 주요 모던 작품을 2,300여 점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소더비와 협업한 갤러리는 ‘아쿠아벨라 모던 아트’로 아쿠아벨라 갤러리가
운영을, 소더비가 금융 거래를 담당하여 공동으로 인수한 작품을 경매와
개인 거래를 통해 판매하여 수익 배분을 하였다.
소더비는 단독적으로 화랑을 인수하기 시작하며 경매 회사로서는
혁신적인 도전인 프라이빗 마켓에 진입하기 시작했고, 세 건의 인수 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역할을 배우며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첫째,
화가의 재단과의 동업을 통해 작가의 시장을 직접적으로 관리한다. 둘째,
유명 화상의 화랑을 인수하면서 프라이빗 세일 부서 개설과 발전을 위해
경매 회사와는 다른 화상의 관점을 익힌다. 셋째, 화랑 인수를 통해 경매
회사는 접근하기 어려운 아트 페어에 진입한다. 공동 화랑 인수로 이윤을
남긴 소더비는 1996년 뉴욕의 앙드레 에머리히 갤러리를 인수했다. 동시대
미술 시장의 영향력 있는 화상이었던 앙드레 에머리히는 1954년 뉴욕에
화랑을 개관하고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 샘 프란시스(Sam
Francis)와 같은 작가를 관리했다. 소더비는 앙드레 에머리히 갤러리를
인수함으로써 이 작가의 재단과 작품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려 했다. 비록
화랑과 연결되어 있던 일부 재단이 소더비의 인수 후 앙드레 에머리히
갤러리와의 재계약을 거부하였고 2년 후 갤러리도 문을 닫음으로써 원하던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당시 미술계는 경매 회사의 화랑 인수에 대하여
더욱 보수적으로 반응했고 따라서 작가 재단의 협업을 기대하기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더비는 이 인수를 통하여 피에르 알레친스키
(Pierre Alechinsky), 피에로 도라치오(Piero Dorazio), 샘 프란시스와 같은
작가의 일부 작품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1997년에는 다이치
219) Judd Tully, “Sotheby’s, Art Dealer Buy Matisse Holdings”, The Washington Post, (April
26, 1990). Accessed December 20, 2018. https://www.washingtonpost.com/archive/lifestyle/
1990/04/26/sothebys-art-dealer-buy-matisse-holdings /66336ac3-3784-401a-8f2a-1bb42d37b835/
?noredirect=on&utm_term=.dd864608d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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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Deitch Projects of Soho)의 지분 50%를 매입했다. 이를 통해
유명 화상인 제프리 다이치(Jeffrey Deitch)가 전년도에 인수한 앙드레
에머리히

갤러리의

경영과

소더비의

프라이빗

세일을

지원한다는

조건이었다. 다이치는 당시 전속 작가인 제프 쿤스의 작품 제작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이 동업에 동의했다. 소더비는 당시 생소했던 프라이빗
마켓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경매 회사와는 다른 화상의 관점을 익히고자
했지만, 1년 후 다이치 프로젝트의 지분을 대표인 제프리 다이치에게 다시
되팔았다. 비록 이 두 화랑의 인수 사례는 90년대 초기보다는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되지만, 소더비는 이 두 건의 화랑 인수로 작가와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경매 회사의 영향력을 일부 미술관까지 확대할
수 있었다. 또한 화상의 관점을 익히고 다양한 작가와 화상과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2006년에는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의 누트먼 갤러리(Noortman
& Archimbold S.A)를 인수하며 미술계의 큰 이슈를 불러왔다. 로버트
누트먼(Robert

Noortman)이 운영하는 누트먼 갤러리는 올드 마스터,

인상주의,

포스트

자랑하는

화랑이다.

인상주의
대표

작품을
로버트

거래하는
누트먼은

전

세계적

테파프

네트워크를

아트페어(TEFAF

Maastricht Fine Art and Antique Fair)를 창설했다. 소더비는 누트먼
갤러리의 2,600만 달러의 빚을 갚아주고 5,650만 달러에 이르는 소더비의
주식을 누트먼에게 배분했다. 3.2%의 소더비 주식을 갖게 된 누트먼은
소더비 이사회 멤버로 역임되었으며, 향후 5년간의 성과에 따라 소더비의
주식이 추가로 지급될 것을 약속 받았다. 당시 화랑계는 누트먼의 막강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소더비가 차지함으로써 경매 회사 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질 것을 우려했으나, 소더비의 대표 빌 루프레트
(Bill Ruprecht)는 누트먼을 혁신적이고 활동적인 화상으로 평하며 화랑
인수 후에도 그의 카리스마와 개성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소더비의 누트만 갤러리 인수가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임을
단언하며 일부 미술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화랑계의 질서를 무너뜨릴 의도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220) 소더비는 누트먼 갤러리를 인수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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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회사로서는 진입이 불가능한 테파프 아트 페어에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었으며, 경매 회사의 영역을 아트 페어까지 확장하였다. 이로
인하여 아트 페어에 참가하는 다른 화랑의 거센 원성을 샀다. 미술 시장
저널리스트 조지나 아담(Georgina Adam)은 아트 페어는 경매 회사에
대응하는 화랑의 집합체인데 이곳에 경매 회사가 인수한 갤러리가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의 트로이의 목마 전략과 같은 불합리한 경우임을 지적했다.221)
소더비는 1990년대 앙드레 에머리히 갤러리와 다이치 프로젝트를 인수하는
과정을 통해 작가와의 직접적 관계를 형성하고 화상의 관점을 익혔으며,
더불어 누트먼 갤러리를 인수하면서 아트 페어라는 또 다른 영역까지
확보한 것이다.
소더비의 누트먼 갤러리 인수는 경쟁사 크리스티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크리스티는 2004년 런던의 리처드 나이트 갤러리(Richard Knight
Gallery)와 뉴욕의 니콜라스 홀 갤러리(Nicholas Hall Gallery)를 인수하고
리처드 나이트와 니콜라스 홀에게 크리스티의 올드 마스터 부서 대표
직분을 맡겼다. 이로 인하여 크리스티 올드 마스터 부서의 매출액은 전년도
1,160만 달러에서 2005년 2,590만 달러로 상승하였다.222) 하지만 소더비의
누트먼 인수는 로버트 누트먼의 죽음으로 인해 5년 후인 2011년, 830만
달러의 손해를 보게 되고, 소더비가 제시한 최저 성과액을 달성하지 못해서
2013년 문을 닫았다. 누트먼 갤러리를 인수하였음에도 소더비는 화랑의
경영에 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갤러리 대표의 개성과 운영
방식을

존중하여

경영을

맡기고

일정한

수익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화랑과 경매 회사의 이합집산은 양측의 공동 이익을 위해
존재했던 것이다.

220) Scott Reyburn, “Noortman’s Death Forces Sotheby’s to Rethink Strategy for Business”,
Antique Trade Gazette, (January 22, 2007). Accessed December 5, 2018.
https://www.
antiquestradegazette.com/news/2007/noortman-s-death-forces-sotheby-s-to-rethink-strategy-forbusiness/.
221) David Halle, New York ’s New Edge: Contemporary Art, the High Line, and Urban
Megaprojects on the Far West Sid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4), p.
74.
222) Eileen Kinsella, “Sotheby’s Acquires Noortman Master Painting”, Artnews, (June 20,
2006). Accessed December 5, 2018. http://www.artnews.com/2006/06/20/sothebys-acquiresnoortman-master-pain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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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 또한 2007년 런던과 취리히에서 운영되던 동시대 미술품
갤러리 헌치 오브 베니슨(Hunch of Venison)을 인수하여 뉴욕 록펠러
(Rockefeller)센터에 개관하였다. 이와 같은 경매 회사의 화랑 인수에
대하여 일부 화랑 관계자는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현했다. 챌시 지역의 한
화상은 “모든 것을 돈으로만 생각하는 경매 회사가 갤러리를 인수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며

화랑이 “자신의 영혼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헌치 오브 베니슨 갤러리를 “애초부터 작가를 발굴하거나
실험적인 전시는 시도하지 않는 상업적인 갤러리”로 평가하며 이러한
갤러리는 경매 회사에 인수되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더불어 갤러리를 상업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상업성이 없는
훌륭한 작가 역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23) 크리스티가 인수한 헌치
오브 베니슨은 2010년 대표자인 해리 블레인(Harry Blain)과 그라함 서던
(Graham Southern)이 떠나며 운영난을 겪었다. 헌치 오브 베니슨은 경매
회사에게 인수되었다는 이유로 프리즈 아트 페어(Frieze

Art

Fair)에

참가하지 못했으며, 터너 상(Turner Prize) 수상 작가인 키스 타이슨(Keith
Tyson)을 포함한 일부 작가를 잃었다. 소더비가 누트만 갤러리를 닫은
시기인 2013년 폐관했다.
경매 회사의 유통 영역 확장을 위한 세 번째 시도이자 보다
적극적인 방법은 자체 갤러리 개관이다. 다음 단락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로
소더비가 S|2 갤러리를 개관하여 경매 회사가 주관하는 갤러리로서의
독특한 정체성을 무기로 프라이빗 마켓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소더비의 S|2 갤러리
다수의 갤러리 인수 건으로 프라이빗 세일 시장과 화랑 경영을
파악하며 2004년부터 꾸준히 프라이빗 세일을 시도했던 소더비는 2011년
뉴욕에 소더비의 S|2 갤러리를 열었다. 뉴욕 소더비 본사의 2층에 있는
223) Halle (주 221),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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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갤러리는 미국의 유명 건축가 리처드 글럭먼(Richard Gluckman)이
설계하였으며, 9월 17일 샘 프란시스(Sam Francis)의 작품 40점으로 첫
전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 전시는《샘 프란시스: 색의 탐구, 판매
전시(Sam Francis: The Exploration of Color, A Selling Exhibition)》
라는 전시회의 제목에서 소더비 갤러리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냈다. 전시된
작품의 가격은 2만 5,000달러에서 100만 달러였으며 전시 시작 이틀 후
이미 25%의 작품이 판매되었다. 두 번째 전시는 좀 더 갤러리의 성격을
담았다. 유명 독립 큐레이터인 비토 슈나벨(Vito Schnabel)의 기획으로
그룹전《요즘(These Days)》을 개최했다. 소더비 갤러리는 매년 8-10회의
전시를 진행했으며 2012년 홍콩과 런던에 S|2 갤러리를 개관했다.224)
소더비의 런던 갤러리는 런던 본사의 맞은편에 있으며, 수차례 재건축
과정을 거쳐 동시대 미술 갤러리로서의 성격을 굳혔다. 소더비의 홍콩
갤러리 공간에서는 경매, 전시회, 강의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소더비의
다이아몬드부서를 위한 영구 살롱과 아시아 고객을 겨냥한 와인 소매점이
포함되어 있다.
S|2 갤러리의 전시는 기존의 화랑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며, 전시의
성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기존 화랑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획
전시, 둘째, 경매 회사의 다른 부서와 협업해서 개최하는 판매 전시(Selling
exhibition), 셋째, 경매 결과에 따른 수익성 높은 작가의 작품을 판매하는
상업적 전시이다. 국제적인 대형 경매 회사가 만든 갤러리인 만큼 기존의
화랑은 할 수 없는 독특한 정체성과 구조를 지녔으며, 1차와 2차 시장의
경계 없이 자유롭게 영역을 넘나들며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이점을
보유하고 있다. 소더비의 S|2 갤러리가 기존의 화랑과 가장 큰 차이점은
전속 작가의 부재이다. 화랑이 장기간 동안 작가를 육성하고 시장을
관리한다면 경매 회사는 단기간 동안 최대의 관중에게 작품을 노출시키고
시장을 성장시킨다. 이러한 경매 회사의 특성을 지닌 S|2 갤러리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전속 작가의 제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224) 소더비 런던은 2011 년 9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영국의 채스워드(Chatsworth)에서
야외 조각전을 열어 대형 조각을 프라이빗 세일로 판매했다 . Sotheby’s Exhibitions. Accessed
December 20, 2018. http://www.sothebys.com/en/gallery/past-exhibitions.html?local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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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작가를 각기 다른 국가에서 동시적으로 시장에 소개하면서 미술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성장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소더비 S|2 갤러리는 기획 전시를 통하여 기존 갤러리의 일부
역할을 수행한다. S|2 갤러리에서는 다수의 예측과는 반대로 경매에 빈번히
출품되는 상업성이 높은 작가뿐 만이 아닌 미술사적 중요성을 내재한 작가,
여성 작가, 소수 작가 등을 포함한 예술적 가치를 지녔으나, 저평가된
작가의 전시도 개최되며 화랑이나 큐레이터와의 협업을 통한 기획전시도
개최된다. 예를 들어 2017년 소더비 런던 S|2 갤러리는 화상의 요청으로
화랑의 전속 작가를 S|2 갤러리에서 전시하기도 했으며, 미술 사조에서
저평가된 작가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전시를 기획한 사례도 있다. 소더비가
화상과의 협업을 통하여 미술사적으로는 인정받았으나 시장에서 저평가된
작가를 발굴하여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7년 4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런던 S|2 갤러리에서는 오스트리아 출신 작가인
마리아 라시니그(Maria Lassnig)와 르네잇 버트만(Renate Bertlmann)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마리아 라시니그는 국제적 명성을 지닌 갤러리 하우저
앤 워스(Hauser & Wirth)가 관리하는 작가이며 르네잇 버트만은 런던의
리처드 서튼 갤러리(Richard Saltoun Gallery)의 전속 작가이다. 소더비의
전시를 위해 직접 작품을 제공한 서튼은 재능은 있지만 도외시된 작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화상이다. 르네잇 버트만의 작품은 경매에 출품되었던
기록이 전무하지만, 소더비는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3,000파운드에서 14만
파운드 사이의 작품을 판매했다. 2017년 6월 8일부터 8월 1일까지
전시되었던 리 유엔 치아(Li Yuan Chia) 역시 리처드 서튼 갤러리의 전속
작가로 1994년 작고 이후 미술계의 재주목을 받고 있는 작가이다. 서튼은
S|2 갤러리가 시장에서 선호되고 경매에 출품되는 작가에게만 주목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오히려 발굴되지 않은 새로운 작가를 소개해 새로운
고객층을 형성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했다. S|2 갤러리는 대형 화랑이
꺼리는 여성 작가나 소수의 계층만 이해하는 작가의 작품까지도 전시하여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려 시도한다는 것이다.225) 같은 기간 전시된 존 라함
225) Colin Gleadell, “Sleeping with Enemy? Dealers and Galleries Work with Sotheby’s to
Shine Light Under-Recognised Artists,” The Telegraph, (June 13, 2017). Accessed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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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Latham)은 동시대 미술 작품을 전문으로 거래하는 리손 갤러리
(Lisson Gallery)에서 관리하는 작가이다. 리손 갤러리의 대표 니콜라스
로스데일(Nicholas

Logsdail)은

경매

보다는

고객과의

직접

거래를

선호하는 인물로 이 전시에 작품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S|2 갤러리
전시의 기획과 구성에 만족해했다. 2017년 9월 6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시된 작가는 싱가포르 작가 킴 림(Kim Lim)과 유코 나사카(Yuko
Nasaka)로 두 작가 모두 경매 시장에서 활동한 경력이 없다. 유코
나사카는 일본의 미술 운동 구타이 그룹(Gutai group)에서 활약했지만,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작가이다. 유코 나카사를 관리하는 벨기에의
악셀 벨부트(Axel

Vervoordt) 갤러리는 경매 회사와의 협업

경험이

전무하지만, 보다 국제적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최초로 S|2 갤러리에서
전시를 진행했다. 2017년 10월 9일부터 11월 17일까지 전시된 작가는 런던
비고 갤러리(Vigo Gallery) 전속 작가인 아이브라힘 엘사라히(Ibrahim elSalahi)와 런던 오퍼 워터만 갤러리(Offer Waterman Gallery)의 전속 작가
윌리엄 턴불(William

Turnbull)이다.

비고

갤러리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갤러리로 미술 시장의 대형 갤러리와 경쟁하여 전속 작가를 홍보
하고 판매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제적 명성을 지닌 소더비와
협업하여 작가를 전시 판매하는 것을 전속 작가를 위한 기회로 간주한다.
오퍼 워터만 갤러리 역시 S|2 갤러리를 경매 회사의 갤러리보다는 재정과
다양한 고객층을 보유한 대형 딜러로 생각한다. 따라서 갤러리 측에서 S|2
갤러리에 전시를 제안하였으며, 이 전시의 조각 작품 모두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를 살펴 볼 때, 다수의 소형 갤러리는 S|2 갤러리가 경매
회사에서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속 작가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협업 전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히려 소더비의 명성을 통하여
소형 갤러리의 전속 작가가 시장에서 주목 받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형 갤러리 입장에서는 슈퍼스타 딜러와 협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동등한 명성을 지니고 있는 소더비의 브랜드 파워의 도움을 받아 전속
작가를 소개하는 것이 최상의 전략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S|2 갤러리는
5, 2018. https://www.telegraph.co.uk/luxury/art/sleeping-enemy-dealers-galleries-work-sothebysshine-light-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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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인지도가 높은 작가의 전시와 더불어 실험적이고 저평가되어 있는
작가의 전시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새로운 작가를 시장에 소개하고
저변을 확대하고자 한다.
S|2 갤러리의 두 번째 특징은 정기적으로 소더비의 다른 부서와
협업하여

진행하는

판매

전시이다.

소더비의

프라이빗

세일

부서가

주최하는 이 전시는 전시명에 ‘판매 전시(Selling Exhibition)’라 표기되며,
경매 회사 내의 다른 부서와 협업하여 진행된다. 이 전시는 소더비의 각
부서가 기존의 경매 외 프라이빗 세일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는 것으로 각
부서가 직접 전시를 책임지며 수익을 창출한다. 이러한 성격의 전시는
소더비의 프라이빗 세일을 회사 내부에도 활성화시키며,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경매를 주관하는 여러 부서의
유통 채널을 강화시킨다. 또한 S|2 갤러리의 기획 전시가 동시대 미술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판매 전시는 올드 마스터, 인상주의와 모던 등 경매에
출품되는 다양한 사조의 미술 작품을 전시를 통해 판매한다.
S|2 갤러리가 주최하는 마지막 성격의 전시는 경매 결과에 따른
수익성 높은 작가의 작품을 판매하는 상업적 전시이다. 이는 경매 회사가
운영하는 갤러리의 궁극적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더비의 경매
기간 중 특정한 동시대 작가 작품의 낙찰율이 높았다고 분석되면, 경매의
열기가 식기 전 그 작가의 전시를 S|2 갤러리에서 진행한다. 이로 인해
S|2 갤러리는 경매가 아닌 다른 유통 방법으로 시장 가치가 높은 작가의
작품을 찾는 수집가에게 이상적인 구매처를 제공하는 것이다. 경매가
익숙하지 않은 수집가도 투자 가치가 있는 동시대 미술 작품의 구매를
원한다. S|2 갤러리의 전시를 통해 경매에 참여하지 않고서도 2차
시장에서도 검증 받은 작가의 작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소더비는

갤러리

모델을

사용하여

프라이빗

세일

부서를

강화시키고, 경매 결과를 통해 시장의 검증을 받은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경로를 다양한 수집가에게 제공한다.
반면 소더비, 크리스티와 더불어 경매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필립스 드 퓨리의 초기 갤러리 운영 방식은 소더비와는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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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드 퓨리 역시 1차 시장으로의 영역 확대를 위한 전시 판매를
2006년부터 시도했다. 필립스는 첼시 지역의 경매 프리뷰를 위한 공간에
경매 판매가 아닌 전시 판매를 목적으로 상업 화랑과 같은 구성의 전시회를
열기 시작했다. 두 대형 경매 회사와의 경쟁을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동시대 미술 경매 회사로서의 성격을 확고히 한 필립스 드 퓨리는 2006년
새로운 동시대 미술을 발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기적 경매와 동시에
전시 판매를 활성화했다. 필립스는 신진 동시대 미술 작가와 일회성의
전시를 위한 법적 계약을 실행하며 차후의 관리를 일체 제공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공개적 계약 체결은 필립스가 마치 작가를 일회용품처럼
이용한다는 이유로 주변 갤러리 측의 원성을 샀다. 현재는 필립스 드 퓨리
역시 프라이빗 세일 부서를 따로 나누어 체계화시켰으며, 프라이빗 세일과
감정, 금융거래, 미술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프라이빗 서비스 부서를
나누어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화랑계는 소더비의 적극적인 새로운 시장 진입에 화랑과 경매의
역할

분담론과 경매

회사의

도덕성을 언급하며

반발했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로서 소더비의 행보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
소더비는 고객과의 직접적인 프라이빗 세일 외에도 적극적인 프라이빗 전시
판매를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11월 개최되었던 프라이빗 판매
전시에 출품된 작품의 가격은 2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다양했으며, 이는
각 전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경매 기간 동안에도 비공개의 전시 판매
역시 진행하고 있다.
프라이빗

