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공학석사학위논문 

 
머신 러닝 기법을 활용한 한정판 운동화 

리셀 여부 예측 및 수익성 평가 
 

Resale Prediction of Limited-Edition Sneakers and 

Profitability Evaluation Using Machine Learning Techniques 

 
 

2020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과 

 

김 누 리



 

 i 

머신 러닝 기법을 활용한 한정판 운동화 
리셀 여부 예측 및 수익성 평가 

 

Resale Prediction of Limited-Edition Sneakers and Profitability 

Evaluation Using Machine Learning Techniques 
 
 

지도교수  조 성 준 
 

이 논문을 공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 년 11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과 

김 누 리 
 

김누리의 공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 년 12 월 

 
 

위 원 장         박 종 헌        (인) 

부위원장         조 성 준        (인) 

위    원         장 우 진        (인) 



 

 ii 

 

초록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전통적인 투자 자산이 아닌 

색다른 이색대체투자자산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이들 중에는 한정판 운동화를 

대체투자자산으로 삼고 이를 되파는 리셀 행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이러한 

운동화 리셀 시장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들을 사용하여 한정판 운동화에 대한 리셀 여부를 예측하였다. 그리고 리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 운동화들에 대한 모의 수익률 및 현실에서의 기대수익률을 

계산하였다. 실험을 위해서는 StockX.com에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하였으며, 평가 방법으로는 F1점수와 수익성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실제로 

한정판 운동화에 대한 리셀 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처음으로 운동화 리셀 시장에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적용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주요어: 한정판 운동화, 리셀 여부 예측, 머신러닝 기법, 수익성 예측 

학번: 2018-2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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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전통적인 투자 자산이 

아닌 색다른 이색대체투자자산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이들은 한정판 운동화, 

레고, 피규어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한정판 운동화 

리셀에 대해 소개한다. 

 

1.1 한정판 운동화 리셀 시장 

최근 명품 브랜드와 매니아적 성격이 강했던 스트리트 브랜드들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대중적인 스포츠 브랜드와 함께 협업을 진행해 한정판 운동화를 

출시하며 리셀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디자인 뿐만 아니라 

희소성 때문에 기존의 판매가 대비 2~3배 많게는 10배 이상 가격이 뛰어 

시중에서 거래된다.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1.1에 나와 있는 제품은 2019년 5월 16일에 발매된 ‘Sacai x Nike 

LDVWaffle’ 모델이다. 이는 일본의 하이엔드 패션브랜드인 Sacai와 Nike의 콜라보 

모델로 화려한 색감과 두 가지의 다른 제품 군을 합친 디자인으로 유명해졌다. 

발매 후 발매가 179,000원 대비 5배에 달하는 약 100만원대에 시세가 형성되어 

거래되고 있다. 

그림 1.2에 나와 있는 제품은 2019년 6월 7일에 발매된 ‘Yeezy Boost 350 v2 

Black’ 모델이다. Yeezy는 미국의 유명한 힙합 가수 Kanye West와 Adidas가 

콜라보를 맺고 만들어낸 아디다스 내의 한정판 라인이다. 정식 발매 후 발매가 

289,000원 대비 2배에 달하는 약 60만원대에 시세가 형성되어 거래되고 있다. 

그림 1.3에 나와 있는 제품은 2019년 11월 9일에 발매된 ‘Peaceminusone x Nike 

Air Force 1 PARA-NOISE’ 모델이다. 국내 아이돌 그룹의 멤버이자 세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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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 겸 패션 인플루언서인 G-dragon이 설립한 Peaceminusone와 나이키의 

콜라보 모델로 유명해졌다. 해당 제품은 G-dragon 본인의 생일인 8월 18일에 맞게 

818족만 한정 수량으로 시장에 발매되었는데 발매 후 발매가 219,000원 대비 

13배에 달하는 약 300만원대에 시세가 형성되어 거래되고 있다. 

