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추가 서비스 상세안내 

 

안녕하세요. 아트오너입니다.  

아트오너는 I∙BNPL*(Invest & Buy Now Pay Later)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아트테크 트렌드를 반영하

여 조각 판매, 렌탈서비스를 한단계 발전시킨 추가 서비스 모델을 수립하였습니다. 작품에 투자하

고, 감상, 구매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상황에 맞춰 플랫폼 및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아트테크(ART + 

tech)와 관련된 모든 활동의 토탈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서비스의 적용시기는 5월 초 홈페이지 개편일에 맞추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I∙BNPL이란 투자금을 활용하여 구매하는 시스템으로 투자 상환 예정금을 포인트로 미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구분 컬렉션(유지) 일반판매(유지) 지분소유(추가) 렌탈(추가) 

설명 

예술적, 경제적 평가를 

통해 작품을 선정 및 구

성하여 매매차익을 제공

하는 아트테크 서비스 

일반 판매 

투자가치가 높은 국내외 

작품을 분할하여 소유하

고 동시에 일정기간 임대

할 수 있는 아트테크 서

비스(렌탈 비용으로 소유

와 보유가 동시에 가능) 

미술품 렌탈 서비스 

작품 

작품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국내외 가치상승

이 기대되는 작품 

모든 작품 
- 컬렉션 구성 작품 

- 지분소유전용작품 
렌탈 전용작품 

서비스 회

원 
투자회원  

일반/투자 회원 

- 일반회원의 경우 보유권 

취득 불가능(보유불가) 

일반/투자 회원 

결제방법  

- 일반회원: 일반결제 

- 투자회원: 후불결제/

마일리지/일반결제 

- 일반회원: 일반결제 

- 투자회원: 후불결제/일

반결제 

- 일반회원: 일반결제 

- 투자회원: 후불결제/일

반결제 

특장점 

(투자회원) 

작품의 가치상승으로 인

한 매매차익 분배이익 

- I·BNPL(투자상환예정

금) 활용한 포인트 결

제가능 

- 작품가격의 10%금액으

로 일정기간 보유도 가

능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소유권 관리 

- 여러 작품 분할투자 가

능 

- 작품가격의 월1%금액으

로 작품보유 가능 

- 공간의 목적, 컨셉, 분위

기 등을 고려한 아트매

니저의 작품추천 및 아

트 컨설팅 

 

컬렉션: 아트오너 컬렉션 작품들 중 선택하여 투자하는 것. 투자한 작품의 상업적 가치상승을 통

해 수익을 창출하는 아트테크 시스템. 투자한 작품이 판매됐을 때 매매차익 일정부분(70-50%)을 

아트오너 포인트로 분배. (선택한 컬렉션을 구매한다면 투자시점의 작품 가격으로 구매 가능)  



컬렉션 선택은 투자 진행중인 것뿐만 아니라 오픈예정인 컬렉션도 선택 가능하며 조합 통장 입금

순으로 선택이 진행됩니다. 선택한 컬렉션은 변경이나 취소 불가능. 

일반판매: 아트오너에 소속된 모든 작품을 판매하는 것. 일반회원과 투자회원 모두 일반결제로 쇼

핑하듯이 작품 구매 가능. 특별히 아트오너 투자회원은 투자금을 이용하여 구매 가능하며 이 경

우 투자금 상환 시 작품가격만큼 차감. 

지분소유: 렌탈 전용 작품을 제외한 아트오너의 모든 작품 중 선택하여 작품을 부분적으로 구매

하는 것. 최소 작품의 10%부터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한 비율만큼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

짐. 아트오너의 지분소유는 타사의 조각투자(작품의 부분소유가능, 보유불가능)와 달리 소유에 대

한 모든 권리(사용, 수익, 처분)를 행사할 수 있는 분할소유이자 조각투자 서비스입니다. 

지분소유 구매를 통한 보유권한은 오직 아트오너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것으로 아트오너 투자금

액 한도 내의 가격에 해당되는 작품만 보유 가능. 본인이 투자 한 작품의 가격이 투자금액보다 

높을경우, 투자금액 한도 내에서 다른 작품을 선택하여 보유 가능. 지분소유한 작품이 완전히 판

매되는 경우, 소유한 비율만큼 판매수익을 받을 수 있음. 

렌탈: 렌탈전용상품 중 선택하여 매달 작품가격의 1%를 지불하여 작품을 보유하는 것. 렌탈 중인 

작품을 일반구매 또는 지분소유로 구매 시, 지불 한 렌탈 비용이 구매가격으로 인정되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음. (1-6개월 100%, 7-12개월 50%) 개인사업자는 최대 80%, 법인 사업자는 

최대 55% 할인 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