마켓에서

경매

회사는

화상이라는

중추적

요소와

경쟁하게 된다. 화상은 미술 시장을 포함한 미술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화상은 미술가를 새롭게 발굴하고 작품을 창작하도록 독려하는
동시에 수집가의 수요를 자극하고 공급을 통제한다. 화상은 냉철한 판단력,
시대정신을 감지하는 본능,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개척자 정신과 위험
부담을 감수할 수 있는 도전 정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미술 시장이
생성되기 시작하여 미술 작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시점부터 구매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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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안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 지식을 보유한 화상을
필요로 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 미술 시장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화상은 길드가 미술 작품의 수요와 공급을 제한하고자 공개적인 판매를
확고히 반대하던 시절부터 이에 대항하며 서서히 발전했다. 통제할 수 없는
미술 작품의 과잉 공급과 가격 하락을 우려하여, 미술 작품의 수요와
공급을 제한하던 네덜란드의 길드에 대항하여 야코프 반 로이스달(Jacob
Van Ruisdael)을 중심으로 조직된 하를렘(Haarlem)의 화가 조합은 공개
판매가 예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일깨우고, 미술 작품에 대한 수요를
촉진시킬 것임을 주장하였다. 1664년 하를렘의 시장이 화가 조합에게 공개
판매에 대한 허가를 승인하면서부터 미술 작품의 수요는 고정된 좌표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량의 확대로 변화했다. 이러한 수요에 대한 자극은
작품 판매 기술로 이어졌고, 이 현상은 이전까지 길드에 의하여 통제되었던
미술 시장에 역동적인 힘을 부여했다. 이로써 미술 시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화상의 역할이 빠른 속도로 부상하였고, 화상의 발전은 활발한 거래
행위로 이어지며, 이후 수백 년 동안 미술 시장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화상은 예술의 유행을 이끌고 구매자의 취향에 영향을 끼친다. 18세기
프랑스 화상은 왕립 아카데미가 고급 예술의 척도로 공인했던 이탈리아
역사화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방향 전환을 이끌었다. 화상의 영업 활동으로
북유럽 장르화에 대한 부유한 구매자의 관심을 이끌어내었고, 18세기
네덜란드 회화 시장의 발전을 촉진했다.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상이 단순한 미술 작품 판매자에서 시장의 창조자로 변화는 과정에서
이룩한 중요한 사건은 인상주의 미술 시장의 성공이다. 인상주의 미술의
성공은 아카데미와 비평의 관점에 맞서 이룩한 화상과 경매의 결과물이다.
이로 인하여 미술 시장의 위치는 확고해졌고,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는 비평과 아카데미로부터 화상과 경매를 중심으로 한 시장으로
넘어왔다.
20세기 이후 화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미술
상인(art merchants)’과 ‘딜러-기업가(dealer-entrepreneur)’이다.226)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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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은 1차 시장과 2차 시장에서 모두 활동하며 판매할 재고를 항시
보유하고 있다. 이 재고는 위탁되거나 직접 구매한 작품이다. 미술 상인은
전시나 비평 등을 통해서 작가를 육성하지 않으며, 단지 작품을 파는
것에만 목적을 둔다. 미술 상인은 작가가 아닌 작품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경매 회사와 유사성이 있다. 미술 상인이 전시를 진행하더라도 이는 작가의
경력을 위한 것이 아니며, 자신의 공간이 아닌 대여한 공간에서 작품의
판매를 목적으로만 진행된다. 미술 상인은 작가의 가치와 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며 오직 작품의 유통에만 집중한다. 1차 시장에서
미술 상인은 작가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작가의 시장을 구축할 수는
없다. 반면 딜러-기업가는 작가의 경제적 및 예술적 성공에 기여한다.
딜러-기업가는 유망한 신진 작가를 선택하고 그의 작품을 시장에 소개할
수 있으며, 작가의 시장을 구축하고 성장과 개발에 힘쓴다. 딜러-기업가는
작가와의 독점 관계를 주장하고 작가의 경력과 안정된 시장을 위하여
장기간 다양한 노력을 투자한다. 전속 작가의 안정된 시장 형성을 위하여
작품의 수요와 공급의 조절에 비중을 두고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노출하고자
전략을 세운다. 현대의 슈퍼스타 화상(superstar dealer)이 딜러-기업가
유형에 속한다. 메리 분(Mary Boone)은 미술 시장의 역사 속에 칸바일러
(Kahnweiler)와 듀빈(Duveen) 이라는 두가지 유형의 딜러-기업가가 있다고
주장한다.227) 입체주의 미술의 성공을 이끈 다니엘 앙리 칸바일러(Daniel
Henry Kahnweiler)와 같이 미래를 예측하여 무명의 피카소, 브라크
(Braque), 레제(Leger)와 같은 위대한 작가를 자신의 안목으로 발굴해내는
유형과 조셉 듀빈처럼 재력을 바탕으로 이미 시장에서 인정받은 작가만
거래하는 유형이다.
미술

시장에서

화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두 가지는 재력과 네트워크이다. 재력은 미술 시장에서 성공적인
226) Mark A. Reutter, “Artists, Galleries and the Market: Historical Economic and Legal
Aspects of Artist-Dealer Relationships”, Jeffrey S. Moorad Sports Law Journal, Volume 8,
Issue 1, Article 4 (2001), pp. 109-128.
227) Laura De Coppet and Alan Jones, The Art Dealers, Revised and Expanded: The Powers
Behind the Scene Tell How the Art World Really Works, (New York: Cooper Square Press,
2002), p.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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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판매의 전제 조건 중 하나이다. 미술 시장을 이끄는 주요 수집가와
화상을 살펴보면 자신의 재력을 이용하여 장기간 수집가로서 작품을
구매하고, 지위를 확고히 하며 수요를 창조한다. 래리 가고시안(Larry
Gagosian)과 같은 현대의 슈퍼스타 딜러를 비롯해 미국 철도 재벌에게
유럽 르네상스 미술 작품을 공급했던 조셉 듀빈은 개인적 인맥을 이용한
부유한 재정을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경쟁자는 불가능한 다수의
거래를 성사시켰다. 메릴 시크리스트(Meryle Secrest)의 주장처럼 재정적인
힘이 그의 성공의 열쇠였다.228) 재력은 작가의 마케팅뿐만 아니라 유망한
작가를 타 경쟁 화랑으로부터 쟁취할 수 있는 힘을 주며 작가의 시장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가고시안의 경우 자신의 화랑에서 판매된 작품이
경매에 출품되면 가격 유지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경매에 참여한다. 작품의
판매뿐 아니라 막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한 사후의 관리까지 나서는
것이다. 또한 일부 화상은 자신의 작가를 위하여 시장에서의 장기간의 가치
상승에 집중하는데, 이는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재력과 더불어 화상의 성공 요인에는 네트워크, 즉 화상의 인맥이
필수로 작용한다. 미술 작품의 생산과 소비는 현대 사회뿐 아니라 이미
17세기 유럽에서 국경을 넘어서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세계화 된 미술
시장에서 성공하는 길은 중요한 인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다수의 유명
브랜드 화상이 한 도시가 아닌 여러 주요 도시에 지점을 개설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이다.

가고시안

갤러리는

뉴욕에

5개,

베버리힐스,

샌프란시스코, 런던에 3개, 파리에 2개, 로마, 아테네, 제네바, 그리고
홍콩에 지점이 있다. 각 나라의 주요 수집가와 소통하고, 다양한 미술
관계자와 협업하며,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가고시안 갤러리처럼 새로운 작가나 미술 사조를
발굴하지 않고 경매 회사처럼 수집가에 중점을 두고 발전하는 화랑에게
다국적 판매망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성공의 요소다.229)

228) Meryle Secrest, Duveen: A Life in Art, (New York: Knopf, 2004), pp. 13-40.
229) 가고시안은 이미 유명세를 지닌 미술가를 그가 속해 있는 화랑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스카우트 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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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과 네트워크는 미술 시장에서 성공적 거래의 중요한 요인이며,
화랑과 비교 했을 때 경매 회사가 지닌 강점이다. 또한 구매자가 경매
회사에게 프라이빗 세일을 원하는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경매 회사는
프라이빗 마켓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화상과 경쟁하게 되었다. 전 세계의
수많은 화상 중 소더비나 크리스티와 같은 경매 회사와 경쟁과 협업이
가능한 화상은 한정되어있다. 화상 중 가장 성공한 계층으로 분류되며,
화상 피라미드의 최상부층에 위치한 슈퍼스타 딜러, 즉 유명 브랜드 딜러와
그 아래의 주요 갤러리 딜러 중 일부만이 소더비나 크리스티와 같은 대형
경매 회사와의 경쟁이 가능하다. 미술 시장의 역사를 살펴보면 슈퍼스타급
화상은 그 숫자가 시대마다 소수로 한정되어 있다. 유명 브랜드 화상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조셉 듀빈이 활동했던 19세기 말이다. 올드 마스터
작품 전문 딜러였던 듀빈은 존 록펠러(John D. Rockefeller), J.P 모건(J.P.
Morgan), 헨리 크레이 프릭(Henry Clay Frick)과 같은 당시의 유명
거부에게

작품을

판매했고,

관계자와

고객의

상호

메트로폴리탄

교류를

도우며

미술관이나
수집가에게

국립
사회적

미술관의
지위를

판매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현대 미술계의 화상에게 그대로 모방되고 있다.
조셉 듀빈과 더불어 프랑스의 딜러 앙브르와즈 볼라르(Ambroise Vollard)
역시 인상주의 미술 작품 시장을 주도했던 유명 브랜드 딜러이다.230)
20세기 이후 손꼽히는 유명 브랜드 딜러는 레오 카스텔리(Leo Castelli),
래리 가고시안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소수의 유명 브랜드 화상을 제외한
대다수의 일반 화상은 재력이나 네트워크 면에서 경매 회사 보다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소수의 유명 브랜드 화상과 교류하는 유명 수집가 외
일반 구매자는 유명 브랜드 화상보다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경매
회사와 프라이빗 세일을 진행하고자 하게 되는 것이다.
소더비나 크리스티와 같은 경매 회사의 프라이빗 세일 부서는 경매
부서와 같은 네트워크를 공유한다. 따라서 고객이 작품의 판매를 원할 때
일반 화랑과는 비교 할 수 없는 광범위한 잠재적 구매 가능자를 단시간에
230) 볼라르는 피카소 , 세잔 , 고갱과 같은 작가의 무명 시절 그들의 작품을 다양하게 구매한
후 자신의 이름 아래 브랜드화하여 전시했으며 이후 미국, 러시아, 일본 등에서도 전시를
개최하고 작가의 도록을 발간했다.

135

추려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로 인하여 구매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후 판매 경로가 확실하다. 경매 회사의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서 작품을
구매할 경우, 미래에 이 작품의 처분을 원할 때 경매 회사와 연계하여
경매나 또 다른 프라이빗 세일 경로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이
화랑과의 거래보다 경매 회사의 프라이빗 세일 서비스를 선호하는 이유는
투명성 때문이다. 소더비와 크리스티는 투명하고 명백한 수수료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프라이빗 세일 작품에 대한 수수료는 작품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경매 수수료와 같은 확정된 수수료율은 아니지만, 세일 진행 전
위탁자와 구매자에게 정확한 수수료율을 통보한다. 이는 작품의 정확한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화랑 거래와 비교되는 점이다. 또한 소더비는
5년간의 진품 보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매 회사는 보통 경매에서 구매된
작품에 대한 진위 여부를 완벽하게 책임지는데, 경매가 아닌 프라이빗
세일의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제공한다. 소더비의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거래한 작품이 위작일 경우 작품 가격의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네트워크, 투명성과 더불어 경매 회사의 프라이빗 세일이 화랑보다
선호되는 이유는 시장 전문성 때문이다. 작품과 작가에 대한 전문성은 경매
회사보다 전속 화랑이 뛰어나다. 하지만 숙련된 화상이 아니고서는 작품의
판매에 대한 시장적 전문성은 경매 회사가 상대적으로 우월할 수밖에 없다.
경매 회사의 프라이빗 세일 전문가는 특정한 작품을 어떠한 경로로
판매해야 할지에 대해 정확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작품의 유통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매 회사의 특성상 현 시점에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최선의 경로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품 소장자의 입장에서 경매
회사의 프라이빗 세일은 경매와 달리 고객과 작품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으면서, 경매 회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시장 전문성, 그리고
회사의 명성에 대한 신뢰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 세일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좀 더 광범위한 미술 시장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경매 회사의
프라이빗 세일이 성장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현대 미술 시장에서 미술
작품이 투자 상품으로 인식 되면서부터이다. 2005년 세계 경매의 신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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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이상 경신되고, 최초로 동시대 미술 작품의 경매 총액이 올드
마스터와 인상주의 작품의 경매 총액을 넘어섰다. 미술 시장은 지난 세기의
거장의 작품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 시대의 생존 작가가 이끌게
되었다. 수집가의 유형도 변화하여 헤지펀드 매니저가 가장 활발히 고가의
작품을 거래하기 시작했다. 6년째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전 세계의
백만장자 수는 2017년 기준으로 10.6% 증가했으며, 2009년 경제 위기
이후 미술 작품을 안전한 투자 자산 중 한 종목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아졌다.231) 지속적인 미술 시장의 호황과 더불어 미술 작품에 대한
관심은 불안한 경제적 시기에 단순한 예술품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보는

시각으로

전환되었다.

자산군(asset

class) 은

시장에서

유사하게 작용하는 투자 그룹으로 정의된다. 미술 작품은 각 개체의 고유성
때문에 실제 자산의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이익이 창출되는 자산이다. 미술품의 투자는 두 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첫째, 미술 작품은 국제 주식 시장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둘째,
미술 시장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를 위한 자유로운
장터가 될 수 있다. 미술 작품을 자산군으로 생각하는 구매자는 단기적으로
작품을 사고팔면서 다양한 거래를 창출한다. 미술계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구매자를

플리퍼(flipper)

또는

투기자(speculator) 로

정의한다.

예술과

경제적 가치가 혼합된 새로운 환경 아래 새로운 수집가 유형이 형성된
것이다. 또한 재산과 예술적 지식을 이전 세대로부터 상속받은 보수적인
부유층이 아닌 자수성가형 부유층이 증가하며, 지난 시대 거장의 미술
작품이 아닌 새로운 동시대 미술 작품에 열광하기 시작했고, 이전처럼
미술을 사랑해서 수집하는 것이 아닌 투자 자산으로 인식하여 수집하는
헤지펀드 매니저 유형의 수집가 역시 생겨났다.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수집가 유형은 작품을 구입하여 즐기는 시간을 갖는 대신 빠른
회전율로 작품을 사고판다. 이들은 마치 주식을 사고 팔 듯 미술 작품을

231) Capgemini World Wealth Report, (2018), p. 7. Accessed December 15, 2018. https://
www.capgemini.com/ch-de/wp-content/uploads /sites/26/2018/06/Capgemini-World-Wealth-Report-1
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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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수집가는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구하기 쉬운 동시대 미술 작품을 선호한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매에서 거래된 작품 중 제작된 지 3년
이하 작품의 경매 출품 건이 7만 3,000여 점 이다. 일례로 신진 작가
루시안 스미스(Lucien Smith)의 경우를 살펴보겠다. 스미스는 2010년 쿠퍼
대학(Cooper College)을 졸업하고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13년 경매
시장에 진출했다. 전통적인 수집가의 방식은 작품을 구매하고 난 후 죽음,
빚, 이혼 같은 큰 사건을 맞이하기 전에는 작품을 되팔지 않는다.232)
하지만 미술 작품을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는 현대의 수집가는 2012년
제작된 작품을 작가에게 구매한 후 2013년 경매를 통해 판매한다. 2012년
1만 달러를 주고 구매한 작품이 2013년 경매에서 31만 9,135달러에
판매되며 3,000% 이상의 수익률을 내는 것이다. 또한 신진 작가 오스카
무릴로(Oscar Murillo)의 작품 역시 2011년 7,000달러에 1차 시장에서
판매되어 2013년 경매에 출품되었는데 40만 1,000달러에 낙찰되었다.233)
이처럼 변화된 구매자 층, 미술 작품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관점과
거래 방식, 그리고 시장의 환경이 소더비의 프라이빗 세일을 2010년 이후
성장하도록 이끈 원동력으로 분석된다.
경매

회사의

프라이빗

마켓

진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지만 2011년 미국 화랑협회의 회장 루시 미셀 이네스(Lucy Mitchell
Innes)가 지적했듯이 경매 회사의 프라이빗 마켓 거래는 1차 시장의
체계와

질서, 그리고

창작자와

구매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234) 1차 시장에서 화랑은 작가를 발굴하고 장기간에 걸쳐 작가를
육성한다. 이것이 화랑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자 의무이다. 이는 매우

232) 미술 시장에서 구매된 작품이 다시 시장으로 나오는 중요 이유를 3D 로 정의한다.
3D 는 Death, Dept, Divorce(죽음 , 빚, 이혼 )이다 .
233) 루시안 스미스의 <Secret Lives of Men>(2012)는 작품이 제작된 해인 2012년 1만
달러에 1차 시장에서 판매되었지만 2013년 경매에서 31만 9,135달러에 낙찰되었다. 오스카
무릴로의 <무제(Untitled, Drawing off the Wall)>(2011) 역시 2011년 7천 달러에 판매
되었지만 2013년 경매에서 40만 1천 달러에 낙찰되었다 . Katya Kazakina, “Art Flipping
Speculators Boost the Young Artist Market”, Bloomberg Business Week, (Feb. 13, 2014).
Accessed December
10, 2018.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4-02-13/artflipping-speculators-boost-the- young-artist-market.
234) Tully (주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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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그리고 작가와의 밀접하고 두터운 관계 형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경매 회사가 작가와 구매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은 개인 화랑이 제공할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화랑은
경매 회사와 비교 했을 시 막대한 재력과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지는
않지만, 섬세하고 친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수집가는 화랑을
통하여 작품을 구매하며 작가와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작가와의
만남을 통하여 작품의 세계를 깊게 이해하고 지적 교감을 나누며 나아가
서로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친밀감은 경매 회사를 통한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얻기 힘든 부분이다. 또한 화상은 전속 작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작가를 무명 시절부터 발굴하고
장기간에 걸쳐 육성해온 화상의 전문성과 노력은 다양한 작품을 단시간에
소화해야 하는 경매 회사보다 훨씬 숙련되어 있다. 화랑은 근본적으로
작가를 대변하고 경매는 작품의 유통에 집중한다. 화랑은 한 작가의 작품을
문화적 관점에서 해석하며 경매는 작품의 수요와 공급의 순간적 총합에
집중한다. 또한 화랑은 특정한 작가를 대변하지만, 경매는 미술 작품의
질과 구매자의 관심에 부응한다. 미술 작품이라는 특정한 상품이 거래되는
한정적인 시장이기에 경매 회사의 프라이빗 마켓 진출이 화상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행위로 보이지만, 사실 이 유통 방법은 명백한 차이가 있는 두
가지 다른 경로이며, 궁극적으로 시장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원하는 작품을 구입하고 서비스를 받을 지는 철저히
구매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어느 경우이든 장단점은 존재한다. 미술품
경매는 단지 시장의 규모를 사회·지리·시장적 면에서 더욱 확장하고 창작자,
유통자, 구매자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한다.