 

 

그림 1.1: Sacai x Nike LDWaffle. Digital Image. Nike. Nike.com, 2019.05.16 
 

 

그림 2.2: Yeezy Boost 350 v2 Black. Digital Image. Adidas. Adidas.com,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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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Peaceminusone x Nike Air Force 1 PARA-NOISE. Digital Image. Nike. Nike.com, 
2019.11.23. 

 

이러한 한정판 운동화 리셀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최근에는 운동화 중개 거래 플랫폼들이 생겨남에 따라 운동화 중개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유명한 업체로는 StockX, 

Goat등이 있으며 국내에도 프로그, XXBlue, 아웃오브스탁 등의 업체들이 있다. 

운동화 리셀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해외 업체인 StockX의 경우 창업 

3년 만에 1조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회사로 성장했다. 다른 해외 업체인 Goat는 

2019년 초 운동화 편집샵 Foot Locker로부터 1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바가 있다.  

 

1.2 연구 동기 및 공헌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한정판 운동화들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발매 후 

리셀을 했을 때의 수익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모든 한정판 운동화가 다 

리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제품은 발매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리셀 거래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한정판 운동화들 중에서도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신발을 리셀해야 수익을 낼 수 있을 지를 머신 러닝 기법을 통해 리셀 

가능한 운동화를 분류하고자 한다. 그 후에는 각 모델들이 리셀 가능하다고  

예측한 신발들에 대해 실제로 리셀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수익률과 현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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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을 할 때의 기대수익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본 논문의 의의는 아래의 세 

가지 항목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a) 직접 수집한 StockX 운동화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새로운 한정판 운동화 리셀 

시장에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하여 리셀 가능한 운동화를 분류한다. 

(b) 앞서 분류한 리셀 가능한 운동화들에 대한 수익성을 평가하여, 현실에서의 

한정판 리셀을 통한 기대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다. 

(c) 한정판 재화들이 거래되는 2차 시장에서 리셀 가능성을 예측하고 수익성을 

분석하는 연구로서 다른 분야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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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문구성 

본 논문은 5 장으로 구성된다. 제 2장에서는 운동화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본다. 제 3장에서는 실험 방법을 제안한다. 제 4장에서는 데이터, 평가방법 

그리고 실험 결과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결론과 한계 및 향후 

연구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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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연구 
 
 

2.1 운동화 리셀 시장 연구 

운동화 리셀 시장은 한정판 운동화의 거래를 목적으로 생겨난 2차 시장이다. 

Moritz Lux 등 [1]에 따르면 운동화 리셀 시장은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스포츠 

브랜드들이 일반 발매 모델이 아닌 한정판 모델을 발매할 때 한정된 수량의 

모델에 대한 초과 수요로 인해 형성되는 시장이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한정판 

운동화를 판매하는 판매자와 구매하려는 구매자가 제시한 가격이 일치할 때 거래 

가격이 형성되어 거래가 이루어진다. 과거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개인 간에 

1:1로 운동화 거래가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운동화 거래 중개 플랫폼들이 

생겨나며 플랫폼을 통해 개인과 개인이 거래를 하면 플랫폼들은 운동화에 대해 

정가품 검수를 해주며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한정판 

운동화의 리셀 가격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행(hype)인데 [1]에 따르면 

이러한 유행의 지속은 1년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리셀 가격이 계속 바뀐다는 

특징이 있다. 스니커즈 리셀 시장은 2014년에 10억 2천만 달러(약 1조 

2,133억원)의 규모를 달성했으며 3년 내에 16억 달러(약 1조 9,032억원)의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2018년에는 20억 달러(약 2조 3,790억원)의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1] 투자은행 Cowen & Company는 2025년까지 전 세계에서 

60억 달러(약 7조 1,160억원) 규모의 스니커즈 리셀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2.2 스니커즈 관련 연구 

스니커즈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진 바가 별로 없다. Mei-Chen Yeh 등 [2]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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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과 같은 신발의 인기도를 예측하는 모델을 제시한 바가 있다. 각 

신발들로부터 색상, 신발에 대한 설명, 가격 등의 정보를 추출한 다음 이를 다중 

커널 학습 기법을 이용하여 인기도 점수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신발의 인기도에 대한 지표는 solecollector.com이라는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네티즌들이 신발들에 대해 갖고 싶다(COP) 혹은 관심 없다(NOT)로 매긴 점수를 

신발의 인기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발의 인기도 

예측을 위해 텍스트 정보, 가격, 색상, 그리고 신발 모양이라는 네 가지 변수를 

사용하였다. 

 
그림 2.1: 신발 인기도 예측 모델 프레임워크 

 

2.3 리셀 가격 예측 관련 연구 

리셀 가격 예측에 관련된 연구 또한 많지 않다. 가격이 정해져서 나오는 

상품들과는 달리 리셀 시장에서는 해당 재화와 도메인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에 

따라 재화의 가치가 다르게 거래되기 때문이다. Yusuke Yamaura 등 [3]은 중고 

보석류의 리셀 거래 가격을 예측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본 모델은 그림 2.2와 

같이 중고 보석류의 특징들과 더불어 이미지를 함께 학습한 후 리셀 거래 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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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중고 보석류의 특징과 더불어 이미지를 

함께 학습하여 보석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모델이 학습하여 좋은 성능을 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그림 2.2: 중고 보석류의 리셀 가격 예측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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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제안하는 방법 
 
 

3.1 실험 설계 

본 실험은 StockX에서 수집한 데이터셋에 대해 운동화의 특성들을 입력 

변수들로 모델에 입력한다. 모델의 출력 변수는 발매 당일을 D0로 가정했을 때 

D1, D2, … , D30와 같은 발매 직후의 날짜들에 해당 운동화의 리셀 가능 여부이다. 

그리고 이러한 입력변수들과 출력변수의 관계를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모델을 학습 시킨 후 리셀 가능 여부를 예측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리셀 가능 여부는 리셀 가격에서 StockX의 검수 수수료에 해당하는 리셀 

가격의 10%를 뺀 후의 차익과 발매 가격을 비교하여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리셀 

가능(1)으로, 0보다 작으면 리셀 불가(0)로 표시하였다. 발매 당일을 예시로 들었을 

때, 리셀 가능(1)으로 나타난 운동화의 종류는 235가지였으며, 리셀 불가(0)로 

나타난 운동화의 종류는 53가지로 리셀 가능과 리셀 불가의 데이터 간에 

불균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후, 추가 실험으로 해당 날짜(ex. D0)에 특정 알고리즘에서 리셀하라고 

예측한 운동화들로 실제 구매를 했을 때의 수익률과 리셀하지 말라고 예측한 

운동화들로 실제 구매를 했을 때의 수익률을 비교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의사결정나무, 서포트 벡터 머신, 앙상블 기법 등 10가지의 머신 러닝 기법들을 

활용하여 리셀 가능 여부 예측 및 예측값들로 리셀을 진행했을 때의 수익성에 

대해 알아보고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현실에서 알고리즘에 

따라 한정판 운동화 리셀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한정판 운동화의 거래내역 데이터에 대해 시계열 분석을 통한 리셀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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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이라는 문제를 풀 수도 있었지만 데이터의 부족과 시계열 분석을 사용하게 

될 경우, 운동화가 갖는 운동화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연구 결과를 내놓을 것 

같아서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3.2 머신러닝 알고리즘 사용 

한정판 신발의 리셀 가능 여부 예측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총 10가지의 

머신러닝 기법들을 사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릿지(Ridge) 

분류 기법, K-인접 기법(K-Nearest Neighbors),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다층 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기법과 

더불어 앙상블 기법인 배깅(Bagging), 아다부스트(AdaBoost), 

엑스트라나무들(ExtraTrees) 기법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기법을 

사용하였다. 간단한 모델들부터 복잡한 모델들까지 다양한 모델들을 사용해보면서 

최선의 성능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많은 알고리즘들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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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4.1 데이터셋 수집 및 구축 

본 연구에 사용한 데이터셋은 StockX에서 수집하였다. 다음은 StockX.com의 

웹사이트 모습이다. 