2) 생존 작가의 단독 경매
2008년 미술품 경매는 단일 생존 작가의 신작 경매라는 혁신적인
판매 방식을 미술 시장 역사 이래 최초로 시도했다. 이는 런던 소더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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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한 경매로 동시대 생존 작가의 신작 200여 점을 미술품 경매를 통해
시장에 유통한 것이다. 이 경매의 위탁자는 영국 동시대 미술을 대표하는
데미안 허스트였다. 미술품 경매는 허스트의 신작 발표 경매를 통하여 미술
작품의 유통 구조를 단순화하고, 창작자와 구매자의 이익을 극대화시켰다.
작가와 구매자가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최소한의 공식적인 수수료만을
지불하고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래의 장을 연 것이다. 소더비와
허스트의 경매는 미술 시장의 구조에 대한 반란이자 새로운 유통 경로를
개척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경매 회사의 프라이빗
전시와 더불어 1차 시장으로 나아가는 직접적인 방법이다. 허스트는 자신의
신작 경매에 대해 “이 경매는 작가에게 매우 위험한 시도이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잘못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갤러리를 거치지 않고 나의 작품을
경매를 통해 시장에 직접적으로 소개하기까지는 용기와 광기가 필요했다.
나는 이번 경매에 어떠한 속임수도 쓰지 않는다. 나는 미술 시장이 모두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크고 견고하다고 믿는다. 좋은 작품은 다량의 작품이
생산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소화된다”고 언급했다.235) 이미 허스트가 여러
번 인터뷰에서 강조하였듯이, 이 경매는 미술 시장의 역량을 믿고 더욱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다. 작가의 입장에서 소더비의 새로운 시도는
도전해 볼 가치가 있는 모험이었다.
경매 회사는 생존 작가의 신작 발표 경매를 통하여 창작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였다. 더불어 중간 화상의 존재를 생략하고 창작자의
작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전시하고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에게도 경제적,
심리적 이익을 제공했다. 허스트 경매에 출품된 신작은 모두 전시가보다
30% 낮은 가격에 시작되었다. 낙찰가에 수수료를 포함하더라도 입찰
경쟁을 하지 않는다면 구매자는 갤러리보다 저렴한 가격에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는 경매를 통해

유명 스타 작가의 신작을

구매함으로써,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심리적 이익 역시 누릴 수 있다.
데미안 허스트와 같은 슈퍼스타 작가의 신작을 구매할 때 필요한 것은
자산이 아닌 네트워크이다. 1차 시장에서 화상을 통해 원하는 인기 작가의
235) Gordon Burn, Interview with Damien Hirst, (June 27, 2008), Beautiful Inside My Head
Forever, (London: Sotheby’s, 2008),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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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수집가가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고 미술계의 특정한 인맥 없이는 허스트의 좋은
신작을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허스트의 작품을 거래하는
전속 화랑은 갤러리 피라미드에서 가장 최고점에 위치한 유명 브랜드
갤러리인 뉴욕의 가고시언과 런던의 화이트 큐브 갤러리(White Cube
Gallery)이다. 허스트의 신작 중 가장 완성도가 높은 좋은 작품은 이
갤러리의 VIP에게 제일 먼저 알려진다. 이 리스트에 이름이 없다면 그 해에
제작된 신작은 구매할 수 없다. 그 작품이 2차 시장에 나오는 시점까지
기다려야 한다. 슈퍼스타 작가의 작품을 유통하는 유명 갤러리는 고객
친화적인

분위기가

아니며,

특정인만을

상대한다는

위압적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풍긴다. 미술계의 인맥이 없는 사람은 범접할 수 없는 심리적
장벽을 높이 쌓아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한다. 어떤 화상은 수집가를 만나도
팔지 않겠다고 거절한다. 또는 슈퍼스타 작가의 전시를 개최하며 전시 시작
전 자신의 VIP에게 전화를 걸어 작품 이미지를 보여주고 모든 작품의
판매를 끝낸다. 적정한 인맥이 없는 수집가는 작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은 명단의 마지막에 이름이 올려져 시간이 한참 지난 후
기존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게 된다. 허스트는 이와 같은 갤러리의
횡포에 분노를 표현했다. “갤러리에서 작품을 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일부 화상은 고상한 체하는 속물이다. 그들은 당신을 무시하며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다. 나의 작품을 구매하길 원하는 모든 사람은 이러한
대우를 받지 않고 경매를 통해 새로운 작품을 구매할 수 있길 바란다.”236)
허스트의 소망처럼 경매 회사를 통해서 유명 작가의 신작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는 심리적 위축 없이 자신의 재정적 능력만큼 원하는 작품을 경쟁을
통해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구매자가 화상의 VIP 리스트에 오르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정신적, 시간적, 물리적 노력이 불필요해진 것이다. 구매자는
화상과의 개인적 관계를 구축할 필요 없이 경매 회사가 제공하는 전시를
관람하고 도록을 살펴보며, 경매장에서 공정한 입찰을 통해 원하는 작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경매의 낙찰 후 명성을 얻을 수도 있다.
236) Burn (주 235),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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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거래가 비공개인 갤러리와 달리 경매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켜
결과에 따라 낙찰자에게 유명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미술품 경매는 새로운 시도의 경매를 통하여 기존의 화상이나
갤러리가 아닌 작가 전속 매니저(artist manager)라는 새로운 요소의 역할
또한 부각시켰다. 이들은 미술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팽창되며 나타난
현대의 시스템으로 미술 시장이 글로벌화 되면서 작가 개인이나 전속
화랑이 작품을 관리하는 방식에 한계가 생기면서 등장했다. 작가 매니저는
경영에 뛰어난 독립된 개체로 연예인처럼 작가 한 명에게 배정되어 작가의
작품과 홍보 활동을 맡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데미안 허스트의 소더비
경매가 이루어진 것은 허스트의 매니저 프랭크 던피(Frank Dunphy)의
공이다. 영국에서 쇼 비즈니스 사업을 하며 배우 매니저를 하던 던피는
2000년부터 허스트의 시장을 관리했다. 그는 2006년 허스트에게 소더비와
함께 중간 상인을 배제하고 직거래를 행하여 시장을 확장하자고 설득했다.
던피는 1996년부터 전속 화랑과의 거래에서 기존 50%이던 작가의 몫을
늘려

현재

90%까지

상승시켰다.

또한

허스트의

작품을

생산하는

스튜디오를 5개로 늘리고 직원의 수도 확충했다. 허스트의 작품 관리와
부동산 등의 개인 재산도 관리하며 허스트의 아트 상품을 제작하는 ‘아더
크라이테리아(Other

Criteria)’의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다.

작가

매니저로서 금전적인 관리부터 향후 어떤 작품을 어떤 가격에 어디에서
선보여 누구에게 판매할지, 언론에 어떤 내용을 공개할지 등 작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다.

허스트와

같은

국제적인

슈퍼스타

작가이거나 공공 미술 작업을 하는 작가일 경우 전담 매니저의 필요성은
더욱 요구된다. 소더비의 허스트 단독 경매를 통해 던피는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그의 역할 역시 재조명되었다. 다음 단락에서는 미술품 경매사에
있어서

혁신적인

유통을

가능하게

하여

창작자와

구매자의

이익을

증대하고, 시장 안에서 새로운 역할의 부상을 촉진시킨 데미안 허스트의
신작 경매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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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미안 허스트 단독 경매
소더비는 2008년 단일 생존 작가의 신작 223점에 대한 경매를
작가의 위탁 아래 진행했다. 데미안 허스트와 런던 소더비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이 경매는 “내 머릿속의 영원한 아름다움(Beautiful Inside My
Head Forever)”이라는 타이틀 아래 2008년 9월 15일 오후 7시, 9월 16일
오전 11시, 오후 2시 30분, 한 번의 이브닝 세일과 두 번의 데이 세일로
진행되었다. 출품된 233점의 신작 중 218점이 판매되며 94%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이 경매의 총 추정가는 6,800만 파운드에서 9,800만 파운드
사이였으나, 구매 수수료를 포함한 총 낙찰액은 높은 추정가를 넘어선 1억
1,147만 파운드였다.237)

경매가 끝나기 전

일부 유찰된 작품 역시

판매되었다. 이 경매는 어떠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미술 시장사에 있어서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며, 생존 작가가 자신의 신작을 1차 시장을 거치지
않고 경매를 통해 발표한 최초의 사례에 해당한다.
소더비에게 경매를 제안 받은 허스트는 18개월 동안 이를 위한
작품을 제작했다. 소더비와 허스트는 경매 전 몇 개월 동안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허스트의 전속 매니저 프랭크 던피는 런던의 프리뷰 전시
기간 동안 허스트의 수집가를 초청하여 점심과 저녁을 제공했다. 허스트는
직접 소더비 전시장에 나와 크리스티의 대표 프랑수와 피노(Francois
Pinault)의 관람을 동행했다. 또한 프랑수와 피노와 우크라이나의 유명
수집가 빅터 핀축(Victor Pinchuk), 디자이너 미우치아 프라다(Miuccia
Prada)와 같은 잠재적 구매자를 글로스터셔(Gloucestershire)에 위치한
자신의 스튜디오에 초청해 경매 출품작을 소개했다. 전시 기간 동안
소더비는 새로운 잠재 고객을 발굴하는 것에 집중했다. 인도의 델리에
위치한 고급 호텔을 돌며 경매 대표 작품을 전시했으며, 뉴욕의 부유층이
휴가를 보내는 브리지햄튼의 사교 클럽에도 작품을 선보였다. 런던의
소더비 전시장에는 유명 디제이를 초청해 VIP 파티를 열었다. 허스트의 이
237) 소더비는 9월 16일 경매에서 구매수수료 포함 4,092만 파운드 , 9월 17일 경매에서
7,055만 파운드의 총액을 기록했다 . www.sothebys.com. Accessed December 19, 2018.
http://www.sothebys.com/en/auctions/2008/damien-hirst-beautiful-inside-my-head-forev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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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인해 2만 1,000명이라는 역대 최고의 관람객이 경매 프리뷰 전시를
찾았으며, 39%의 구매자가 최초로 동시대 미술 작품을 구매했다. 이 중
24%는 소더비의 새로운 고객이었다.238) 경매 중에도 5성급 호텔 수준의
VIP 공간을 따로 만들어 공개적 입찰을 선호하지 않는 개인 고객이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전화 입찰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소더비는
경매 후 낙찰 수수료에 있어서도 이례적인 조건을 제시했는데,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 Holdings Inc.) 붕괴 이후 구매자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 이상은 6개월 동안 나누어 낙찰 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데미안 허스트의 경매에는 당시 작가의 인기 대표작인 자연사
조각(natural history sculptures), 약장(medical cabinets), 스팟 페인팅
(spot

paintings),

스핀 페인팅(spin

paintings),

나비

페인팅(butterfly

paintings) 시리즈 등이 고르게 출품되었으며, 높은 추정가에 낙찰되었다.
또한 새롭게 선보이는 금속 나비 시리즈(metal

butterfly

paintings),

직사각형 스핀 페인팅(rectangular spin paintings), 산업용 다이아몬드
캐비닛(industrial diamond cabinets) 역시 좋은 결과를 얻었다. 자연사
조각 작품은 허스트를 대표하는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탱크 조각
이다.

작가는

상어나

양,

소와

같은

죽었거나

해부된

생물체를

포름알데히드 용액에 넣어 작품으로 제작한다. 죽음 속에 정지된 삶과
동시에 인생의 즐거움과 죽음의 필연성을 표현하는 이 시리즈는 허스트를
스타 작가로 만든 대표작이다.239) 약장 시리즈는 허스트가 1988년부터
2008년까지 제작한 시리즈로 그의 대표적 주제인 죽음과 반대되는 치유의
개념을 담고 있는 듯하지만, 현대인의 약에 대한 맹신과 약의 시각적
형태가 주는 환상을 강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다. 금속 약장에 손으로 깎아 만든 6,136개의 약을 전시한 <봄의
자장가(Lullaby Spring)>(2002)는 2007년 6월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생존
작가로는 당시 최고가인 965만 파운드에 낙찰되었다. 이는 당시 허스트의
238) Henry Lydiate, “Beautiful Inside My Head Forever”, Art Monthly, Issue 321 (November
2008), p. 37.
239) Thompson (주 120),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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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최고가를 경신하는 신기록이자, 재스퍼 존스가 보유했던 생존 작가
작품의 최고가 1,700만 달러를 능가하는 새로운 기록이었다. 스팟 페인팅은
흰 바탕에 수십 개의 원을 다양한 색으로 채운 작품이다. 이 시리즈의 모든
제목은 약품 성분으로 허스트의 약장 시리즈의 연장선에 있다. 허스트는 이
경매를 끝으로 스팟 페인팅을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2011년까지 스팟 페인팅을 계속 제작했다. 1986년 이래로 1,000점 이상
제작된 스팟 페인팅은 2011년 종결되었다. 2012년 1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뉴욕, 베버리힐즈, 런던, 파리, 로마, 제네바, 아테네, 홍콩 7개국
11개의

가고시안

갤러리에서《스팟

페인팅

회고전

1986-2011(The

Complete Spot Paintings 1986-2011)》이라는 제목 아래 300여 점의 스팟
페인팅 전시를 개최했다. 당시 가고시안 갤러리가 전시한 작품은 20개국 약
150곳의 개인이나 기관 소장처에서 대여했다. 스팟 페인팅 제작 과정에서
작가가 직접 그린 작품은 초기의 대여섯 점뿐으로, 모든 스팟 페인팅은
‘사이언스 주식회사(Science Ltd.)’라 불리는 허스트의 스튜디오 3곳에서
100여 명이 넘는 조수에 의해 생산된다. 돌아가는 캔버스 위에 물감을 던져
제작되는 스핀 페인팅 또한 허스트의 지시 아래 조수가 물감을 던진다.
무작위로 제작되는 스핀 페인팅은 자유로운 에너지를 발산하며 배경의
색감이나 형태에
(Hackney) 에

있는

따라 다른
별도의

느낌을 전한다.
작업실에서

나비 페인팅은 해크니

기술자가

제작하는

작품으로

허스트의 일관된 주제인 삶과 죽음을 표현한다. 캔버스 위에 열대 지역
나비를 진열하거나 수천 개의 찢어진 나비 날개를 콜라주 기법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이 작품은 살아있는 나비를 작품에 이용하여 지속적인 논쟁을
일으킨다.
경매에 출품된 허스트의 모든 신작은 소더비 전시장의 벽과 바닥
평면에 정확히 맞추어 제작되었으며, 경매 입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모든
작품의 추정가는 갤러리에서 판매되는 기존의 가격보다 30% 낮게 책정
되었다. 이 경매에 대한 비평가의 의견은 미술 시장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업적을 이룩했다는 측과 단순히 허스트가 목표로 삼은 신흥 부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지극히 상업적인 시도였다는 측으로 양분되었다. 허스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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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1차 시장 딜러인 화이트 큐브와 가고시안 갤러리를 배제하고 신작을
발표했지만, 이 두 화상은 허스트의 이브닝 세일의 주요 구매자였다.
경매를 통해 신작을 발표하는 작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재고와 고객 관리 측면에서 허스트의 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화이트 큐브의 제이 조플링(Jay Jopling)은 이 경매에서 가장
적극적인 입찰자 중 한 명으로 경매의 첫 번째 작품인 <천국은 기다려준다
(Heaven Can Wait)>(2008, 도판 26) 를 99만 3,250파운드에 낙찰 받았다.
또한

해부학

모형이 진열된

3개의 캐비넷

작품인

<삼두

정치(The

Triumvirate)>(2008, 도판 27) 를 170만 파운드에 낙찰 받았으며, 젊은
시절의 허스트를 그린 회화 작품 <어린 데미안(Young Damien)>(2008,
도판 28)을 100만 파운드에 낙찰 받았다. 더불어 물고기와 물고기 뼈로
가득찬 유리 캐비닛 작품 <오늘은 존재하지만, 내일은 사라진다(Here
Today, Gone Tomorrow)>(2008, 도판 29)를 290만 파운드에 화상 안소니
도페이(Anthony d’Offay)와 입찰 경쟁에서 승리하여 낙찰 받았다. 허스트의
또 다른 전속 화상인 가고시안은 포름알데히드를 이용한 물고기 탱크 조각
작품인 < 당신과 함께 살 수 없고, 당신 없이 살 수 없다(Can’t Live with
You, Can’t Live Without You)>(2008, 도판 30) 를 88만 1,250파운드에
낙찰 받았으나, 이 경매의 대표작으로 주목 받았던 <금빛 송아지(The
Golden

Calf)>(2008,

도판

31)의

입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경매

도록에서도 7장에 걸쳐 소개된 이 작품은 허스트의 대표작인 포름알데히드
탱크 조각으로 18K 금으로 만들어진 탱크에 18K 금으로 만든 발굽과 뿔을
가진 송아지를 넣어 제작한 작품이다. 프랑스 명품 회사 LVMH의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가 1,034만 5,250파운드에 낙찰 받았다. 아르노는 이 작품
외에도 담배꽁초가 진열된 거대한 캐비닛 작품인 <심연(The Abyss)>(2008,
도판 32)을 포함한 두 점의 작품을 더 구매했다. 허스트 경매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낙찰 받은 고객은 러시아인으로 추정된다. 소더비의 러시아
개인 고객을 담당하는 스페셜리스트가 전화 응찰로 허스트의 신작인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전시된 캐비닛 작품 <당신과의 기억(Memories of/ Moments
with You)>(2008, 도판 33) 과 <천국의 향기(Fragments of Para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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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도판 34)를 각 260만 파운드와 520만 파운드에 낙찰 받았으며 그
외에도 7점의 작품을 더 구매했다. 경매장에는 헌치 오브 베니슨 갤러리의
해리 블레인이 다수의 작품에 입찰하여 약장 작품 <선의 끝(The End of
the Line)>(2008, 도판 35) 구매에 성공했고, 런던 유명 레스토랑 경영자
지미 라후드(Jimmy Lahoud) 역시 현장에서 나비 페인팅 <시편 3편과 시편
6편(Psalm 3 and Psalm 6)>(2008, 도판 36)과 스핀 페인팅 <내 머릿속의
영원한 아름다움(Beautiful Inside My Head Forever)>(2008, 도판 37)을
낙찰받았다. 다음날 개최된 두 번의 경매에도 런던의 화이트 큐브는
적극적으로 입찰했으며, 모스코의 화상 게리 타틴시안(Gary Tatinsian)이
6여 점의 작품을 구매하며 허스트를 향한 러시아 고객층의

관심을

입증했다. 허스트의 경매에서 인기가 높았던 작품은 기존의 스팟 페인팅과
스핀

페인팅이었으며,

다이아몬드

캐비닛

새로운
작품

배경을 시도한

역시

인기가

나비

높았다.

페인팅과
하지만

산업용
얼룩말을

포름알데히드 용액에 넣어 제작한 탱크 작품 <믿을 수 없는 여정(The
Incredible Journey)>(2008, 도판 38)은 추정가 200만 파운드보다 낮은
110만 파운드에 낙찰되었고, 가스 마스크가 진열된 캐비닛 작품 역시
추정가에 도달하지 못한 채 판매되었다. 또한 조각 작품임에도 < 타임 투
킬(Time to Kill)>(2008, 도판 39) 과 같이 허스트의 초기작을 연상하게
하고 시각적으로 화려하거나 아름답지 않은 작품은 유찰되었다. 허스트의
신작 경매는 구매자의 취향을 극명하게 나타냈다. 구매자는 과거에 인기
있는 허스트 작품을 선호했다. 비록 2008년 제작된 신작이지만 경매에서
인기가 많았던 작품은 기존의 친숙한 주제를 더 화려하고 세련되게 포장한
작품이었다.
경매를 통한 신작 발표라는 새로운 도전의 성공으로 작가는 1차
시장에서 갤러리를 통해 판매할 때 지불하는 작품 가격의 50%를 자신의
몫으로 챙겨 작품 판매금의 순수익을 높였다. 소더비는 허스트에게 위탁
수수료를 받지 않았으며, 경매 총 수익에서 일부 기부 금액을 제외한 약
8,000만 파운드의 수입을 올렸다. 이 중 작품의 생산 비용과 전속
매니저에게 지불한 수수료를 제외하면, 이 경매로 인한 작가의 순수익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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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파운드로 추정되었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허스트와 같이 1차와
2차 시장 모두가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는 일부 슈퍼스타 작가에게만 가능한
것이다. 타임지는 허스트 외에 이와 같은 경매가 가능한 작가로 제프
쿤스와 타카시 무라카미(Takashi Murakami)를 언급했다.240) 특히 소더비의
무모하리만큼

혁신적인

시도는

그

누구도

아닌

데미안

허스트라는

적극적이고 사업가로서의 기질이 뛰어난 작가였기에 성공 가능했으리라
판단된다.
소더비가 허스트를 선택하여 이와 같은 경매를 진행한 원인은 첫째,
허스트는 이름 자체가 브랜드화 가능한 국제적인 명성을 보유한 동시대
작가이기 때문이다. 1995년 터너 상을 수상한 허스트는 찰스 사치(Charles
Saatchi)의 후원 아래 파격적인 작품을 제작하며 국제적 스타 작가로
명성을 얻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속성을 활용하여 마케팅에 성공한
허스트는 사업가적 기질이 높게 평가되는 작가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공산품처럼 체계적으로 생산되는 그의 작품과
브랜드 가치에 대해 미술 비평가 제리 살츠(Jerry Saltz)는 다음과 같이
평했다.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에 대한 최고의 찬사는 허스트가 작품과
작가라는 이름의 중간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데미안 허스트는 데미안
허스트를 만들어낸다.

즉, 그의 작품은 그 자체의 의미보다

데미안

허스트라는 브랜드 상표를 지녔다는 가치를 갖게 된다. 이는 마치 대중이
프라다나 구찌에 열광하는 것과 같다. 특정 브랜드를 소유하기 위하여 더
많은 돈을 지불한다. 허스트의 작품은 25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사이에
팔려나간다.