 

 
그림 4.1: StockX 웹사이트. Digital Image. StockX.com, 2019.12.09. 

 

웹사이트 오른쪽 상단에 신발의 정렬 기준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곳에서 지난 

1년 기준 가장 많이 팔린 Total Sold 조건을 선택한 후 나온 신발 데이터를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였다. 신발 데이터의 사이즈는 가장 수요가 높은 

이른 바 황금사이즈라 불리는 US.9(국내 기준 270)만을 삼았다. 지난 1년간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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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팔린 신발들을 판매 횟수 순으로 나열한 후, 각각의 신발들의 특징 데이터와 

발매 직후부터 기록된 리셀 거래 가격들을 수집하였다. 신발들의 특징 변수로는 

브랜드, 라인, 콜라보 브랜드, 모델명, 모델 타입, 사이즈, 주요 색상, 사용된 

색상의 개수, 색상, 신발 갑피 재질, 미드솔 재질, 발매일, 발매 계절, 발매가, 빛 

반사, 야광, 페인트 오프를 수집하였다. 여러 변수들 중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변수들과 변수들을 수집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에 정리하였다. 

 

1. 브랜드: 나이키, 아디다스와 같이 신발을 제작하고 생산한 상위 브랜드 

2. 라인: 상위 브랜드의 세부 라인(예시: 나이키 – 에어포스, 블레이져) 

3. 콜라보 브랜드: 한정판 신발 제작을 위해 협업한 브랜드 혹은 아티스트 

4. 모델 타입: 신발을 신었을 때 어느 높이까지 신발 입구가 올라오는지에 

따라 분류한 기준(예시: 하이, 미드, 로우) 

5. 주요 색상: 신발을 이루는 다양한 색상 중 가장 많이 쓰인 색상 

6. 신발 갑피 재질: 신발 발등을 감싸고 있는 부분의 소재(예시: 가죽, 메쉬 

등)  

7. 미드솔 재질: 신발의 쿠션감을 결정하는 소재(예시: 에어, 부스트) 

8. 빛 반사: 플래시를 터트리면서 사진을 찍을 때 반짝거리며 빛나는 지의 

여부, 그림 4.2 참고. 

9. 야광: 밤에 빛나는 야광의 성질을 가지는 지의 여부, 그림 4.3 참고 

10. 페인트 오프: 신발의 겉표면 페인트를 지웠을 때 다른 색상이나 디자인이 

존재하는 지의 여부, 그림 4.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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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Yeezy Boost 350 v2 Black Reflective. Digital Image. Adidas. Adidas.com, 

2019.06.06. 

 

 
그림 4.3: Travis Scott x Air Jordan 6. Digital Image. Nike. Nike.com, 2019.10.11. 

 

 
그림 4.4: Air Jordan 1 x Nike SB La to Chicago. Digital Image. Nike. Nike.com, 2019.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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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변수들을 고려하여 StockX에서 수집한 한정판 신발의 종류는 288개이며, 

본 논문에서는 이를 8 : 2의 비율로 학습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를 나누었으며, 

데이터의 전체 개수가 적은 점을 고려하여 10-fold 교차 검증 방법을 사용하였다. 

288 개의 개별 스니커즈의 발매 직후 거래 가격 데이터에 대해서도 수집을 

진행하였다. 각 모델마다 발매 시기에 따른 차이가 있어 이를 보정하기 위해 발매 

일을 기준으로 30 일 이내에 해당하는 날짜의 리셀 거래 가격만을 수집하였다. 그 

후, 각 날짜 별로 거래된 평균 거래 금액을 계산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스니커즈의 거래가 매일 발생하지 않은 모델들에 대해서는 전날의 거래 가격을 

그대로 채워 넣으며 데이터의 결측값을 보정하였다. 
 