일부

구매자는

단지

허스트의

브랜드만

보고

작품을

구매하기도 한다.”241) 둘째, 허스트는 작품을 단기간에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 그는 영국 글로스터셔주의 스트라우드(Stroud)에
위치한 메인 스튜디오를 포함한 5개의 스튜디오와 160여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허스트의 작품 생산 체계에는 화가, 조각가, 다양한 조립
240) Richard Lacayo, “Damien Hirst. Bad Boy Makes Good”, Time, (September 2008).
Accessed December 10, 2018. http://content.time.com/time/magazine/article/0,9171,1838750,00.
html.
241) Jerry Saltz, “The Emperor’s New Paintings”, artnet, (April 6, 2005), on Damien Hirst’s
New Exhibition 《The Elusive Truth》at Gagosian Gallery New York, March 11 - April 2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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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전문가, 포름알데히드 전문가 등이 고용되어 있다.242) 이 생산 체계를
통해 허스트는 작품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다.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은
작품을

직접

그리지

않으며

오직

아이디어만을

제공한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나는 작품을 생산해내는 개념의 공장, 즉 아이디어와 작품
자체를 분리해서 생산하는 개념을 좋아하지만, 아이디어 자체를 생산해내는
공장은 선호하지 않는다.”243) 허스트는 워홀의 팩토리(Factory)처럼 자신의
스튜디오를 ‘사이언스 주식회사’로 칭하고 이곳에서 작품을 생산한다.
기존의

장인으로서의

작가의

역할을

탈피하여

개념과

아이디어만을

제공하고 작품 제작을 기획하는 것으로 작가의 역할을 확장시킨 것이다.
소더비의 전 대표 경매사 토비아스 마이어(Tobias Meyer)는 허스트와 제프
쿤스를 비교하였을 때, 두 작가 모두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호소력이 높은
작품을 제작하지만, 허스트의 경우 작품의 생산 과정이 보다 체계적이고
통제되어 있으며 생산량도 더 많다고 설명했다.244) 허스트는 소더비의
경매를 위해서 일정한 작품의 수를 약속했고, 2년의 작업 기간 동안 일정에
맞추어 작품을 제작했다. 단일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출품
작품이 필요하며 이는 갤러리의 신작 발표 개인전보다 훨씬 많은 수의
작품이 요구된다. 개인 작가가 한정된 기간에 새로운 작품을 제작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허스트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제한된 시간에 대량의
작품 생산이 가능했다. 셋째, 소더비가 허스트를 선택하여 생존 작가의
신작 발표라는 혁신적 경매를 시도한 데는 과거 소더비와 허스트가 다수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서 이 경매의 긍정적 결과를 예측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허스트는 1997년 조나단 케네디(Jonathan Kennedy)와
매튜

프로이드(Matthew

Freud)와

함께

노팅힐에

레스토랑

‘파머시

(Pharmacy)’를 개업했다. 허스트의 작품으로 가득 채운 이곳은 지역의 유명
장소로 운영되다 ‘약국’이라는 상호 때문에 논란을 일으키며 2003년 문을
닫았다. 폐업 당시 소더비 런던의 동시대 미술 스페셜리스트 올리버 바커
242) Sean O’Hagan, “The Art of Selling Out”, The Guardian, (September 6, 2009). Accessed
December 10, 2018. https://www.theguardian.com/artanddesign/2009/sep/06/hirst-koons-murakami
-emin-turk.
243) Thompson (주 120), p. 66.
244) Colin Gleadell, “The Hirst Sale”, Art Monthly, Issue 321 (November, 2008), pp.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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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ve Barker)는 허스트에게 이곳에 있는 그의 작품과 집기를 경매할 것을
제안하였고, 2004년 10월 18일 168점의 모든 물품이 경매로 판매되었다.
낙찰률은 높은 추정가 490만 파운드를 두 배 이상 뛰어넘는 1,114만
파운드로 집계되었으며 1,000명이 넘는 응찰자가 경매에 참석했다.245) 이
경매는 역사상 최초로 생존 작가가 단일 경매에 작품을 위탁하여 판매한
것으로 기록됐다. 레스토랑에 걸려 있던 허스트의 나비 페인팅, 약장 등이
모두 추정가보다 높게 낙찰되었고, 재떨이, 마티니 잔, 양념통 세트,
허스트가 디자인한 경매의 도록 역시 수집 대상이 되었다. 이후에도
허스트는

소더비와

다양한

프로젝트성 경매를

진행하였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경매가 영국의 유명 밴드 U2의 리더이자 사회운동가인 보노
(Bono)가

창설한

아프리카

후천성면역결핍(HIV/AIDS)

퇴치

연구에

기부하는 ‘레드(Red)’를 위한 소더비 레드 경매(The Red Auction)이다.
2008년 2월 15일 소더비 뉴욕에서 개최된 이 경매에는 데미안 허스트,
제프 쿤스, 다카시 무라카미, 안드레아 거스키(Andreas Gursky), 뱅크시
(Bansky), 아니시 카푸어(Anish Kapoor), 마크 퀸(Marc Quinn) 등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4,260만 달러의 총액을 기록했다.246) 허스트는 이
경매를 위하여 직접 작가 50여 명에게 빨강을 주조색으로 하는 작품을
기부할 것을 부탁하였으며, 본인 역시 7점의 작품을 기부하여 1,7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이처럼 소더비 런던과 허스트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진행한 다수의 경매는 성공적이었다. 소더비는 작가와 경매 회사라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를 떠나서 장기간 동안 작가와 신뢰를 구축한
것이다. 직접 협업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작가의 스타일과 기질을 파악한
소더비는 역사상 혁신적인 경매를 시도하면서 허스트를 적임자로 판단했다.
허스트는 동시대 작가 중 미술품 경매와 본질적으로 닮아 있는
작가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허스트와 경매는 자본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미술 시장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미술 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245) Will Bennett, “Hirst Makes Millions in Clearance Sale of his Chemist Shop”, The
Telegraph, (October 19, 2004). Accessed December 10, 2018. https://www.telegraph.co.uk/news
/uknews/1474489/Hirst-makes-millions-in-clearance-sale-of-his-chemist-shop.html.
246) Camilla Webster, “Bono’s Red Auction Rakes in Green”, Forbes, (February 14, 2008).
Accessed December 10, 2018. https://www.forbes.com/2008/02/14/sothebys-red-auction-marketscx_cw_0214markets33.html#2668f4d96a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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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워하지 않는다. 미술품 경매가 추구하는 브랜드, 마케팅 등을 허스트
역시 능수능란하게 활용하며 신흥 재벌과 극소수 부유층의 사치품에 대한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소더비 경매와 작가 허스트는 공통적으로 첫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적인 기획자의 면모를 갖췄으며, 둘째,
논란을 생산하며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허스트는 영국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안했던 1980년대 미술가로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사회민주주의를

벗어나

신자유체제로

접어들던

사회

전환기의 영국 경기 불황은 미술 시장에 타격을 주었다. 1980년대 이전까지
영국의 예술가는 미술관과 평론가와 같은 제도적 요소의 평가를 거쳐
사회적 지위와 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생성해 나갔으나, 1980년을 정점으로
시장에서의 성공 역시 중요시되었다. 허스트는 1988년 당시 골드스미스
(Goldsmith) 대학을 함께 다녔던 동료 작가들과《프리즈(Freeze) 》라는
전시를 직접 기획하고 미술계 주요 인사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허스트가 단지 작가로 전시에 참여할 뿐 아니라 전시를 위한
모든 준비 과정, 즉 후원금, 장소 선정, 작품 선정, 도록 제작, 초대권 배포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작가로서 매우 새롭고 파격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허스트는 학생 신분으로 그의 작품에 무관심했던 상업
갤러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미술과 언론의 주목을 이끌어냈다. 불안했던
사회적 환경 속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소더비가

경매

회사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을

확대하고자 단일 작가의 신작 발표 경매를 진행한 것과 동일 선상에
놓여있다. 경매 회사는 21세기 새롭게 변화된 미술 시장의 환경에 맞춰
유통 경로를 개척하는 진보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단일 작가의 신작 발표
경매는 소더비의 경매 이후로 재시도되지 않았으므로 단 한 번의 경매로
미술 시장의 지표가 바뀌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혁신적인 시도를
수행함으로써 기존의 역할에 한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경로를 발굴해
미술 시장의 확장에 기여한 사실에 의의가 있다.
또한 소더비와 허스트는 논란을 생산하며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이를 최고의 마케팅으로 승화시킨다. 허스트는 자신의 작품에 죽음이라는

151

주제와 잔인함이라는 요소를 접목해, 발표하는 작품마다 미술계는 물론
다양한 단체의 비판을 받으며 윤리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생물을
절단하거나 훼손시켜 엽기적인 작품을 제작하거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동시에 긴장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작품을 생산하여 대중과 언론의 끊임없는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허스트는 이러한 부정적 논란을 포함한 대중의
관심으로 부와 명성을 쟁취했다. 할 포스터(Hal Foster)가 지적했듯 문제를
일으킨 작가에게 분노한 반대자조차 궁극적으로는 작가의 도발에 대한
허상을 만드는 데 일조함으로써 동조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247) 허스트는
지속해서 작품을 통해 논란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대중에게 성공적으로
접근했다. 본 연구에서 역사적 사건을 통해 확인했듯이, 소더비 역시 경매
회사의 전통적인 역할을 벗어나는 행보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끊임없이
미술계의 비난을 받고 논란을 일으켰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술품 경매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미술 시장의 저변을 확대했다. 경매 회사는 새롭게
형성된 동시대 미술 시장에서 대부분의 구매자가 미술사와 같은 이론적
지식 없이 개인이나 그룹의 취향 또는 작가의 인지도에 좌우되어 작품을
구매하는 경향을 파악했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투자로서의 미술
작품의 가치가 상승하며 인기 있는 특정 작가의 특정 성향의 작품 시장이
확대되었음을 인지했다. 따라서 경매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관심
모두가 마케팅의 주요 요소가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언론의
관심을 유도하여 시장과 함께 성장해왔다.
소더비와 허스트가 전속 화랑을 배제하고 직접 경매를 열어 작품을
판매한 것에 대한 미술계의 냉소적인 시각 역시 존재한다. 그가 경매에
출품한 작품 수는 2007년 세계 경매 시장에서 팔린 허스트 작품 수의 두
배에 이른다. 경매에 출품된 모든 작품은 2008년 작이지만, 과거의 인기
작품과 자가 복제한 작품을 대량으로 쏟아냈다는 지적도 받았다. 허스트의
작품을 20점 이상 소유한 기업인 엘리 브로드(Eli Broad)는 신작 경매에
출품된 대부분의 작품이 이전 작품과 차이점이 없으며, 허스트가 예술
활동이 아닌 단지 자신의 이윤 창출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앤디
247) Hal Foster, Art Since 1900: Modernism, Antimodernism, Postmodernism, Vol. 2-1945 to
the Present, (London: Thames & Hudson, 2011), p.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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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의 작품을 주로 거래하며 허스트의 작품 80여 점을 소유한 화상 조세
무그라비(Jose Mugrabi)도 수집가는 고상한 아름다움을 소유하고자 작품을
구매하는데, 허스트의 이러한 유통 경로는 지나치게 저속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허스트의 런던 전속 갤러리인 화이트 큐브의 전시 담당
이사인 팀 말로우(Tim Marlow) 는 판매되지 않은 허스트의 작품 100여
점을 갤러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와 같은 대량의
신작 방출 경매가 작가에게 이롭지 않다고 경매 개최를 반대했지만,
허스트와 던피를 말릴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248) 말로우의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되었는데 2008년 소더비의 허스트 경매 이후로 데미안 허스트의
가격이 일부 하락했기 때문이다. 2008년 국제 미술 시장에서 허스트의 작품
거래 총액은 2억 3,788만 달러였으나, 1년 후인 2009년에는 1,749만
달러였다. 작품의 평균 거래 가격 역시 하락했다. 2008년 허스트 작품의
평균 가격은 83만 달러였으나 2010년에는 13만 달러로 집계되었다.249)
2009년과 2014년 사이 허스트의 경매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세계
작가의 경매 총액 순위에서도 4위에서 108위로 떨어졌다. 동시에 그의 유찰
비율도 15%에서 35%로 급격히 상승했으며, 2000년대 초반보다 낮은
추정가로 경매에 출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판매율이 하락했다.250)
2012년에는 17년 동안 전속 화랑이었던 가고시언 갤러리와의 결별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허스트의 시장 붕괴는 작가의 지나친 자만심이
초래한 결과로 평가되기도 했다.
하지만

허스트의

가격

하락을

소더비의

단일

작가

경매의

결과라고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의 경제
시장의 지속적인 불황이 미술 시장에도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소더비의
허스트 경매는 2008년 이후 작가의 급작스러운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248) Crow Kelly, “Direct Marketing in Peddling His Latest Work, Damien Hirst Cuts Out
the Middleman”, Wall Streets Journal, (Brussels: Dow Jones & Company Inc.), Vol. 12
(September, 2008).
249) “Damien Hirst’s New Art is Exquisitely Crafted”, The Economist, (April 15, 2017).
Accessed December 10, 2018. https://www.economist.com/books-and-arts/2017/04/15/damienhirsts-new-art-is-exquis itely-crafted.
250) The Artprice Annual Reports: Contemporary Art Market Trend 2015, Accessed
December 10, 2018. https://www.artprice.com/artprice-reports/the-contemporary-art-market-20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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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관점에서 본다면 궁극적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작가의 행보만을 관찰해 보아도 이러한 사실은 입증된다. 허스트는
2012년 4월 런던의 테이트 모던(Tate Modern)에서 첫 미술관 회고전을
진행했다. 14개의 공간에서 지난 25년간의 예술적 발전사를 연대기적으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미술관 전시 구성 방식으로 기획됐으며, 2000년 개관한
이래 테이트 모던의 최고 인기 전시로 평가되었다. 이로써 허스트는 미술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미술계에서 인정받는 작가임이 증명되었으며, 같은
해 1월 11개의 가고시안 갤러리에서 국제적인《스팟 페인팅 회고전》을
진행하며 다른 작가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또한 2017년 4월 9일부터
12월 3일까지 프랑수와 피노가 소유한 베니스의 대형 미술관 팔라초
그라씨(Palazzo Grassi)와 푼타 델라 도가나(Punta Della Dogana)에서
《난파선에서 건져낸 믿을 수 없는 보물(Treasures from the Wreck of the
Unbelievable)》전시를

개최하며

국제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다. 작품

제작에만 5,000만 파운드 이상의 비용을 쓴 전시로, 소장할 수 없는 고대의
유물을 허스트 특유의 상상력과 재력으로 동시대 미술로 재탄생시킨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전이다. 호평과 악평이 공존했던 이 전시에는 바닷속에
2000년 동안 잠겨 있던 고대 유물의 형상을 한 조각 190여 점이 50개의
공간에 할리우드급 거대 규모로 전시되었다. 표면적으로는 판매가 불가능한
미술관 전시였지만, 2017년 11월 허스트가 당시까지 판매된 작품 총액을
3억 3,000만 달러로 공개하였다.251) 이는 2008년 소더비의 허스트 단독
경매 총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그간의 경매 시장에서의 활동 부진에도
탄탄한 시장을 보유한 허스트의 저력이 입증된 것이다.
경매 회사의 생존 작가 단독 경매는 작가가 갤러리에서 완전히
독립할 수 있도록 했다. 허스트는 2008년 소더비의 단독 경매를 개최한
이후로 화상을 거치지 않고 구매자에게 직접 작품을 판매하고 있다. 물론
허스트는 2018년 현재 화이트 큐브와 가고시안 갤러리와 함께 일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집계된 허스트의 개인 거래액만 수백만 달러로
251) David Colman, “Damien Hirst Will Take the Hate with the Love in Venice”, Vulture,
(December 1, 2017). Accessed December 10, 2018. https://www.vulture.com/2017/12/damienhirst-on-treasures-of-the-wreck-of-the-unbelievabl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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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된다.252)

관례적으로

확장해왔다. 1차

시장에서

작가는
2차

갤러리에
시장까지

의존하여

경력과

장기간에 걸쳐

시장을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은 구매자와 갤러리가 독점했다.
특히 구매자가 1차 시장에서 작품을 구매하여 2차 시장에서 몇 십 배의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익을 창출할 때 작가가 직접적 이익을 누리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더 필요했다. 하지만 경매 회사와 생존 작가의 단독 경매는
이러한 과정 자체를 단순화하고, 작가와 구매자 모두에게 물질적, 정신적
이익을 제공했다. 2008년 단독 경매 이후 더욱 대담해지고 발전된 허스트의
행보는 일부 평론가가 우려했던 작가의 경력과 시장 붕괴가 현실화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오히려 이는 경매 회사가 21세기 현대 미술 시장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경매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장하고 미술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한 것이다. 이는 경매가 작품을 유통하는 매우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행위이자, 동시대 미술 시장에
합당한 경매 회사의 자연스러운 진화로 평가된다.

2. 경매의 세계화와 지역적 시장 확대
1) 아시아 미술품 경매 시장
서구가 주도하던 미술 시장은 21세기에 들어서며 경매의 부상과
함께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21세기 중국이 제2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전 세계의 자본이 중국에 집중되었다. 이로 인하여
중국은 2005년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으며 2008년에는 세계 3위,
2010년에는 미국을 위협하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중국
경제가 단시간에 빠르게 성장한 결과로 신흥 부유층이 생성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중국 본토,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마카오 등을 포괄하는 중화권
252) Felix Salmon, “The False Narrative of Damien Hirst’s Rise and Fall”, The New Yorker,
(December 6, 2017). Accessed December 10, 2018. https://www.newyorker.com/culture/culturedesk/the-false-narrative-of-damien-hirsts-rise-and-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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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시장 역시 호황을 이뤘다. 이처럼 국제 미술 시장에서 아시아 미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한 중요한 배경에는 미술품 경매가 있다.
2004년 가을 홍콩 소더비와 크리스티는 본격적으로 중국 현대 미술
작품을 경매에 출품하기 시작했다. 홍콩에서의 성공을 계기로 2005년에는
중국 본토의 경매 회사가 자국의 현대 미술 작품을 경매에서 집중적으로
유통하기 시작한다. 중국 현대 미술의 수요가 증가하자 2006년 뉴욕
소더비는 3월 최초로 아시아 동시대 미술을 ‘아시아 동시대 미술 작품 세일
(Contemporary Asian Art Sale)’로 따로 분리해서 경매를 시작했다. 이
경매에는

추정가

800만

달러의

아시아

현대

미술

작품

245점이

출품되었는데, 90%의 작품이 낙찰되며 총액 1,320만 달러를 달성했다.253)
이를 시작으로 중국의 신흥 부유층이 자국뿐만이 아닌 세계 주요 경매
회사의 VIP 고객으로 부상하면서 중국의 현대 미술 작품이 높은 가격에
낙찰되기 시작했다.
2006년 뉴욕 소더비 아시아 동시대 미술품 경매의 하이라이트는
중국 현대 미술 작가 장 샤오강(Zhang Xiaogang)의 <혈연 시리즈: 전우
No. 120(Bloodline Series: Comrade No. 120)>(1998)가 97만 9,200달러에
싱가포르 수집가에게 낙찰되며 스타 작가로 등극한 것이다. 세계 각국의
언론이 이를

보도하였으며,

이

경매 이후

최고가 가격을

지속해서

경신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았다. 이후 2007년 4월 홍콩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소더비의 아시아 현대 미술 경매는 중국,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등 아시아 미술 시장을 안정시켰으며, 작품 거래
역시 지속해서 증가하였다. 런던과 파리에서도 아시아 미술 작품의 인기가
급증했고, 특히 중국 현대 미술 작품은 국제 미술 시장에서 확고히
인정받았다. 경매 시장은 음성적으로 진행되던 기존의 중국 현대 미술 작품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변화시키며

폭발적인

성장을

이룩했다. 중국

내에서의 경매 회사의 역할과 동시에 소더비와 크리스티 경매의 역할 역시
아시아 미술 시장을 확장하는 중추적 요소로 작용했다.
253) Carol Vogel, “China: The New Contemporary-Art Frontier”, The New York Times,
(April 1, 2006). Accessed December 10, 2018. https://www.nytimes.com/2006/04/01/arts/design/
china-the-new-contemporaryart-fronti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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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시장분석 기구 ‘아트프라이스(Art Price)’가 발표한 2002년
부터의 ‘동시대 미술 작가 경매 낙찰가 순위(Top 10 Hammer Prices for
Contemporary Artists)’와 ‘지역별 경매 매출액(Contemporary Auction
Sales Turnover Top 10 by Country)’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의 동시대 미술 시장은 서구가 주도했다. 동시대 미술 경매
매출의 23.4%는 영국에서 이루어졌고, 프랑스가 21.7%, 미국이 9.9%로
유럽 중심의 시장임을 알 수 있다. 아시아는 홍콩에서만 경매가 이루어졌고
이는 전체 경매 매출양의 0.4%였다.254) 이후 2006년 중국과 인도 시장이
‘신흥 시장(emerging market)’으로 주목받으며 국가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
중국과 인도의 미술 시장 역시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게 되었다. 이
시점부터 서구의 경매 회사가 홍콩 시장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으며, 아시아에서 경매를 개최하는 것 외에도 런던과 뉴욕 경매에
아시아, 중국, 러시아 작품을 포함하며 아시아 현대 미술 시장을 활성화
했다. 2007년 중국은 프랑스를 제치고 뉴욕, 런던의 뒤를 이어 지역별 경매
매출액 3위를 이루어낸다. 2008년 세계 미술 시장은 금융위기(subprime
mortgage crisis)로 인한 큰 영향을 받았다.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85%
이상으로 미술 시장 규모가 커졌으나, 변덕스럽고 불안한 시장인 만큼 경제
위기의 타격도 컸다. 반면, 이 기간에 동시대 미술품의 가격이 오히려
적절하게 조정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은 서구 중심의 이 금융위기에
대한 타격이 비교적 적은 편이었고, 이러한 사실이 아시아가 세계 미술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중국은 2010년 동시대 미술
경매 매출액에 있어서 미국, 영국, 프랑스를 제치고 1위를 하였다. 아시아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미술 시장의 규모 역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당시 거래된 낙찰액의 많은 부분이 중국 본토에서 이루어졌다는 지역적
한계가 있지만, 구미에 집중되어 있던 미술 시장이 아시아로도 확장
되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변화임은 틀림없다. 이러한 현상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로는 경매의 활성화, 그리고 국가 경제력과 더불어 자국의 수집가가
튼튼하게 동시대 미술 작가를 지지하고 있다고 분석된다.255) 특히 중국의
254) The Artprice Annual Reports: Art Market Trend 2002, Accessed December 10, 2018.
https://imgpublic.artprice.com/pdf/trends20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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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가는 값비싼 자국의 미술품을 사면서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과시하고,
동시대 미술품을 사면서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마치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 고가의 브랜드 제품을 사는 행위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중국 동시대 미술 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국 수집가의
일부는 신흥 부유층이며, 이들은 마치 주식을 사듯이 미술품을 사서 분산
투자를 한다. 이러한 투기 현상은 서구와는 다른 구조를 가진 중국 미술
시장에서만 그 어떤 제약이 없이 가능한 일이다.256)
서구의 미술 시장이 아시아 지역까지 확대되는 과정에서 서구의
경제 침체와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이 주요 배경이 되었다면, 경매
시장의 성장은 직접적인 원인 요소로 작용한다. 아시아 미술 시장으로의
확장에 있어서 서구 미술품 경매의 중추적 역할과 성과를 분석하기 전 중국
본토 내의 경매 시장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중국은 독특한 미술 시장
구조를 바탕으로 성장하였다. 통상적으로 미술 시장은 화랑이 중심이 되는
1차 시장이 형성된 후에 2차 시장인 경매 시장이 생성된다. 하지만 중국은
화랑이 활성화되기 이전인 1990년대 초반 2차 시장인 경매 회사가 먼저
설립된 후 1차 시장이 생긴 특수한 구조를 지닌다. 1995년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문물국(中華人民共和國 國家文物局)에서 허가한 한하이( 翰海), 지아더
(嘉德), 종마오청지아(中貿聖佳), 롱바오(榮寶), 상하이 두오윈쉬엔(上海朵
雲軒),

쓰촨한야(四川)

등의 회사는 문물예술품

경매의

시범

회사가

되었으며, 이후 중국경매협회가 설립되었다. 이후 경매법이 발표되며 경매의
합법성을 구축했으며, 2004년부터 경매 시장이 급성장하였다. 2003년 약
27억 위안이었던 중국의 미술품 경매 시장은 2004년 약 78억 위안으로
성장하였으며, 2005년에는 약 153억 위안으로 전년도보다 50% 이상 상승
하였다. 2008년 잠시 침체를 겪는 듯 보였으나, 다음 해 바로 회복되어
2010년에는 약 574억 위안의 규모로 성장하였다.257) 경매 시장의 발전으로
255) 이는 시장에서 이미 인정된 작가 뿐 아니라 신진 작가에게도 해당되는데 2006년 ‘Top
50 Best First-Time Auction Results’에 중국 작가가 50% (23명 ) 이상인 점이 이를 증명한다.
(23명 중국, 6명 미국 , 3명 영국, 프랑스) 한국 , 일본 작가를 모두 합치면 이 리스트의
64%가 아시아 작가이다. 중국 작가 중 4명은 첫 번째 경매 등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격이 십만 유로가 넘는다.
256) The Artprice Annual Reports: Contemporary Art Market Trend 2011/2012, Accessed
December 10, 2018. https://imgpublic.artprice.com/pdf/artprice-contemporary-2011-2012-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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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미술 시장이 산업 혁명 이후 이룩한 미술 시장의 성과를 중국 미술
시장은 21세기의 10년 만에 이룩한 것이다. 중국 현대 미술, 고대, 근현대
서화 작품이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문화산업
육성정책과 지원이 바탕이 되어 경매를 중심으로 한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룩했다. 2011년 중국 정부의 부동산 대출 통제의 결과로 미술
작품이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급부상하여 급진적으로 발전하던 중국 미술
시장은 2012년 이후 세금 조사 파동의 영향으로 하락하기 시작했고
시진핑(習近平)의 반부패 정책 시행과 경제 침체의 결과로 미술 시장 역시
축소되었다. 자국 내에서는 경매 회사의 유찰률이 상승하였지만, 이를
계기로 중국 수집가는 신중한 투자를 고려하게 되었고, 단기간에 안목을
높인 수집가가 자국의 미술품뿐 만이 아닌 해외 미술 작품으로 수집품의
범위를 확장하며 지리적 경계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활발히 활동함으로써
세계 미술 시장을 활성화했다.

(1) 소더비 홍콩 진출 40 주년 기념 경매
단기간에 고속 성장하던 중국 미술 시장이 안정화되어가고 숙련된
아시아의 수집가가 증가하던 시기인 2013년 10월 5일 저녁 7시에 개최된
“소더비 홍콩 40주년 기념 경매(Sotheby’s Hong Kong 40th Anniversary
Evening Sale)”는 2006년부터 확장되기 시작하여 성장과 침체를 겪으며
성장한 아시아의 미술 경매 시장의 정점을 보여주는 경매였다. 소더비와
크리스티는 홍콩에

1973년과

1986년에

진출하여 간헐적으로

경매를

진행하고 있었다. 1980년 소더비는 홍콩에서 최초로 중국 근대 미술 작품
경매를 개최했다. 19세기에서 20세기의 근대 작품은 주로

홍콩에서

거래되었으며 송, 밍, 칭 시기의 고전 작품은 주로 뉴욕에서 유통되었다.
21세기 중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 본토 내에서 경매 시장이 급성장하며
미술 시장 역시 함께 성장하였는데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국제 미술
시장에서 중국 작품의 거래량은 350%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70%의
257) 서진수 , 「중국 미술 시장의 성장 요인에 관한 연구」,『현대 미술학 논문집』, 제 15집
(2011), 현대미술학회 , pp. 7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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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경매를 통하여 이루어졌다.258) 세계적 금융 도시인 홍콩은 아시아의
모든 국가에서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지리적 이점과 미술품 거래에서 면세
정책이 유지되는 제도적 이점을 지닌 도시로 아시아의 작가를 서구에
소개하고 서구의 작가를 아시아의 수집가에게 유통하는 최적의 통로로 자리
잡았다. 소더비와 크리스티를 선두로 2015년부터 필립스 드

퓨리도

홍콩에서 경매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9년 벤 브라운 파인 아트(Ben
Brown Fine Arts)를 시작으로 가고시안 갤러리, 데이비드 즈워너(David
Zwirner), 페로텡(Perrotin), 리만 머핀(Lehmann Maupin), 화이트 큐브,
하우저 앤 워스 등 서구의 유명 갤러리가 지점을 열었다. 2011년에는 아트
바젤(Art Basel)이 2008년부터 열린 홍콩 아트페어의 주식 60% 이상을
소유하며 아트 바젤 홍콩을 개최하기 시작했다. 자국 미술에 대하여
열정적인 아시아 수집가는 소더비와 크리스티 경매 회사의 주요 고객으로
자리 잡았으며, 지리적으로 아시아 고객에게 유리한 홍콩에서 40주년을
기념하는 소더비의 아시아 미술 작품 경매는 이와 같은 현실이 잘 반영된
전략으로 평가된다.
소더비 홍콩은 2013년 10월 4일부터 8일까지 미술 작품, 도자기,
와인, 보석, 시계 등 16개의 경매를 개최했다. 이 중 미술품 경매는
5일부터 6일까지 소더비 홍콩 40주년 기념 이브닝 세일을 주축으로 20세기
중국 미술(20th Century Chinese Art), 아시아 동시대 미술(Contemporary
Asian Art), 동남아시아 현대 미술(Modern and Contemporary Southeast
Asian Art), 고전 중국화(Fine Chinese Art)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60개의 작품이 출품된 소더비 40주년 기념 경매는 11억 3,300만 홍콩
달러로 아시아 미술품 경매 총액 최고가 신기록을 경신했다. 700여 명
이상의 관람객이 경매장을 채웠으며, 25개국의 나라의 수집가가 전화와
서면 응찰을 통해 경매에 입찰했다.259) 경매를 통해 자오우키(Zao Wouki),
리우 예(Liu Ye), 팡 율리앙(Pan Yulian) 등을 포함한 11명의 작가가
258) Jeffrey Towson, The One Hour China Consumer Book: Five Short Stories That Explain
the Brutal Fight for One Billion Consumer, (Cayman Island: Towson Group LLC, 2015), p.
90.
259) Sotheby’s Auction Results: Sotheby’s Hong Kong 40th Anniversary Evening Sale.
Accessed December 9, 2018. http://www.sothebys.com/en/auctions/2013/40th-anniversary-evening
-sale-hk04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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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신기록을 세웠다. 미술사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었던 자오우키의
3연작 작품 <15.01.82 (Triptych)>(1982, 도판 40)이 8,520만 홍콩 달러에
낙찰되었고, 리우 예의 <검(Sword)>(2002, 도판 41)이 4,300만 홍콩
달러에 판매되었다.
이 경매의 하이라이트는 중국 현대 미술가 쩡판즈(Zeng Fanzhi)의
<최후의 만찬(The Last Supper)>(2001, 도판 42)이 1억 8,044만 홍콩 달러
에 낙찰되며 아시아 생존 작가 최고 낙찰가를 경신한 것이다. 작가의 <가면
(Masks)> 연작의 대표작 중 한 점인 이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
의 만찬>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했고, <최후의 만찬> 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
를 중국의 사회 개혁의 현실과 혼합하여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작가는
원작 속 예수와 12명의 제자를 빨간색 넥타이를 착용한 공산당원으로 표현
했으며, 예수를 배반한 제자인 유다의 넥타이 색만 노란색으로 구별하여 묘
사했다. 원작에 등장하는 식탁 위의 포도주와 빵은 수박으로 대체했다. 이
작품에서 유다의 노란색 넥타이는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중국을 상징하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 중국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해석된다. 이
작품은 5명 응찰자의 열띤 경합 끝에 추정가의 2배 이상에 낙찰되었다.
아시아에서 40주년을 기념하는 소더비 홍콩 경매는 5일 동안 낙찰
총액 41억 9,600만 홍콩 달러를 기록하였다. 같은 해 12월 소더비는 중국
북경에서 첫 번째 경매를 개최했는데 2억 2,713만 위안의 작품이 낙찰되었
다. 이와 같은 성과로 소더비의 아시아 미술품 경매 매출은 전년보다 50%
이상 상승하며 경매 회사의 지역적 확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와 더불어 2013년 크리스티는 자유 무역 지대를 공식적으로 출
범하고 무관세 혜택을 적용한 상하이에서 첫 번째 경매를 개최했으며,
소더비 역시 같은 해 12월 북경에서 국영기업인 거화문화개발의 협력 아래
소더비 베이징을 설립해 80%의 지분을 확보하고 최초로 경매를 진행했다.
2014년부터 전년도의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아시아 동시대 미술
시장이 약화되면서 2015년에는 다시금 미국이 동시대 미술 시장을 주도하
게 되었지만, 홍콩을 선두로 한 아시아 미술 시장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2000년부터 세계 동시대 미술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시장의 성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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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가 경매 회사가 미술 시장을 세계화한 것, 즉 서구
중심의 미술계를 아시아로 확장 시킨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1980년대
미술 투자 붐을 견인한 세력이 인상파를 중심으로 한 서구 미술 작품과 그
수집가였던 현상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력이 동양으로 이동하
면서 문화도 따라 움직이는 큰 흐름이라고 파악된다. 미술품 경매는 아시아
미술 시장의 발전에 기여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 과정에서 경매의 역
할 중 두드러진 요소는 중국인을 선두로 하는 아시아 수집가를 발굴한 것이
다. 중국 본토에서 1차 시장보다 2차 시장인 경매가 먼저 발전한 현상이 증
명하듯 중국의 수집가는 경매를 신뢰하며 경매 가격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중국 수집가의 구매욕은 소더비와 크리스티 경매가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부
분이다. 이들로 인하여 미술 시장의 저변이 작가와 작품의 측면에서뿐만 아
니라 특정 미술 작품의 구매층, 예를 들어 서구 인상주의와 현대 미술과 같
은 작품 구매자의 저변 역시 기존의 서구 수집가에서 아시아 수집가로 확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국 작가의 미술품 구매를 시작으로 미술품 수집
에 입문한 중국 수집가의 취향은 점차 서구의 현대 미술 작품으로까지 확대
되고 있다. 국제화 시대로 접어들며 세계의 부유층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취
향을 공유하게 되었다. 고가의 부동산, 자동차, 요트를 구매하며 피카소, 모
네, 르누아르와 같은 거장의 작품을 소유하고자 한다. 서구의 올드 마스터
나 인상주의 작품의 구매층이 유럽과 미국의 수집가에서 아시아, 러시아,
중동, 라틴 수집가로 확대되고 있다.
아시아의 수집가 중 위력을 나타내는 것은 신흥 부유층으로 떠오른
중국 수집가이다. 소더비의 인상주의와 현대 미술 부서를 이끄는 데이비드
노먼(David Norman)은 2010년 런던과 뉴욕에서 개최되었던 인상주의와
현대 미술 작품 경매에서 중국 구매자가 전년도의 4배 이상 증가한 것을
지적하며 현 미술 시장의 적극적인 성장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강조했다. 대만 마이 험블 하우스 아트 스페이스(My
Humble House Art Space)의 대표 마이클 왕(Michael T.C. Wang) 역시
대만의 주요 수집가가 인상주의와 현대 미술 작품에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작가의

가격은

서구

162

작품의

가격을

따라잡았지만,

미술사적으로의 가치 역시 서구의 걸작과 동등한 것인지를 고민하는
수집가가 증가하고 있고, 이와 같은 우려가 서구 현대 미술 작품의 구매를
촉진시킨다고 지적했다.260) 소더비 경매는 2010년에 북경과 홍콩에서
인상주의와 현대 미술 경매 작품 프리뷰를 진행하였다. 모네, 피카소,
르누아르, 샤갈 등의 명작을 유럽에서 경매하기 전 아시아 구매자를 위해
전시한 것이다. 더불어 2013년부터 소더비와 크리스티가 상해와 북경에
공식적으로 진출하여 경매를 개최하였다. 이와 같은 경매 회사의 변화는
서구의 미술 작품에 대한 아시아 수집가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과 시장의 확장을 증명한다. 중국의 최대 부호인 왕젠린(Wang Jianlin),
완다 그룹(Dalian Wanda Group) 회장은 2013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800만 달러에 시작한 피카소의 <클로드와 팔로마(Claude et Paloma)>
(1950)를 11명의 응찰자와의 경합 끝에 2,800만 달러에 낙찰 받으며
아시아 수집가의 위력을 보여주었다.261) 인상주의 작품에 대한 중국
수집가의 관심은 1980년대 일본 수집가의 과열된 구매 현상과 이에 따른
시장 붕괴를 상기시킨다고 일부 전문가는 지적한다. 하지만 과거 인상주의
작품 경매 시장의 80% 이상이 일본 구매자였던 것에 비하여, 현재는
38개국의 다양한 국가의 구매자가 입찰하고 있으며, 이 중 10% 이하가
아시아 수집가라는 점은 과거의 비이성적이었던 구매와는 다른 현상을
보여주며,

경매를

통한

시장의

저변이 안정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증명한다.262)
반면 미술품 경매가 구축한 시장의 세계화, 즉 서구에서 아시아로
지역적 확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문화경제사회학 교수인 올라브
벨투이스는 미술계의 세계화가 미술 시장에까지 진행된 듯 보이지만,
평균적인 서구 미술상은 대체로 지역적인 성격을 고수한다고 지적한다.
미술계에 팽배한 국제주의 이념을 받아들여 작가의 국적을 고려하지 않는

260) Lin Qi, “Making a Fine Impression”, China Dailly, (November 3, 2010). Accessed
December 9, 2018. http://www.chinadaily.com.cn/life/2010-11/03/content_11494697.htm.
261) Ansuya Harjani, “China’s Richest Man Snaps up $28 Million Picasso Art”, CNBC,
(November 6, 2013). Accessed December 9, 2018. https://www.cnbc.com/2013/11/06/chineseconglomerate-snaps-up-28-million-picasso-painting.html.
262) Qi (주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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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주장하지만, 평균적인 서구 미술상은 지역성을 고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지역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같은 국적을 가진 작가를
압도적으로 더 많이 취급한다. 글로벌 시장(global market)의 구축을 위해
경매 회사와 대형 상업 갤러리가 세계 전역에 지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최상위 미술 시장도 대표 작가나 경매 회사를 포함한 유통자가 거의
예외 없이 유럽인이나 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역이 세계로
확장됐다고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미술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슈퍼 컬렉터, 유명 브랜드 딜러, 평론가 등의 힘이 골고루
필요한데 영향력 있는 이들 모두가 서구인이다.263) 이처럼 벨투이스는 현대
미술품 경매 시장에 대한 아트프라이스의 분석과는 달리, 경매를 주축으로
한 인도와 중국 미술 시장의 성장이 미술 시장의 세계화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인다. 냉소적 리얼리즘과 비판적인 팝아트 양식으로
작업하는 몇몇 중국 작가는 국제적인 명성을 지니고 구미의 수집가를 대형
경매 회사를 통해 확보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작가는 국외에 알려지지 않고
중국의 경매를 통해 지역 수집가가 구매한다는 것이다.
2005년 서울에서 열린 미술 시장 투자 강연회에서 소더비의 존
탠콕(John Tancock) 부사장은 과거에는 서양인이 아시아 현대 미술을 서양
미술의 아류로 치부했다고 지적했다.264) 19세기 말부터 유럽에서 유학한
계층이 서양 미술을 배워서 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아시아 현대
작가 중 주목받는 작가는 서양에 정착하고 현대 서양의 표현 방식에
아시아적 감수성을 더하는 것에 성공한 작가라고 말했다. 일본인으로
미국에 정착한 이사무 노구치(Isamu Noguchi)와 베이징 태생으로 파리에서
활동한 자오우키(Zao Wouki)의 작품을 예로 들었다. 소더비의 블레이크
코(Blake Koh) 부사장에 따르면, 세계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 아시아 현대
미술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263) Olav Velthuis, “Globalization of Markets for Contemporary Art: Why Local Ties
Remain Dominant in Amsterdam and Berlin”, European Societies, 15:2 (2013), pp. 290-308.
264) 이 강연회는 2005년 1월 20일 서울 신라 호텔에서 서울옥션과 조흥은행 프라이빗
뱅킹의 주최 아래 열린 미술품 투자 강연회이다 . 소더비 경매의 현대 미술 담당 매튜 캐리
윌리엄스 (Matthew Carey-Williams) 부사장, 인상주의 미술 담당 존 텐콕 (John Tancock)
부사장, LA 소더비의 블레이크 코(Blake Koh) 부사장 등 소더비 전문가 3인이 투자로서의
미술품에 대해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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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 스기모토(Hiroshi Sugimoto), 다카시 무라카미, 나라 요시토모(Nara
Yoshitomo) 등의 일본 현대 작가가 앞섰고 왕광이(Whang Guangyi),
장샤오강, 쩡판즈 등의 중국 작가가 뒤를 이었다. 중국 작가는 단지
세계적인 중국의 성장에 편승하고 있으며, 일본의 다카시 무라카미와 같은
작가는 패션과 대중문화에 영합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미술품

경매

시장은

현재까지도

서구라는

지역적

중심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을 선두로 한 아시아 미술품 경매 시장이
성장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미술계의 중심은 서구라는 것이다. 작품적
측면에서

아시아성이

동양인에게

동양적이거나

향토적인

것이

아닌

서구인이 느끼는 동양성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시장적 측면에서
경매를 주축으로 한 미술 시장의 세계화는 분명히 존재하는 현상이며,
과거와 비교하여 급격히 팽창한 아시아 미술 시장의 규모가 경매를
주축으로 한 지역적 시장의 확산과 세계화를 증명한다.