4.2 평가 방법 

평가를 위해서는 두 가지 평가 기준을 사용하였다. 우선 한정판 운동화의 리셀 

여부를 예측하는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F1 점수(F1 score)을 사용하였다. F1 

점수를 성능 평가의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실제로 리셀이 가능한 신발을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모델이 데이터셋에 대해 학습이 잘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보통 정확도(accuracy)를 확인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리셀 가능한 신발을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정밀도와 

재현율을 모두 반영하는 F1 점수를 주 성능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다. 
 

𝑃𝑟𝑒𝑐𝑖𝑠𝑖𝑜𝑛 =
𝑇𝑟𝑢𝑒	𝑃𝑜𝑠𝑖𝑡𝑖𝑣𝑒

𝑇𝑟𝑢𝑒	𝑃𝑜𝑠𝑖𝑡𝑖𝑣𝑒 + 𝐹𝑎𝑙𝑠𝑒	𝑃𝑜𝑠𝑖𝑡𝑖𝑣𝑒
 

 

𝑅𝑒𝑐𝑎𝑙𝑙 =
𝑇𝑟𝑢𝑒	𝑃𝑜𝑠𝑖𝑡𝑖𝑣𝑒

𝑇𝑟𝑢𝑒	𝑃𝑜𝑠𝑖𝑡𝑖𝑣𝑒 + 𝐹𝑎𝑙𝑠𝑒	𝑁𝑒𝑔𝑎𝑡𝑖𝑣𝑒
 

 

𝐹1_𝑆𝑐𝑜𝑟𝑒 =
2 ∗ 𝑃𝑟𝑒𝑐𝑖𝑠𝑖𝑜𝑛 ∗ 𝑅𝑒𝑐𝑎𝑙𝑙
𝑃𝑟𝑒𝑐𝑖𝑠𝑖𝑜𝑛 + 𝑅𝑒𝑐𝑎𝑙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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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Confusion Matrix 

 
두 번째 기준은 수익률이다. 모델의 성능이 좋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밀도 뿐만 아니라 수익률 또한 좋아야 하는데 리셀을 예측한 신발들에 

대해서는 수익이 발생해야 잘 작동하는 모델이고, 리셀하지 않을 것을 예측한 

신발들에 대해서는 손실이 발생해야 잘 작동하는 모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셀 

예측 수익률은 값이 양의 방향으로 클수록, Don’t 리셀 예측 수익률은 값이 음의 

방향으로 클수록 좋은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4.3 실험 결과 

발매 당일에 형성된 리셀 거래 가격에 대해 리셀 가능 여부를 도출한 후 

각각의 알고리즘 별로 학습시킨 결과물은 표4.1과 같다. 리셀 가능한 신발들 중에 

실제로 얼마나 리셀이 가능한 지를 평가하는 지표인 F1 점수를 기준으로 각 

알고리즘 별로 성능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Decision Tree와 

더불어 Ensemble 계열의 알고리즘들의 F1 점수가 높게 나왔다. 

표4.1: 발매 당일(D0) 리셀 가능 여부 예측 성능 평가표 

발매 당일(D0) 정확도 F1 점수 리셀 예측 
수익률 

Don’t 리셀 예측 
수익률 

Bagging 85.42% 89.66% 87.14% -10.31% 
AdaBoost 85.23% 88.37% 87.15%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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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높은 F1 점수가 나온 알고리즘들을 대상으로 수익률을 살펴보았다. 