2) 21세기 미술품 경매의 행보
세계 미술품 경매 시장은 유럽에서 시작하여 뉴욕과 런던을
중심으로 전성기를 이루었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현대 미술 시장은
파리에서 뉴욕으로 이동하였으며, 뉴욕이 세계 동시대 미술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앞서

살펴보았듯이,

2000년대

초반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아시아 미술 시장이 급성장하며 홍콩 역시 뉴욕과
더불어 세계 현대 미술의 중심에 있다. 경매를 중심으로 한 세계 미술
시장은 1975년 이래 1980년까지 꾸준한 상승을 보이다 1985년부터
급격히 상승하여 1990년 정점에 이르렀다. 1980년대 후반부터 5년 동안
9배 이상 성장한 미술 시장의 배경에는 일본 구매자가 있었다. 이후 미술
시장은 급격히 붕괴하여 1993년까지 추락을 거듭했으며, 이

당시의

미술품 가격은 정점일 때의 절반으로 추락했다. 바닥을 친 미술품 경매
시장은 1993년부터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여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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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하락을 제외하고는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면서 다시 상승하다 2008년
정점을 맞이했다. 하지만 2008년 서구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대폭 하락하다
2010년부터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림 3] 미술 사조별 경매 매출액의 변화 265)

[ 그림 3]은 1998년부터 2017년까지의 미술 사조별 경매 매출액의
변화를 보여준다. 올드 마스터와 19세기 미술 부분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전후 동시대 미술 작품의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미술 시장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첫째,
세월이 흐르며 한 시대의 걸작이 시장에서 사라져 거래량이 줄기 때문이다.
인상파 작가의 작품이 모더니즘 작품보다 희귀해지고 모더니즘 작품 역시
동시대 미술 작품보다 보기 힘들어지면서, 점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게 된다. 즉, 근대의 대표작을 미술관이나 재벌이 소장하면서 시장의
거래량이 점차 줄어든다. 또한 둘째, 미술 시장을 움직이는 수집가의
265) 출처 : The Artprice Annual Reports: Contemporary Art Market Trend 2017, Accessed
December 9, 2018. https://www.artprice.com/artprice-reports/the-contemporary-art-market-report2017/the-financial-appeal-of-contemporary-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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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선호하는 작품의 시대도 젊어졌기 때문이다. 수집가가
공감하는 작품은 시대를 호흡하는 작가이다. 셋째, 국가의 경제력 변화에
따른 시장 지배 작가의 이동이다. 유럽이 실물 경제를 지배하던 시기에는
유럽 작가가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미국이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지배하면서 미술 시장도 미국이 주도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앞서 고찰하였듯이 미술 시장에서 경매 회사의
성장은 과거 암묵적으로 미술 시장에 적용된 분업, 즉 1차 시장은 갤러리
영역, 2차 시장은 경매 회사 영역을 넘어서 1970년대 이후 새로운 수입의
원천으로 동시대 미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왔기 때문이다. 미술 작품이
1차 시장인 갤러리에서 판매된 이후에는 다시 매매되지 못하게 규정한
시장 문화 때문에 경매 회사는 인상파나 모더니즘 작품과 같은 근대의
걸작에 집중했으나, 한정된 공급량으로 근대의 걸작이 점차 고갈되자
지속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동시대 미술 시장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266) 1990년부터 시장이 절정에 달한 2008년 사이 경매 시장의
동시대 미술 작품 매출은 5배 이상 올랐으며, 2003년에서 2007년 사이
동시대 미술 시장의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851%라는 극적인 성장을
보였다. 이는 전체 미술 시장이 311% 성장한 것보다 높은 수치이다.267)
경매를 중심으로 한 세계 미술 시장은 동시대 미술의 부흥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현대 미술의 등장으로 꾸준히 상승하다 2008년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다시금 하락한다. 하지만 국가 경제력과 함께 급상승한
중국 미술 시장과 저변이 확대된 동시대 미술 시장의 영향으로 2012년
정점을 찍고 이후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소더비의 역사를 살펴보면, 미술 시장이 최초로 설립된 유럽의 국
가 중 영국에서 시작해 1970년대 오일 쇼크와 경제 불황으로 미국 자본으
로 흡수된 뒤, 21세기 강대국으로 올라선 중국계 회사를 최대 주주로 삼게
되었다. 이는 경제의 흐름에 따라 힘이 이동하는 미술 시장을 확연히 반영
하는 것이다. 2016년 11월 기준 소더비의 주가가 11% 넘게 폭등했으며, 3
266) Velthuis (주 263), pp. 369-378.
267) The Artprice Annual Reports: Contemporary Art Market Trend 2007/2008. Accessed
December 9, 2018. https://imgpublic.artprice.com/pdf/fiac08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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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실적에서 적자 폭은 2015년보다 늘어났지만, 경매 수수료 마진율은 전
년 15.3%에서 16.5%로 상승했다.268) 2015년부터 세계 미술품 시장이 침체
해 있던 상황에서 상승한 마진율을 보인 것은 소더비가 선방한 결과로 평가
된다. 미술품 경매 시장은 2010년 이후 꾸준히 호황을 누리다 2015년부터
소폭 하락하기 시작했다. 유럽 순수예술재단(TEFAF)의 예술품 시장 보고서
에 따르면, 2015년 글로벌 미술품 매출은 이전보다 7% 감소한 638억 달러
였다.269)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전성은 미술품 구매자에게도 영향을 끼쳤
고 이는 소더비와 크리스티에도 적용되었다. 경매에 출품된 작품 대부분이
추정가의 하한선에서 낙찰되거나 유찰되었고, 경매 회사의 인력 축소와 작
품 개런티 삭감 등 정책적 변화를 초래했다. 한편 소더비는 2016년 ‘과학감
정부서(Scientific Research Department)’를 신설하고 미연방 수사국(FBI) 출
신의 위조 예술품 감식 전문가 제임스 마틴(James Martin)의 회사 ‘오리온
애너리티컬(Orion Analytical)’을 인수하여 보다 체계적인 미술품 감정 시스
템을 구축했다.270) 숙련된 전문가의 위작이 미술 시장을 위협하는 현상 때
문이다. 소더비가 고객의 신뢰를 위해 미술품 전문 감정회사를 인수한 것은
현대 미술 시장의 현실에 적합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2017년 아트 바젤과 스위스 UBS 그룹이 발표한 ‘2017년 글로벌
아트 마켓 리포트(2017 Global Art Market Reports)’에 따르면 세계 미술
시장 규모는 전년보다 11% 줄어든 566억 달러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미술 시장 축소의 원인을 브렉시트의 여파라고 진단한다. 미술 시장의
축소는 특히 경매 회사 점유율 하락에 기인하는데, 2015년 소더비와
크리스티의 세계 미술 시장 점유율의 42%였지만 2016년에는 38%로
감소하였다.271) 하지만 세계 미술 시장의 중심에 있는 소더비와 크리스티는
268) Sotheby’s Reports Third Quarter 2016 Financial Results. Accessed December 17, 2018.
https://sothebys.gcs-web.com/static-files/ec15e2a3-02d0-43aa-a310-4ad0a5fc9e6e.
269) Mary Childs, “Sotheby’s Losses Widen as Art Market Cools”, Financial Times,
(November 7, 2016). Accessed December 9, 2018. https://www.ft.com/content/4866aada-48513a2f-ad8c-12ea21ee9910.
270) 소더비는 2011년 경매에 출품되어 1,000만 달러에 낙찰된 17세기 프란스 할스의
초상화 작품이 위작으로 판명되는 불미스러운 사건을 겪었는데 이 당시 작품의 진위를 밝힌
이가 제임스 마틴이다. 당시 작품을 구입했던 수집가가 해당 작품에 대해 안료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 작품에 사용된 안료가 17세기의 것이 아닌 현대의 안료로 판명되어
위작임이 증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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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와 로스앤젤레스에 새로운 전시장을 개관하며 발 빠른 대처에
나섰다.

소더비는

2017년

3월

두바이에

새로운

갤러리와

사무실을

설립했다. 소더비에 따르면, 두바이 시장은 지난 5년 동안 30%의 꾸준한
성장률을 보였고 2016년 한 해 동안 41%의 고객이 증가했다. 현재
두바이에서 최대 규모의 전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소더비의 중동 및 인도
회장

에드워드

깁스(Edward

Gibbs)는

중동

고객이

미래의

시장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이행할 것이라며 중동 예술 시장의 잠재된
가능성을 언급했다.272) 2017년 3월 개최된 런던 소더비의 결과를 살펴보면,
브렉시트의 여파로 런던 미술 시장의 축소될 것이라는 예측은 기우에
불과했다. 3월 동시대 미술 작품 경매에서 거래된 1억 1,800만 파운드는
2016년 같은 기간의 판매액보다 2배 이상 급등한 수치이다. 또한 이날
세일에서 게르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의 <빙산(Eisberg)>(1982)은
1,770만 파운드에 판매되었다. 또한 3월 개최된 인상, 모던, 초현실주의
미술 작품 경매에서는 지난해 같은 세일의 총액보다 68.7% 증가한 2억
139만 파운드의 작품이 거래되었다.273)
크리스티 역시 2016년 3월 런던 사우스 켄싱턴(South Kensington)
의 지사를 철수하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지점을 축소하는 동시에
2016년 10월 베이징과 2017년 4월 로스앤젤레스 베버리힐스에 새로운
지사를 열었다. 크리스티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구매자의 35%가 미국,
30%는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35%는 아시아 출신이다.274)

2007년까지만

해도 구매자의 90%가 유럽과 뉴욕 출신이었지만 지금은 구매자의 65%
이상이 아시아와 중동에서 집계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미술 시장의 저변이
확대되어 간다는 사실을 제시해준다. 크리스티의 최고 경영자 기욤 세뤼티

271) The Art Market 2017, An Art Basel & UBS Report. Accessed December 9, 2018.
https://d33ipftjqrd91.cloudfront.net/asset/cms/Art_Basel_and_UBS_The_Art_Market_2017.pdf.
272) Anna Brady, “Sotheby’s to Hold First Sale in Dubai”, The Art Newspaper, (September
29, 2017). Accessed December 9, 2018. https://www.theartnewspaper.com/news/sothebys-toholds-first-sale-in-dubai.
273) Anny Shaw, Ermanno Rivetti, “Asian Clients Drive Strong Sales at Auction Houses”,
The Art Newspaper, (March 31, 2017). Accessed December 9, 2018. https://www.theartnews
paper.com/news/asian- clients-drive-strong-sales-at-auction-houses.
274) Christie’s Sales Results. Accessed December 9, 2018. https://www.christies.com/about-us/
press-archive/details?PressReleaseID=8767&l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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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llaume Cerutti)는 LA의 새로운 지사 설립을 통해 지난 40여 년간
중요한 시장이었으며 현재 역동적인 시장인 남부 캘리포니아의 신규
수집가를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275) 소더비와 크리스티는 미술
시장의 흐름에 따라 발 빠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세계 미술 시장이
유럽에서 다른 국가로 확대되는 지역적 확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프라인
경매에서 온라인 경매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소더비는 현재 40개국에 80개의
지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9개국에 위치한 경매장에서 해마다 약 250회
이상의 경매를 70개의 분야에서 진행하고 있다. 2015년 3월부터 전 매디슨
스퀘어 가든 컴퍼니(Madison Square Garden Company)의 경영인이었던
태드 스미스(Tad Smith)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소더비는 2015년 전년
대비 2.5% 증가한 9억 6,15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2015년 중국
생명보험 그룹 타이캉( 泰康)의 대표이자 경매 업체 자더(嘉德) 의 설립자인
천둥성(陳東升)이 소더비 지분의 13.5%를 매입하여 11.38%를 보유한 헤지
펀드 서드포인트(Third Point Management)의 다니엘 로브(Daniel Loeb)와
5.5%를 보유한 스티브 코헨(Steven Cohen) 등과 함께 소더비의 주주가
되었다.276)
소더비 경매를 예로 살펴보면, 21세기의 경매는 미술 작품 외
다양한 품목의 경매와 더불어 부동산, 교육, 갤러리 사업 등 경매라는 본업
외 다수의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였다. 호화로운 삶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소더비는

특정한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라기보다는

고급화된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제공하는 곳이 된 것이다. 소더비의 어느 한 분야에
속하는 고객은 동시에 이 회사가 다루는 모든 분야의 고객이 된다.
소더비의 경매 외 서비스는 예술 작품과 관련된 서비스와 각 분야의 전문
업체와 제휴된 예술 작품 외 다른 분야의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소더비는
예술품 외에도 자동차 경매(RM Sotheby’s), 교육 프로그램(Sotheby’s
275) I Chun Chen, “Christie’s to Open New Los Angeles Flagship”, L.A. Biz, (February 11,
2017). Accessed December 9, 2018. https://www.bizjournals.com/losangeles/news/2017/02/10/
christie-s-to-open-new-los-angeles-flagship.html.
276) Eileen Kinsella, “Chinese Investor Takes Largest Stake in Sotheby’s”, Ar tnet, (July 28,
2016), Accessed December 10, 2018. https://news.artnet.com/market/china-guardian-parent-takeslarge-stake-in-sothebys-58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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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of Art), 국제 부동산 서비스(Sotheby’s International Realty),
소더비 홈(Sotheby’s Home), 와인 자문 서비스(Wine Advisory Service)를
운영하며 고객의 영역을 예술품 수집가에서 대중으로 확장한다. 소더비의
자동차 경매는 38년의 역사를 지닌 RM 자동차 경매와 2015년 소더비가
제휴된 서비스로 두 개의 강력한 경매 브랜드의 협업이 두드러진다.
2017년에는

미국

대부분의

자동차

경매가

RM

소더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동차 경매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거래되는 평균 자동차의 가격은 30만 달러로 투자 가치가 높은 자동차가
주로 유통된다. 소더비의 국제 부동산 서비스는 1976년부터 시작된 독립된
부동산 회사로 전 세계의 부유한 고객에게 미국, 영국, 아랍, 인도, 중국
등에 위치한 고급 부동산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서비스는
미국의 유명 부동산 업체인 리얼로지 홀딩스(Realogy Holdings Corp.)와
제휴되어 국제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소더비 홈은
2013년 설립된 중고 앤티크 가구 전문 업체인 비옛(Viyet: The Interior
Design

Marketplace)을

소더비가

2018년

인수해서

만든

온라인

플랫폼이다. 다양한 중고 가구의 위탁 및 판매와 더불어 주거 관련
인테리어 용품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구매할 수 있다.
소더비의 예술 관련 서비스는 개인 고객, 미술관, 기업을 위한
서비스로 구분되어 있다. 개인 고객을 위한 서비스로는 미술 컨설팅
서비스인 아트, 에이전시, 파트너(Art, Agency, Partners, AAP), 신탁 그룹
서비스(Fiduciary Client Group), 재정/대부업 서비스(Financial Service/
Lending), 작품 수장고 서비스(Fine Art Storage), 경매 사후 서비스(Post
Sale Service), 개인 고객 그룹(Private Client Group), 프라이빗 세일
(Private Sale), 작품 반환 서비스(Restitution), 영국 미술관 관련 세금과
유산 서비스(Tax, Heritage & UK Museums), 감정 서비스(Valuations)
등이 있다.
미술관 고객에게는 미술관 서비스(Museum Service), 작품 반환
서비스(Restitution), 영국 미술관 관련 세금과 유산 서비스, 감정 서비스와
과학 감정 서비스가 제공되며 기업 고객은 법인 미술 서비스(Corp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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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Services), 신탁 그룹 서비스, 감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소더비는 개인,

또는 기관

전시 기획자를

대상으로

매년

소더비상

(Sotheby’s Prize)을 선정해서 25만 달러의 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아트, 에이전시, 파트너(AAP) 는 2014년 설립된 예술 자문 회사로
수십 년에 걸친 경험을 토대로 개인 수집가와 기관에게 성공적인 컬렉션과
재단의 기획 등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20년 이상을 개인 수집가를 위한
자문을 담당했던 알란 슈왈츠만(Allan Schwartzman)과 크리스티의 동시대
미술 부서의 공동 대표였던 에이미 카펠라조(Amy Cappellazzo)가 설립한
AAP는 개인과 기관 수집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발전을 거듭했다. 2016년 1월 슈왈츠만과 카펠라조가 소더비의
파인 아트(Fine Art) 부문의 대표와 공동 의장으로 합류하면서, 소더비에서
AAP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AAP는 소더비의 고객에게
컬렉션의 정체성 확립 및 포괄적인 평가, 컬렉션에 대한 단기, 장기 계획
지침, 가족 컬렉션과 관련된 유산, 자산 문제, 예술가와 상속인을 위한 재단
설립 기획, 박물관 후원과 기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기업 고객을 위한 국제 법인 미술 서비스는 1995년부터 성공적인
기업의 컬렉션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뉴욕과 런던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소더비의 법인 미술 서비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AT&T, 시티 그룹(Citi Group), CBS, 코카콜라(Coca-Cola),
크레디트 스위스(Credit Suisse), HSBC, 메릴린치(Merrill Lynch)와 같은
선도적인 기업이 성공적으로 컬렉션을 구축하고 판매, 관리, 확장하는 것에
기여했다. 더불어 예술품의 홍보와 더불어 지역 사회 및 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이벤트를 지원했다. 유일하게 상장된 경매사로서 소더비는 투명성을
보장하며 기업이 소장한 작품이 최고의 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구사한다.

일례로

소더비는

2010년

커머스

뱅크(Commerce

Bank)가 소장했던 알베르토 자코메티(Alberto Giacometti)의 <걸어가는
사람(Walking

Man)>(1961) 을 1억 430만

경매에서 팔린 작품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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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에

판매함으로써 당시

소더비의 신탁 그룹 서비스는 대부분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신탁인이 직면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풀어낸다. 미술품 수집가와 관련된
변호사, 은행가, 신탁인과 협력하여 컬렉션 관리, 자선 기부 및 재단 기획,
보유한 미술품 컬렉션의 가치 평가와 판매를 주도하며, 소더비를 통해
작품을 성공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구사한다. 이 서비스를
통하여 1990년부터 2004년까지 4억 4,000만 달러에

이르는 휘트니

(Whitney) 재단의 컬렉션을 성공적으로 판매했다. 1996년에는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의 재단에서 40캐럿 다이아 몬드 등을 포함한 5,000여
점의 물품을 경매로 판매하여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작품 반환 서비스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인 1933년에서 1945년 사
이 원소유주에게 반환되지 않은 예술 작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1997년 시작된 서비스이다. 나치가 유대인 수집가에게 강탈한
미술 작품을 원래의 소유주에게 반환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창립
이래로 정당한 소유자에게 속해있지 않은 작품의 지속적인 식별에 전념하고
있다. 나치 강탈 미술품 분쟁에 연루된 작품이 경매에서 거래되면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주로 올드 마스터와 인상주의와 모던 아트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며 미술 작품의 정확한 출처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더비의 과학 감정 서비스는 경매 업계에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과학 감정을 실행하는 곳으로 30여 년의 미술 작품 과학 감정 경력을 지닌
제임스 마틴의 분석 아래 이루어진다. 마틴은 미술관, 갤러리, 보험 회사,
개인 수집가와 함께 1,800여 건의 과학 감정을 진행했다. 뉴욕과 런던에
위치한 실험실에서 회화와 조각, 가구, 와인 등의 다양한 항목을 조사하기
위하여 보존 과학을 사용한다. 이러한 과학적 조사는 소더비 각 부서의
전문가에게 정확한 작품의 출처를 찾는 것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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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도널드 톰슨(Donald Thompson)은 “경매장의 망치가 두드려지는
순간, 그 가격은 작품의 실제 가치가 되며 그 가치는 미술사의 기록이
된다”277)라는 문장을 통해 현대 미술계에서의 시장의 영향력을 표현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톰슨의 주장은 미술 시장에서 작품은 가격이 주는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경제적 가치를 형성하는 공신력 있는
주체가 경매임을 시사한다. 경매는 어떠한 상품의 가치를 측정할 때 가격과
소유권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정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번성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매는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하나의
합법적인 체제가 된다. 즉 미술 작품을 평가하는 가장 합리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다.278) 미술품 경매 시장의 발전은 유통자와 소비자 사이에
은밀하게 작품을 거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작품의 판매 가격을 공개적으로
구매자가 결정하게 했으며, 미술 시장의 투명성에 기여했다. 이는 경매
제도가 미술 작품에 대한 직접적인 거래 방식이며 가격 결정의 객관성과
개방성, 공정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이다. 예술가에게서 창조되어
갤러리에 전시되고 언론의 인정을 받은 작품의 가치는 경매라는 공개적인
시장에서 평가된다. 미술품 경매는 작품에 대한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해결하고, 작품의 가치와 정체성, 소유권을 정립한다. 경매는 엔터테인먼트
이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금전적 가치를 재정립시킨다. 본 연구는
미술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소더비 경매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분수령이
되는 주요 경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미술 시장 생태계에서 유통자로서의
경매의

주요

역할과

책임이

어떻게

동태적으로

변화하여

왔는지를

탐구하였다. 또한 서구 미술사에서 점차 변화되어 온 경매의 역할이 어떻게
미술 시장의 발전에 기여하였는지 검토하고 시대별 주요 경매와 그 의의를
분석함으로써 경매가 미술 시장의 구조적 영역을 확장해가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경매의 역할 변화를
277) Thompson (주 120), p. 178.
278) Smith (주 136),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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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한다. 소더비 경매의 역사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첫째, 미술품 경매는
단순한 유통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고급화된 경매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20세기 초반까지 미술품 경매는 유통자를 위한 도매 시장의 개념이 강했다.
하지만 1950년대 소더비의 바인베르크와 골드슈미트 소장품 경매를 통하여
경매장은 수집가가 직접 참여하는 사교계의 장으로 변화하였고, 고가의
미술 작품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거래되는 사회적인 이벤트로서 역할을
확립하였다. 공개적인 입찰 과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가격을 도출하고, 그
유형에 따라 특정한 의식과 절차를 선보이며 원활한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는 경매의 역할이 연극적인 요소와 더불어 강조된 것이다. 바인베르크와
골드슈미트 소장품 경매로 미술품 경매는 고가의 작품을 거래하기에는
저급하다는 사회적 편견 아래 기존의 단순한 도매상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던
것에서 탈피하였으며, 고가의 미술 작품을 거래하는 새로운 유통자로서
역할을 구축했다.
둘째, 미술품 경매는 시장에서의 정체성을 확립함과 동시에 특정
미술 양식의 성장과 전개에 기여했다. 미술 사조의 시장의 확립에 영향을
끼침으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새로운 양식의 미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시장의 활성화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 미술품 경매는
규모와 홍보 그리고 이에 따른 파급력으로 미술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미술품

경매를

통해서

출품되는

작품은

단지

물리적으로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 속에서 다시 한 번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근거로 소더비의 주요
경매를 분석하여 특정 사조의 시장의 발전과 확산 과정에서 경매의 역할을
연구했다. 어떠한 새로운 미술 사조가 탄생하여 발전하는 과정은 단지
화가와 비평가, 미술관, 갤러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유통자와 구매자, 그리고 이들이 형성하는
시장이며,

이

시장의

역할을

주도하는

요소가

경매임을

소더비의

골드슈미트와 스컬 소장품 경매 결과를 통해 입증하였다.
셋째, 미술품 경매는 시장의 유통 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며
1차 시장과 2차 시장의 경계를 넘어 미술 시장의 확장과 발전을 이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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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유통 구조의 변화 측면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변화를 주도했다. 첫
번째로, 경매는 기존의 작고 작가의 작품을 유통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생존

작가의 작품을

본격적으로

거래하여

시장의

저변을

확대했다.

소더비의 스컬 경매는 생존하는 미국의 동시대 작가의 작품이 유럽의 올드
마스터, 인상주의와 근대 미술 작품과 같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거래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1960년대

경매에서는

근대

유럽의

작가가

주로

거래되었으며, 생존하는 미국의 아방가르드 작가는 높은 명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1차 시장에서만 한정적으로 거래되었다. 하지만 갤러리와 경매가
각각의 시장의 기능을 분담하던 전통적인 구조는 작품의 상품 가치가
상승하며 수집가의 영향력이 커지고 비평가의 영향력은 감소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물려 변화를 맞이했고, 경매는 1차 시장과 2차 시장의 경계를
뛰어넘어 동시대 미술 시장의 확장을 주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미술품 경매는 프라이빗 마켓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경매
외 개인 거래, 화랑 인수, 경매 회사의 자체적 갤러리 개관을 시도하며
본격적으로 유통 경로를 다양화했다. 경매의 직접적인 프라이빗 시장
진출은 미술의 상품 가치가 상승해 구매자가 증가하고, 이들의 위치가
시장에서 지속해서 성장함에 따라 이뤄낸 결과이다. 경매 회사의 프라이빗
세일 매출은 2000년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시안적 관점에서는 미술 시장을 확장하는
경매의 역할보다는 화랑의 역할을 빼앗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미술계에서
부정적

시각으로

비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의

규칙이

투영되는 당연한 결과이자 긍정적 요소로 평가된다.
넷째, 미술품 경매는 시장의 유통 구조적 혁신을 이룩함으로써 예
술가의 지위 향상에 기여했으며, 이를 통해 미술 시장을 대중에게 가깝게
하고 저변을 확대했다. 미술품 경매는 수 세기 동안 예술가에게 위협을 주
는 제도처럼 인식되어 왔지만, 미술품 경매만큼 예술가를 대중에게 효과적
으로 노출할 방법은 없으며, 오히려 경매로 인해 얻는 명성은 예술가의 발
전과 확산을 도모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가격의 투명성과 대중 매체에 의한
노출은 경매 가격에 공신력을 제공하며,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화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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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시장 가치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시장은 다양한 예술적 시각을 공존할 수 있게
하며 예술가가 새로운 창작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예술가는 독립적이어야 하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인정이 필수적인
역설적인 상황에 존재한다. 미술 시장의 탄생과 함께 예술가의 존재 가치가
지속해서 상승해 왔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 시대의 예술가는 일정
한 체제 안에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시장을 창조하고 유지하며 확대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경매는 이들이 공격적으로 자신의 시장 규모를 확장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데미안 허스트의
경우처럼, 시장의 유통 구조를 파괴하고 자신의 작품을 갤러리나 딜러 없이
바로 경매에 출품하는 작가도 등장했다. 경매를 통한 작가의 명성 획득은
작가의 브랜드화를 가능하게 하고 ‘스타 작가’를 탄생시켰으며, 이들은 이전
시대 비평가, 딜러, 수집가가 이끌었던 미술계를 주도하는 새로운 세력이
되었다. 자신의 내적 논리를 철저히 추구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이를 마케
팅할 능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한 이 시대의 예술가는 경매라는 플랫폼을 통
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작품을 거래하고 새로운 신진 작가 양성에 관여한다.
또한 슈퍼스타 작가의 작품은 보급판 예술품이라는 또 다른 유통 경로를 탄
생시켰다. 10만 달러 이상의 작품 가격을 무리 없이 지불하는 부유한 유명
수집가층은 미술 시장의 상위 2%만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이들의 구매 태도는 미술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거물 수집가가 수백
만 달러를 지불하고 작품을 구매하면, 일반적인 구매자는 이 방향을 따라
소비 행태를 결정하는 낙수 효과(trickle down effect)가 미술 시장에서도
관찰되는 것이다.279) 이러한 소비 행태는 고가의 작품 시장만이 아닌 대중
으로 확장된 시장을 생성한다.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을 고가에 구매할 수
없는 사람은 온라인 제공자인 아이스톰(Eyestorm) 에서 보급판 작품을 구매
하고, 제프 쿤스의 거대한 조각 작품을 구매할 수 없는 사람은 파켓
(Parkett)에서 축소판 에디션 작품을 주문한다. 다카시 무라카미는 카이카이
키키(Kaikaikiki)를 통하여 자신의 에디션 프린트를 보급한다. 유명 미술가
279) Edward Winkleman, Selling Contemporary Art: How to Navigate the Evolving Market,
(New York: Allworth Press, 2017),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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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매출액의 많은 수익을 저렴한 보급품으로 달성한다. 원본의 아우라를
지닌 대량 상품이 시장에서 예술을 즐길 줄 아는 대중에게 현실적인 가격으
로 공급되며 시장의 저변이 확장되었다.
다섯째, 미술품 경매는 미술 시장의 유통 구조적 혁신을 이룩한
것과 더불어 시장의 지역적 확산과 세계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현대의 미술은 단순한 시간성을 넘어 공간을 관통하고 사회적·정치적
시각을 요구하며 오늘날 복합적인 공간적·지역적·시간적 조건을 이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인식의 방식이 필요하다.280) 모더니즘이 미술 현상의 중심에
있었던 시대를 지나 현재의 미술은 세계화라는 개념과 함께 전 지구적인
미적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1989년 이후 문화의 다양성을 긍정하며
대두된 다문화주의를 통해 타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으며, 이는 서구
중심의 국제 미술계에서 비서구 미술 시장의 확장과 성장으로 이어진다. 전

아트포럼(Artforum)

편집장 팀 그리핀(Tim

Griffin)은 후기 산업주의

시대에 정치, 경제, 문화 영역이 서로 중첩되면서, 미술 역시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영향을 받게 되었음을 지적했다.281) 이러한 배경 아래 미술품
경매는 자본주의 사회의 중심에서 당대 사회의 현실을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하며 미술 시장을 확장했다. 1970년대 미술품 경매는 동시대 미술
작품까지 시장의 영역을 확대하여 구매자의 저변을 확대했고, 이 결과로
확장된 미술 시장에는 1990년에 이후 회화, 조각과 함께 사진과 비디오와
같은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경매와

더불어

베니스

비엔날레부터 바젤 아트페어까지 다양한 국제 미술 관련 행사가 활발히
개최되면서 구매자의 폭은 더욱 넓어졌다. 미술품 경매 시장은 유럽에서
시작하여 뉴욕과 런던을 중심으로 전성기를 이루었으며, 동시대 미술품
경매의 성공 이후 뉴욕이 세계 미술품 경매 시장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21세기 아시아의 미술품 경매 시장이 급성장하며 홍콩 역시
280) 『옥토버(October)』가 2009년 미국과 유럽의 평론가, 큐레이터, 학자들을 대상으로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들은 ‘동시대 미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광범위하게 보여주었다. Hal Foster, “Questionnaire on ‘The Contemporary’”, October 130
(Fall 2009), pp. 3-124.
281) Tim Griffin, “Worlds Apart: Contemporary Art, Globalization, and the Rise of
Biennials”, in Alexander Dumbadze, ed., Contemporary Art 1989 to the Present, (West
Sussex: John Wiley & Sons, Inc, 2013), pp.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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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과 함께 세계 미술 시장을 주도하는 지역적 확장을 이룩하며 미술
시장의 성장에 기여했다. 미술품 경매가 주도한 이러한 현상은 21세기
미술계의 가장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술품 경매는 서구 미술사에서
동태적으로 역할을 변화하며 미술 시장의 발전과 확장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동시에 미술 작품의 상품화에 대한 인식 확산을 통해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만을 부각시켜 예술 창작의 근본적인 의미를 해치며, 미술
작품의

내적

가치를

저하시키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위험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동시대 미술품 경매 시장의 비약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경매라는 하나의 유통의 주체가 1차와 2차 시장에서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킬 가능성에 노출된
것이다. 1차와 2차 시장 내에서 창작자, 수집가, 유통자 간의 공공연한
결탁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평가와 감정, 가격 결정 구조에서도 공정하지
않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대중에게 노출되는
경매의

결과로

미술품

상품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대중에게

확산시킴으로써 지나치게 작품의 외재적 가치만을 강조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중매체를 통해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미술품을
투자의 대상으로만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시대 미술 시장을 성장시킨 원동력으로 작용한 스컬
경매의 경우, 경매의 결과는 성공적이었으나, 일부 평론가는 미술 작품의
본질적 가치를 저하시키고 오로지 경제적 가치만을 추구한 사례로 평가한
다. 스컬 경매는 미술 작품의 본질적 내용이나 구성이 아닌 오로지 낙찰 금
액만이 중요시 되었다는 것이다. 미술평론가 바바라 로스(Barbara Rose)는
스컬 경매를 “멍청한 작가가 놀림 받는 괴물로 대접받은 희대의 서커스”라
비평하며 진정한 예술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매였다고 평했다. 로
스는 이 경매에서는 모두가 판매가에만 관심을 두었고, 수혜자는 작가도 화
상도 아닌 오로지 스컬뿐 이었음을 지적했다.282)
이러한 경매의 측면은 예술에 대한 철학적 성찰보다는 교환 가치와
282) Barbara Rose, “Profit Without Honor”, New York Magazine, (November 5, 1973), pp.
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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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성 및 투자 가치와 같은 경제적인 요소에만 대중의 관심이 지나치게 편
중되는 결과를 초래했다.283) 이렇게 미술품의 상품화는 아직 완전히 평가되
지 않은 일부 생존 작가의 작품에 과대한 가격대를 형성시켰다. 벤처 투자
가 에릭 잰슨(Eric Janszen)이 지적한 자기 강화적 신뢰 체계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치솟는 ‘자산 가격 과대 팽창(asset-price hyper-inflation)’ 현상이
미술계에도 나타난 것이다.284) 경매가 시장을 주도하기 전에는 딜러가 신진
작가의 작품 가격을 비교적 합리적으로 정해 고객의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했다면, 이슈가 필요한 오늘날의 시장에서는 시장에 막 진입하는 작품의 가
격도 고가로 책정되어야만 구매자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는 처음으로 경
매에 등장하는 작가의 작품의 가격이 백만 달러 이상이 넘게 출품되고 낙찰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285) 미술 작품의 지나친 상품화는
결과적으로 작품의 깊이의 결여를 초래한다. 이는 현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17세기 유럽 경제 부흥과 더불어 미술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나타
난 현상 중 하나이다. 새로운 부가 생성되며 예술품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
구가 증가했고, 이러한 수요의 증가는 역으로 작품의 양과 질 면에 영향을
미쳤다. 작품을 구매할 능력은 되지만 작품에 묘사된 신화나 종교적 내용,
또는 비유에 대한 복잡한 내용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교양이 부족한 새
로운 구매자 집단이 생겨남으로, 결과적으로 미술 작품에서 의미와 내용을
찾기가 점차 어려워졌다.286) 이는 현대 미술 시장에도 만연한 현상으로, 현
대 미술의 지류가 급격히 변화하는 시장의 역동성에 굴복하여 작품의 지적
인 깊이가 사라졌다. 미술 작품의 상품화 현상은 작품의 내용과 의미보다도
작품에 대한 유명 딜러, 경매와 같은 시장을 통한 홍보와 유명 컬렉터의 관
심을 더 중요시 하게 되면서 작품 자체의 깊이 결여와 더불어 작품을 소유

283) Smith (주 136), pp. 35-50.
284) Eric Janszen, “The Next Bubble: Priming the Markets for Tomorrow’s Big Crash”,
Harper’s Magazine, (February 2008). Accessed December 22, 2018. https://harpers.org/archive/
2008/02/the-next-bubble/.
285) 아트프라이스가 2007/2008년 선정한 동시대 미술품 경매에 처음으로 등장한 작가
50명(Top 50 Best)을 낙찰액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이란, 러시아, UAE, 레바논, 시리아의
작가가 등장했고, 이중 75%가 중국 작가였다. 순위 1위인 이브게니 츄바로브(Evgeny
Chubarov)은 2007년 2월 처음으로 경매 시장에 출품되었는데, 이미 백만 달러 이상이었
으며, 중국작가 순 리쉰(Sun Lixin)도 최초 낙찰가가 70만 달러 이상이었다.
286) 도시 (주 127),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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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사실이 작품 자체보다 중요해지는 문제점을 초래했다.
미술품 경매의 발전으로 나타난 또 다른 문제점은 경매를 통해
탄생한 스타 작가의 시장 독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품 경매가 미술
시장의 발전에 기여한 중요한 역할 중 한 가지를 시장의 유통 구조적 혁신
을 이룩하며 나타난 예술가의 지위 향상으로 정의했다. 경매 시장의 성장
속에서 일부 특정 미술 작가는 스타 작가로의 명성을 획득하여 화상이나 경
매에 국한되지 않는 독립적인 유통 채널을 스스로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이
다. 스타 작가는 현대 미술계의 중요한 특징으로, 작가가 단지 평가받는
대상이 아닌, 스스로를 홍보하고 상업화할 줄 아는 시장을 주도하는 주체로
진화한 긍정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스타 작가로만 분류된
미술가의 작품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승자 독식 시장이 형성되고, 그 외의
작가의 작품이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성화 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미 브랜드화 되어 있지 않은 작가의 작품은 평가와 유통이 매우 어려워지
는 것이다. 도널드 톰슨이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런던과 뉴욕에는 약 8만
명의 미술가가 살고 있는데, 이 중 연간 100만 달러가 넘는 소득을 창출하
는 슈퍼 스타 작가는 75명 정도이다. 슈퍼 스타 작가 아래에는 성공한 작가
로 인정받는 완숙한 작가가 약 300여 명 있다. 이들은 작품 수입으로 연간
몇 십만 달러의 소득을 벌어들이며, 유명 화랑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완
숙한 작가 밑에는 주요 화랑의 전속 작가가 약 5,000여명 있다. 이들은 작
품 판매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작가 외의 다른 직업을 병행한다. 런던과 뉴
욕에는 화랑에 전속되지 못한 작가가 3만 여명 존재한다. 미술 시장이 활성
화되며 미술 작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자인 작가 역시 증가하지만
주요 화랑의 선택을 받기는 매우 어렵다. 런던과 뉴욕에는 작가 협동 조합
이나 개인적으로 또는 지역 화랑을 통해 작품 판매를 시도하는 작가가 4만
5,000여명에 이르지만, 이 중 대다수가 작품 판매에 실패한다.287) 또한 다
이애나 크레인의 연구에 따르면,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안정적인 경
제적 수입을 올린 작가는 유명 화랑과 연관된 일부 작가뿐이다. 이 시기 시
장에 등장한 회화 작품 중 1% 미만의 작품만이 실제로 거래되었다.288) 스
287) Thompson (주 120), p. 79.
288) Crane (주 189), pp. 17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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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작가가 되지 못하는 작가의 상당수는 미술계를 떠나게 되며, 이들 중에
는 재능은 있지만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작가 역시 상당 수 존재한다.
아울러 스타 작가를 선정하는 과정에 투기적 욕망이 개입될
위험성이 있다. 특히 동시대 미술 시장에서는 유명 화랑과 부유한 구매자를
주축으로 내적, 외적 프로모션이 동시에 진행되어 스타 작가가 만들어질 수
있다. 미술사를 살펴보면 위대한 예술가는 각 시대마다 사회의 아이콘
이었으며,
시대를

예술적· 사회적· 경제적

아우르는

예술가의

요소가

탄생은

혼합되어

작가뿐만

탄생한

아니라

산물이었다.

화상,

수집가,

큐레이터, 비평가 등이 참여하여 작품의 예술적 의미를 부여하고 인정하는
집단적인 행위의 결과물이다. 현 미술계에는 스타 작가라는 브랜드가
구축되면서 신격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직접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특정 집단, 즉 작가 본인을 포함한 소수의 유명 화상, 경매 회사, 수집가
등이 있다. 이들은 공공 미술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특정 작가의 작품
세계에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경매와 아트 페어에서의
반복적인 매매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확립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특정
작가를 스타 작가로서의 브랜드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위치를 확립하는 것이다. 특히 소더비와 크리스티와 같은
경매 회사로 인해서 동시대 작가의 작품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낙찰
가격이라는 품질 보증서를 제공받게 된다. 이처럼 미술품 경매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성공이 작가에 대한 신뢰성과 동등해지고, 작품의 가격과
작가의 명성이 동일시되었다. 미술품 경매와 시장의 발전으로 인한 스타
작가의 탄생은 작가에게 새로운 지위를 부여한 혁신적인 변화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작가 간의 극단적인 계급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결코 건강한 미술 생태계의 조건이 아니며, 스타 작가를 변별해내고
시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정당한 기준과 인식적 성찰, 그리고
비평적 견제 역시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는 크게 할애하지 않았으나 경매 회사를 주축으로
한 시장의 성장과 함께 대두된 예술품 범죄(Art Crimes) 역시 미술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예술 작품의 절도 또는 해외로의 불법 반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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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는 미술 작품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로, 1980년대의 세계 경제의 부흥과
미술품 경매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유통경로와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빈도수가 더욱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289) 미술품 경매에서 소장기록, 즉
작품의 출처는 위작과 관련한 중요한 요소로 면밀하게 검토 되어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으로 출처가 위조되어 작품의 진위와 출처
여부가 불분명해지면서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서 시장은 문화 생산과 공존하는
동반자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본주의를 사유재산과 자발적인 교환에 근거를
둔

체제로

정의했는데, 이

체제 내에서

개인이 자본이라는 상품을

소유한다는 사실과 연결해 시장의 순수한 형태에 근거하여 정의하기 보다는
미술 시장의 역사적인 시각과 맞물린 측면에서 분석하였다.290) 시장 경제는
예술의 성장을 장려하며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 원칙은 창조성의 추구에
도움을 준다. 또한 예술가와 구매자의 취향을 발전하게 하며, 과거의
유산을 보존하고 복원하여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문화적
영역에서 시장의 구조는 단순히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역할이 아니라
시장의 이윤과 재산권이 존재하는 견고한 제도적 틀 내에서 예술가와
소비자의

다양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예술의 적으로 간주되며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듯이, 걸작은 단지 예술가의
재능에 의해서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기능하는 환경에서 탄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매를 통해 미술이 사회적인
관심을 받으며 성장해 온 경로를 소더비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점차 진화되는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시장을
지역·사회경제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경매의
낙찰 결과와 대중 매체를 통한 경매의 적극적 홍보가 새로운 미술 사조의
시장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89) 이보아, 「문화재와 예술작품의 유실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연구」,
『문화경제연구 』, 제7권 제1호 (2004), 한국문화경제학회, p. 78.
290) Tyler Cowen, In Praise of Commercial Cultur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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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에서 예술 작품의 심미적 가치를 강조하는 측은 시장의
교환 체제를 비난한다. 그러나 ‘우수함(goodness)’은 정의되기 어려운
개념이며, 이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 사회 제도는 예술, 정치, 경제 등 어떤
분야에서도 찾기 힘들다. 특히 미술 작품의 가치는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하기 힘들며, 현대 예술에 대한 담론에는 언제나 가치중립적인 관점,
즉 현대 사회의 부와 시장이 다양한 종류의 예술을 존재할 수 있게 한다는
관점이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시장의 자본주의가 예술적 성공의 일차적인
결정 요인은 아니지만,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 시장적 요인은 일반적인
선입견에 비해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미술 시장의 역사를
통해 증명하였다.
수 세기에 걸쳐 진행된 예술의 창작과 유통은 시장의 다양한
메커니즘에 의존하며 발전했다. 본 연구는 소더비의 시대별 주요 경매
분석을 통해 미술품 경매가 각 시대에 따라 역할을 달리하며 미술 시장의
확산과 발전에 지속해서 기여했음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는 사료적 성격이
뚜렷한 특정 경매 회사의 주요 경매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다양한 각도에서 소더비 이외의 경매 회사에서 진행된 경매의 깊이
있는 검토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경매와 더불어 유통자를 포함한
미술

시장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체의

역할과

이들의

상호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경매의 발전 가능성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미술품 경매가 향후 어떻게 유통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에 따른 역기능을 극복해 나가며 미술 시장의 확장과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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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목록