리셀 예측 수익률은 각각의 알고리즘들이 리셀하도록 예측한 신발 모델들 중에 

실제로 리셀이 가능한 모델들의 발매가격과 리셀가격을 각각 더해 구한 수익률을 

뜻한다. Don’t 리셀 예측 수익률은 각각의 알고리즘들이 리셀하지 말라고 예측한 

신발 모델들 중에 실제로 리셀이 가능하지 않은 모델들의 발매가격과 리셀가격을 

각각 더해 구한 수익률을 뜻한다. 성능이 뛰어난 알고리즘일수록 리셀 예측 

수익률은 양의 방향으로 높게, Don’t 리셀 예측 수익률은 음의 방향으로 높게 

나와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알고리즘들을 살펴보면 F1 점수가 높은 

알고리즘들이 높은 리셀 예측 수익률과 낮은 Don’t 리셀 예측 수익률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4.2: 발매 후 1일차(D1) 리셀 가능 여부 예측 성능 평가표 

발매 후 1일차(D1) 정확도 F1 점수 리셀 예측 
수익률 

Don’t 리셀 예측 
수익률 

AdaBoost 83.47% 91.95% 84.32% -9.15% 
ExtraTrees 82.66% 90.91% 82.90% -8.49% 

Random Forest 82.14% 90.91% 81.71% -8.35% 
Decision Tree 83.11% 90.70% 83.59% -0.44% 
K-Nearest Neighbors 82.17% 89.66% 83.30% -6.84% 
Bagging 84.42% 89.66% 81.23% -0.07% 

Random Forest 86.74% 88.37% 90.53% -5.93% 
Decision Tree 84.39% 88.10% 91.51% 0.01% 
ExtraTrees 87.05% 85.39% 83.94% -5.68% 
K-Nearest Neighbors 83.60% 83.33% 87.59% 10.37% 
Ridge 81.86% 82.98% 72.59% 1.12% 

Logistic Regression 83.56% 82.47% 68.30% -1.14% 
Multi-Layer Perceptron 84.85% 81.63% 66.86% nan 
Support Vector Machine 81.89% 81.63% 66.86% 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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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dge 80.50% 87.23% 71.29% -10.34% 
Support Vector Machine 83.55% 86.36% 59.63% 76.40% 
Logistic Regression 83.57% 85.42% 67.27% -14.14% 
Multi-Layer Perceptron 84.40% 82.83% 62.93% nan 

 

발매일과 더불어서 시간이 점점 지나더라도 성능에 있어 상위권에 존재하는 

모델들은 앙상블 기법의 알고리즘들로 나타났다. 성능 측면에서 상위권에 위치한 

모델들의 F1 점수는 90% 초반으로 나타났으며, 리셀 예측 수익률 또한 80% 

초반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들은 발매 직후 7일 동안의 리셀 거래 

가격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표4.3: 발매 후 2일차(D2) 리셀 가능 여부 예측 성능 평가표 

발매 후 2일차(D2) 정확도 F1 점수 리셀 예측 
수익률 

Don’t 리셀 예측 
수익률 

AdaBoost 86.54% 85.06% 82.42% -8.10% 
Bagging 87.01% 85.06% 80.18% -0.70% 
Random Forest 86.18% 84.71% 87.99% -5.97% 
Logistic Regression 82.28% 82.98% 69.79% -4.73% 
Support Vector Machine 81.39% 82.76% 61.55% 75.37% 
Decision Tree 85.71% 82.35% 84.07% 1.96% 
ExtraTrees 81.43% 81.82% 79.58% -5.59% 

Multi-Layer Perceptron 83.98% 81.63% 64.27% nan 
K-Nearest Neighbors 82.68% 80.95% 85.29% 7.00% 
Ridge 81.88% 80.43% 72.73% -0.44% 

 

표4.4: 발매 후 3일차(D3) 리셀 가능 여부 예측 성능 평가표 

발매 후 3일차(D3) 정확도 F1 점수 리셀 예측 
수익률 

Don’t 리셀 예측 
수익률 

Random Forest 85.35% 88.37% 83.64% -9.50% 
AdaBoost 85.18% 87.36% 79.68% -8.54% 
ExtraTrees 83.19% 86.75% 89.32%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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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gging 86.54% 85.71% 83.55% -0.26% 
Decision Tree 86.14% 84.34% 83.81% 2.70% 
Support Vector Machine 81.82% 84.09% 59.19% 66.62% 
K-Nearest Neighbors 80.94% 83.33% 84.38% 4.43% 
Logistic Regression 81.84% 82.98% 67.12% -1.06% 

Multi-Layer Perceptron 80.08 % 82.83% 60.65% nan 
Ridge 83.61% 82.22% 73.27% -1.65% 

 

표4.5: 발매 후 4일차(D4) 리셀 가능 여부 예측 성능 평가표 

발매 후 4일차(D4) 정확도 F1 점수 리셀 예측 
수익률 

Don’t 리셀 예측 
수익률 

Random Forest 78.71% 90.24% 84.47% -11.50% 
AdaBoost 81.29% 87.80% 82.84% -9.34% 
Logistic Regression 77.85% 85.71% 64.89% -7.07% 
Bagging 83.07% 84.62% 92.38% -4.16% 
Decision Tree 80.40% 84.21% 100.27% -6.12% 

Ridge 80.87% 83.72% 74.17% -5.62% 
ExtraTrees 77.84% 82.93% 80.17% -8.85% 
Support Vector Machine 79.55% 81.40% 54.80% 63.13% 
K-Nearest Neighbors 76.92% 80.49% 79.14% 2.65% 
Multi-Layer Perceptron 72.72% 80.41% 56.44% nan 

 

표4.6: 발매 후 5일차(D5) 리셀 가능 여부 예측 성능 평가표 

발매 후 5일차(D5) 정확도 F1 점수 리셀 예측 
수익률 

Don’t 리셀 예측 
수익률 

Bagging 83.47% 88.31% 90.86% -10.06% 
AdaBoost 80.43% 87.50% 78.06% -1.88% 

Random Forest 80.03% 87.18% 88.31% -10.07% 
Decision Tree 81.30% 86.84% 92.29% -8.38% 
ExtraTrees 82.17% 86.75% 74.64% -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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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dge 81.28% 85.37% 75.50% -8.99% 
Logistic Regression 79.61% 84.09% 64.48% -7.47% 
K-Nearest Neighbors 77.34% 82.05% 80.88% 2.62% 
Support Vector Machine 80.84% 81.93% 54.19% 54.81% 
Multi-Layer Perceptron 69.64% 77.89% 54.33% nan 

 

표4.7: 발매 후 6일차(D6) 리셀 가능 여부 예측 성능 평가표 

발매 후 6일차(D6) 정확도 F1 점수 리셀수예측 
수익률 

Don’t 리셀 예측 
수익률 

Bagging 83.56% 88.00% 94.06% -5.60% 
Ridge 79.77% 87.50% 79.64% -7.95% 
Random Forest 82.61% 87.18% 83.86% -9.05% 
AdaBoost 78.18% 86.84% 91.75% -6.40% 
Decision Tree 83.56% 85.33% 92.62% -6.97% 
ExtraTrees 80.61% 85.33% 90.09% -8.47% 
Logistic Regression 76.17% 83.15% 63.62% -7.34% 

K-Nearest Neighbors 77.95% 82.05% 81.14% 3.74% 
Multi-Layer Perceptron 79.62% 77.89% 54.88% nan 
Support Vector Machine 70.23% 77.50% 45.40% 77.96% 

 

표4.8: 발매 후 7일차(D7) 리셀 가능 여부 예측 성능 평가표 

발매 후 7일차(D7) 정확도 F1 점수 리셀 예측 
수익률 

Don’t 리셀 예측 
수익률 

AdaBoost 81.77% 88.61% 80.68% -14.18% 
Random Forest 79.16% 88.31% 76.28% 11.68% 
Decision Tree 80.56% 88.00% 92.56% -9.04% 
Bagging 81.33% 88.00% 88.91% -5.93% 