[도판 1] 프란스 할스 (Frans Hals), <남자의 초상 (Portrait of a Man)>, 1630년대 ,
캔버스에 유채.
[도판 2] 소더비의 바인베르크 소장품 경매(The Weinberg Sale), 1957.
[도판 3] 에두아르 마네 (Edouard Manet), < 자화상 (Portrait de Manet Par Lui
MeMe-Manet A La Palette)>, 1879, 캔버스에 유채 , 83 × 67 cm.
[도판 4] 에두아르 마네 (Edouard Manet), < 마담 감비의 초상화(La Promenade:
Portrait de Madame Gamby Au Jardin de Bellevue)>, 1879, 캔버스에 유채 , 93
× 70 cm.
[도판 5] 에두아르 마네(Edouard Manet), < 모니에 거리의 깃발(La Rue Mosnier
aux Drapeaux-La Rue de Berne)>, 캔버스에 유채, 1878, 65 × 81 cm.
[도판 6] 빈센트 반 고흐 (Vincent Van Gogh), < 아를의 정원 (Jardin Public a
Arles)>, 캔버스에 유채 , 1888, 73 × 92 cm.
[도판 7] 폴 세잔 (Paul Cézanne), < 정물화 (Nature Morte: Les Grosses Pommes)>,
캔버스에 유채, 1890/94, 46 × 55 cm.
[도판 8] 폴 세잔(Paul C ézanne), <붉은 조끼를 입은 소년(Garcon Au Gilet
Rouge)>, 캔버스에 유채 , 1890/95, 93 × 70 cm, 92 × 73 cm.
[도판 9]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 < 사색 (La Pensee)>,
캔버스에 유채, 1876, 65 × 54 cm.
[도판 10] 소더비의 <로버트 스컬의 소장품 50점 (A Selection of Fifty Works
from the Collection of Robert C. Scull)> 도록 표지.
[도판 11] 재스퍼 존스 (Jasper Johns), < 타겟 (Target)>, 캔버스에 납화와 콜라주 ,
1961, 186 × 186 cm.
[도판 12] 재스퍼 존스(Jasper Johns), <전구(Light Bulb)>, 브론즈 , 1960, 11.5 ×
10 × 15 cm, Edition 1/4.
[도판 13] 재스퍼 존스(Jasper Johns), < 브론즈 깃발 (Bronze Flag)>, 브론즈 , 1960,
31 × 47.5 cm, Edition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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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4] 재스퍼 존스 (Jasper Johns), <색을 입한 브론즈 (Painted Bronze)>, 브론즈 ,
1960, (h) 19 cm, Edition 1/2.
[도판 15] 재스퍼 존스 (Jasper Johns), <두개의 하얀 지도 (Double White Map)>,
캔버스에 납화와 콜라주, 1965, 254 × 178 cm.
[도판 16] 빌렘 드 쿠닝 (Willem de Kooning), <스파이크 폴리 (I Spike Folly I)>,
캔버스에 유채, 1959, 200 × 174 cm.
[도판 17] 빌렘 드 쿠닝 (Willem de Kooning), < 스파이크 폴리 II(Spike Folly II)>,
캔버스에 유채, 1960, 200 × 175 cm.
[도판 18] 빌렘 드 쿠닝(Willem de Kooning), <폴리스 가젯(Police Gazette)>, 캔
버스에 유채 , 목탄 , 에나멜 , 1955, 109 × 126 cm.
[도판 19] 프란츠 클라인(Franz Kline), <우탄(Wotan)>, 캔버스에 유채 , 1950,
140.5 × 201 cm.
[도판 20] 프란츠 클라인 (Franz Kline), <오렌지와 검정 벽 (Orange and Black
Wall)>, 캔버스에 유채 , 1959, 169 × 366 cm.
[도판 21] 앤디 워홀 (Andy Warhol), <작은 캠벨 수프 캔 (토마토 )(Small
Campbell’s Soup Can(Tomato))>, 캔버스에 실크스크린 , 1962, 51 × 41 cm.
[도판 22] 앤디 워홀 (Andy Warhol), <빨간 항공메일 우표 (Red Airmail Stamps)>,
캔버스에 아크릴릭, 1962, 41 × 51 cm.
[도판 23] 앤디 워홀 (Andy Warhol), <꽃 (Flower)>, 캔버스에 아크릴릭 , 1964, 208
× 411.5 cm.
[도판 24] 로버트 라우센버그 (Robert Rauschenberg), <해빙 (Thaw)>, 캔버스에 유
채, 1959, 234 × 132 cm.
[도판 25] 로버트 라우센버그 (Robert Rauschenberg),
Feature)>, 캔버스에 유채, 1958, 127.5 × 102 cm.

< 동시

상영 (Double

[도판 26] 데미안 허스트 (Damien Hirst), < 천국은 기다려준다 (Heaven Can
Wait)>, (3부작 ), 캔버스에 나비, 다이아몬드 , 가정용 유광 도료(househol d gloss),
2008, 각 91.4 × 91.4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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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7] 데미안 허스트 (Damien Hirst), < 삼두 정치 (The Triumvirate)>, 나무 , 유
리 , 강철 , 해부학 모형 , 3개의 캐비넷 , 2008, 213.4 × 152.4 × 35.6 cm(left and
rig ht cabinet), 274.3 × 182.9 × 35.6 cm(center cabinet).
[도판 28]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 <어린 데미안(Young Damien)>, 캔버스
에 유채, 2008, 137.2 × 182.9 cm.
[도판 29] 데미안 허스트 (Damien Hirst), < 오늘은 존재하지만 , 내일은 사라진다
(Here Today, Gone T omorrow)>, 유리 , 스테인리스, MDF, 물고기 , 물고기 뼈, 아
크릴, 포름알데히드 용액 , 2008, 204 × 368.1 × 368.1 cm.
[도판 30] 데미안 허스트 (Damien Hirst), <당신과 함께 살 수 없고 , 당신 없이 살
수 없다(Can’t Live with You, Can’t Live Without You)>, (3부작 ), 유리 , MDF,
물고기 , 아크릴, 포름알데히드 용액 , 2008, 각 122 × 243.9 × 16 cm.
[도판 31] 데미안 허스트 (Damien Hirst), <금빛 송아지 (The Golden Calf>, 송아지 ,
18캐럿 순금 , 유리 , 강철 , 실리콘 , 포름알데히드 용액 , 카라라 대리석 주추, 2008,
215.4 x 320 x 137.2 cm.
[도판 32]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 <심연(The Abyss)>, 스테인리스 , 유리 ,
담배, 시가 , 립스틱, 재, 2008, 236.1 × 470.2 × 10 cm.
[도판 33]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 < 당신과의 기억 (Memories of/ Moments
with You)>, (2부작), 금도금한 강철, 유리, 다이아몬드 , 2008, 각 91 × 137.2 ×
10 cm.
[도판 34]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 <천국의 향기 (Fragments of Paradise)>,
스테인리스, 유리 , 다이아몬드 , 2008, 183.3 × 275.5 × 10 cm.
[도판 35] 데미안 허스트 (Damien Hirst), <선의 끝 (The End of the Line)>, 스테인
리스, 유리 , 의약품 상자, 2008, 182.9 × 274.3 × 29.4 cm.
[도판 36]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 < 시편 3편과 시편 6편 (Psalm 3 and
Psalm 6)>, (2점 ), 캔버스에 나비 , 가정용 유광 도료, 2008, 각 지름 45.7 cm.
[도판 37] 데미안 허스트 (Damien Hirst), <내 머릿속의 영원한 아름다움 , 어떻게
오늘날의 미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Beautiful Inside My Head Forever,
How Can You Not Love Today Painting)>, 캔버스에 가정용 유광 도료, 플라스
틱 해골, 2008, 213.4 × 121.9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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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8] 데미안 허스트 (Damien Hirst), <믿을 수 없는 여정(The Incredible
Journey)>, 얼룩말, 유리 , 강철, 실리콘 , 포름알데히드 용액 , 2008, 208.6 × 322.5
× 108.8 cm.
[도판 39] 데미안 허스트 (Damien Hirst), <타임 투 킬 (Time to Kill)>, 유리, 강철 ,
MDF, 사무용 의자 , 수지 , 플라스틱, 파라세타몰 (paracetamol) 알약, 블랙베리 , 시
계 , 청동 이구아나 , 2008, 127.5 × 102 cm.
[도판 40] 자오우키 (Zao Wou-Ki), <15.01.82>(3연작 ), 캔버스에 유채 , 1982, 195
× 390 cm.
[도판 41] 리우 예 (Liu Ye), <검 (S word)>, 캔버스에 유채와 아크릴릭 , 2001-02,
180 × 360 cm.
[도판 42] 쩡판즈 (Franz Kline), <최후의 만찬 (The Last Supper)>, 캔버스에 유채 ,
2001, 220 × 39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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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판

[도판 2] 소더비의 바인베르크 소장품 경매
(The Weinberg Sale), 1957.

[도판 1] 프란스 할스 (Frans Hals), < 남자
의 초상 Portrait of a Man>, 1630년대,
캔버스에 유화.

[도판 4] 에두아르 마네 (Edouard Manet),
<마담 감비의 초상화 La Promenade:
Portrait de Madame Gamby Au Jardin
de Bellevue>, 1879, 캔버스에 유화,
93 x 70 cm.

[도판 3] 에두아르 마네(Edouard Manet),
< 자화상 , Portrait de Manet Par Lui
MeMe - Manet A La Palette>, 1879,
캔버스에 유화, 83 x 67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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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6] 빈센트 반 고흐 (Vincent Van
Gogh),
< 아를의 정원 Jardin Public a
Arles>, 캔버스에 유화, 1888, 73 x
92 cm.

[도판 5] 에두아르 마네(Edouard Manet),
< 모니에 거리의 깃발 La Rue Mosnier
aux Drapeaux - La Rue de Berne>,
캔버스에 유화, 1878, 65 x 81 cm.

[도판 7] 폴 세잔(Paul Cezanne), <정물화
Nature Morte: Les Grosses Pommes>,
캔버스에 유화, 1890/94, 46 x 55 cm.

[도판 8] 폴 세잔(Paul Cezanne), <붉은
조끼를 입은 소년 Garcon Au Gilet
Rouge>, 캔버스에 유화 , 1890/95, 92 x
73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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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9] 피에르-오귀스트 르누아르(Pierre
-Auguste Renoir), < 사색 La Pensee>,
캔버스에 유화, 1876, 65 x
54 cm.

[도판 10] 소더비의 <로버트 스컬의 소장품
50 점 A Selection of Fifty Works from
the Collection of Robert C. Scull> 도록
표지, 1973.

[도판 11] 재스퍼 존스(Jasper Johns),
< 타겟 Target>, 캔버스에 납화와 콜라주,
1961, 186 x 186 cm.

[도판 12] 재스퍼 존스(Jasper Johns),
<전구 Light Bulb>, 브론즈 , 1960, 11.5 x
10 x 15 cm, Edition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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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3] 재스퍼 존스(Jasper Johns),
< 브론즈 깃발 Bronze Flag>, 브론즈 , 1960,
31 x 47.5 cm, Edition 1/4.

[도판 14] 재스퍼 존스(Jasper Johns),
<색을 입한 브론즈 Painted Bronze>,브론
즈, 1960, (h) 19 cm, Edition 1/2.

[도판 15] 재스퍼 존스(Jasper Johns),
< 두개의 하얀 지도 Double White Map>,
캔버스에 납화와 콜라주, 1965, 254 x
178 cm

[도판 16] 빌렘 드 쿠닝(Willem de
Kooning), < 스파이크 폴리 I Spike Folly
I>, 캔버스에 유채 , 1959, 200 x 174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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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8] 빌렘 드 쿠닝(Willem de
Kooning), <폴리스 가젯 Police Gazette>,
캔버스에 유채 , 목탄 , 에나멜 , 1955, 109 x
126 cm.
[도판 17] 빌렘 드 쿠닝 (Willem de
Kooning), <스파이크 폴리 II Spike Folly
II>, 캔버스에 유채, 1960, 200 x 175 cm.

[도판 20] 프란츠 클라인(Franz Kline),
<오렌지와 검정 벽 Orange and Black
Wall>, 캔버스에 유채, 1959, 169 x
366 cm.
[도판 19] 프란츠 클라인 (Franz Kline),
< 우탄 Wotan>, 캔버스에 유채, 1950,
140.5 x 201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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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2] 앤디 워홀 (Andy Warhol), <빨간
항공메일 우표 Red Airmail Stamps>, 캔버
스에 아크릴, 1962, 41 x 51 cm.

[도판 21] 앤디 워홀 (Andy Warhol), < 작은
캠벨 수프 캔 (토마토) Small Campbell’s
Soup Can(Tomato)>, 캔버스에 실크스크
린, 1962, 51 x 41 cm

[도판 23] 앤디 워홀 (Andy Warhol),
< 꽃 Flower>, 캔버스에 아크릴 , 1964, 208
x 411.5 cm.

[도판 24] 로버트 라우센버그 Robert
Rauschenberg), < 해빙 Thaw>, 캔버스에
유채, 1959, 234 x 132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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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6]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
<천국은 기다려준다 Heaven Can Wait>,
(3 부작), 캔버스에 나비 , 다이아몬드 , 가정
용 유광 도료(household gloss), 2008,
각 91.4 x 91.4 cm.

[도판 25]
로버트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
<동시
상영
Double
Feature>, 캔버스에 유채, 1958, 127.5 x
102 cm.

[도판 27]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

<삼두 정치 (The Triumvirate)>, 나무 ,
유리, 강철 , 해부학 모형 , 3개의 캐비
넷, 2008, 213.4 × 152.4 × 35.6
cm(left and right cabinet), 274.3 ×
182.9 × 35.6 cm(center cabinet).

[도판 28]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
<어린 데미안 Young Damien>, 캔버스에
유채, 2008, 137.2 x 182.9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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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9]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
< 오늘은 존재하지만 , 내일은 사라진다 Here
Today, Gone Tomorrow>, 유리 , 스테인리
스, MDF, 물고기, 물고기 뼈, 아크릴, 포름
알데히드 용액, 2008, 204 x 368.1 x
368.1 cm.

[도판 30]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
<당신과 함께 살 수 없고 , 당신 없이 살 수
없다 Can’t Live with You, Can’t Live
Without You>, (3부작), 유리, MDF, 물고
기, 아크릴, 포름알데히드 용액, 2008,
각 122 x 243.9 x16 cm.

[도판 32]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
<심연 The Abyss>, 스테인리스, 유리, 담
배, 시가, 립스틱, 재 , 2008, 236.1 x
470.2 x 10 cm.

[도판 31]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
< 금빛 송아지 The Golden Calf>, 송아지,
18 캐럿 순금, 유리, 강철 , 실리콘 , 포름알데
히드 용액, 카라라 대리석 주추 , 2008,
215.4 x 320 x 137.2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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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3]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
< 당신과의 기억 Memories of/ Moments
with You>,(2부작), 금도금한 강철, 유리,
다이아몬드, 2008, 각 91 x 137.2 x
10 cm.
[도판 34]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
<천국의 향기 Fragments of Paradies>, 스
테인리스, 유리 , 다이아몬드, 2008, 183.3 x
275.5 x 10 cm.

[도판 35]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
< 선의 끝 The End of the Line>, 스테인리
스, 유리, 의약품 상자, 2008, 182.9 x
274.3 x 29.4 cm.

[도판 36]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
<시편 3 편과 시편 6편 Psalm 3 and Psalm
6>, (2점 ), 캔버스에 나비, 가정용 유광 도
료, 2008, 각 지름 45.7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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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7]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
< 내 머릿속의 영원한 아름다움, 어떻게 오
늘날의 미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
Beautiful Inside My Head Forever, How
Can You Not Love Today Painting>, 캔
버스에 가정용 유광 도료 , 플라스틱 해골,
2008, 213.4 x 121.9 cm.

[도판 38]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
<믿을 수 없는 여정 The Incredible
Journey>, 얼룩말 , 유리, 강철, 실리콘, 포
름알데히드 용액, 2008, 208.6 x 322.5 x
108.8 cm.

[도판 40] 자오우키 (Zao Wou-Ki),
<15.01.82> (3연작), 캔버스에 유채, 1982,
전체 195 x 390 cm.

[도판 39]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
< 타임 투 킬 Time to Kill>, 유리, 강철,
MDF, 사무용 의자 , 수지, 플라스틱, 파라
세타몰 (paracetemol) 알약, 블랙베리, 시
계, 청동 이구아나 , 2008, 127.5 x
102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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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2] 쩡판즈(Zeng Fanzhi), < 최후의
만찬 The Last Supper>, 캔버스에 유채,
2001, 220 x 395 cm.

[도판 41] 리우 예(Liu Ye), < 검 Sword>,
캔버스에 유채와 아크릴릭, 2001-02, 180
x 3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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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Art Auction as a Distributor of the Art Market
-Focused on the History of Sotheby’s-

Kim, Sunghye
Art Management, Interdisciplinary Program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how auction’s main role and responsibility
as a distributor in the art market ecosystem have dynamically changed
and how it contributed to the expansion of the art market from an
industrial perspective. This dissertation, thereby, analyzes how auction
played a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art market by investigating the
western art market history based on the history of Sotheby’s, a
global-leading art auction house, as well as major watershed auction
sales from different historical periods.
The art market has existed in various forms since the Middle
Ages. The forms include a high-end market hauled by patrons, a public
market grown by guild and pand, and an art market formed through
the network among artists, dealers, collectors, and auction companies
with the birth of avant-grade art. In the 20t h century, the contemporary
art market began to emerge with a boom in the auction and the art
market served as an important factor in assessing the value of artworks
beyond criticism and curating. Since then, the success of the art market
in the 21st century has reached its pinnacle, and its success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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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ded from the West to the East.
All forms of art are continually redefined and restructured as it
is a cultural structure, not a domain of nature. Accordingly, art is
essentially a historical product. In this sense, even though understanding
the historical flow ought to be the fundamental starting point when
discussing socioeconomic aspects of art, the research on the art market
is more often concerned with the analysis on present time than with
historical consideration. Studies in art history and artists have been
conducted irrespective of the markets associated with them, and art
history did not pay much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the
market. Research on the art market is more than just a study of art
history in a sense that the research must broadly examine the artists,
the art world, the art forms, the history of the art movement, the
status and consumption trend at the time, economic value, and the
roles of the major figures in the art world such as dealers and
collectors. Research in the art market is a new field of study,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art and management. Therefore, investigating
on the changing role of the auction and its contribution to the market,
which plays a pivotal role in the art market from a historical
viewpoint, can create significant meanings in terms of art history and
the art market.
This study is mainly divided into two parts: 1) historical
review of the art market and the auction, 2) role of the auction in the
art market, focusing on Sotheby’s. The main body consists of three
parts including the birth of the art auction, the role of the auction, and
development of the auction. The first section discussing the birth of the
auction presents the origins of the auction system and the background
of

the

European art

market. The

second

section exploring

the

establishment of the role of the auction defines the key element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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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e the art market ecosystem, examines the role of the auction as
a distributor, and analyzes the structure and procedures of the auction
based on Sotheby’s. Moreover, the second part also analyzes how the
auction established its identity as a high-end art distributor, how it was
able to expand the distribution platform to the contemporary artists
whose artworks were not yet traded, and how the auction exerted
influence in the development of the art history by analyzing The
Weinberg Sale, Goldschmidt Sale, and The Robert Scull Sale. The third
section covering the development of the auction, which established its
new identity in the 20th century, addresses the process of how the
auction in the 21st century expanded and developed new territories in
terms of distribution structure and region by analyzing S│2 Gallery,
The Damien Hirst Sale, and Sotheby’s Hong Kong 40t h Anniversary
Sale.
This dissertation explores how the main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the auction as a distributor in the art market ecosystem have
changed over the time by analyzing Sotheby’s development and major
watershed auction sales. Accordingly, this study defines the role change
of the auction: Art auctions have 1) established high-end identity,
deviating itself from being simply as a mere distributor, 2)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and proliferation of a certain trend in the art
market, 3) revolutionized the distribution structure of the market,
resulting in expansion and development of the art market beyond the
boundaries of the primary and secondary market, 4)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artist’s status by promoting changes and innovation in
the market distribution structure, thereby narrowing the gap between art
and the public, 5) led the regional expansion and globalization of the
art market, and also expanded the art market by reflecting the reality
of society in various ways at the center of the capitalist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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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the fact that the auctions have advanced and evolved to
play a pivotal role by forming a unique system in the art market,
miscomprehension and negative prejudice to its essential functions are
inherent in both inside and outside of the art world. However, this
study has proven that the creation and distribution of art have
advanced dependent on various mechanisms of the art market over the
centuries. The study has also proven through the analysis of Sotheby’s
major auction sales that art auctions have contributed to the continuous
expansion and development of the art market by changing its roles in
different time periods. Art auctions have historically developed with
voluntary participation of various constituents in the art market, and
have naturally evolved in parallel with the corresponding situation of
the art market at that time. In this perspective, the auction can
continue to promote expansion and advancement of the art market by
focusing its role as a distributor and by surmounting any consequential
dys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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