Ridge 82.19% 87.50% 79.16% -10.18% 
ExtraTrees 80.03% 85.37% 77.16% -14.94% 
K-Nearest Neighbors 76.14% 83.12% 82.23%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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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c Regression 80.35% 81.82% 64.21% -13.34% 
Support Vector Machine 78.34% 78.48% 46.12% 77.35% 
Multi-Layer Perceptron 73.93% 76.60% 55.21% nan 

 

앞선 표들을 통해 발매 직후 7일간의 데이터에 대한 리셀 가능 여부 예측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인 10일 이후의 리셀 가능 

여부 예측에 대한 성능 평가표를 살펴보자. 

표4.9: 발매 후 10일차(D10) 리셀 가능 여부 예측 성능 평가표 

발매 후 10일차(D10) 정확도 F1 점수 리셀 예측 
수익률 

Don’t 리셀 예측 
수익률 

Bagging 79.59% 86.84% 98.29% -10.85% 
Decision Tree 78.27% 85.71% 92.75% -9.46% 
AdaBoost 81.74% 85.71% 95.33% -12.56% 
Random Forest 74.34% 84.62% 89.15% -11.08% 
ExtraTrees 78.68% 82.50% 80.92% -7.00% 
Logistic Regression 75.77% 80.95% 78.30% -9.97% 
Ridge 76.05% 80.49% 82.96% -11.14% 

K-Nearest Neighbors 78.70% 79.45% 106.63% -0.23% 
Multi-Layer Perceptron 65.53% 77.42% 58.91% -2.64% 
Support Vector Machine 76.05% 75.68% 59.68% 56.41 

 

표4.10: 발매 후 14일차(D14) 리셀 가능 여부 예측 성능 평가표 

발매 후 14일차(D7) 정확도 F1 점수 리셀 예측 
수익률 

Don’t 리셀 예측 
수익률 

Bagging 73.95% 84.51% 99.06% -5.37% 
Random Forest 72.64% 83.78% 91.36% -11.72% 
ExtraTrees 73.16% 82.19% 95.21% -12.80% 
Logistic Regression 76.56% 81.01% 81.53% -12.87% 

Ridge 74.82% 79.45% 93.42% -4.16% 
AdaBoost 77.81% 79.45% 94.76%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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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 Tree 76.12% 78.26% 102.03% -3.36% 
K-Nearest Neighbors 77.81% 77.33% 85.04% 1.55% 
Support Vector Machine 73.44% 72.00% 47.69% 74.61% 
Multi-Layer Perceptron 51.00% 21.05% 138.85% 52.00% 

 

표4.11: 발매 후 21일차(D21) 리셀 가능 여부 예측 성능 평가표 

발매 후 21일차(D21) 정확도 F1 점수 리셀 예측 
수익률 

Don’t 리셀 예측 
수익률 

Ridge 75.49% 82.19% 90.55% -2.32% 

AdaBoost 78.15% 81.58% 85.84% -7.09% 
Logistic Regression 73.88% 79.52% 73.66% -11.69% 
Random Forest 76.88% 78.95% 84.36% -8.90% 
K-Nearest Neighbors 74.33% 78.38% 92.78% -0.07% 
ExtraTrees 78.21% 78.38% 88.02% -8.04% 
Decision Tree 79.42% 77.78% 91.88% 0.10% 
Bagging 79.89% 75.68% 83.47% 1.30% 

Support Vector Machine 76.14% 71.79% 49.76% 71.24% 
Multi-Layer Perceptron 58.16% 44.07% 76.14% 39.66% 

 

표4.12: 발매 후 28일차(D28) 리셀 가능 여부 예측 성능 평가표 

발매 후 28일차(D28) 정확도 F1 점수 리셀 예측 
수익률 

Don’t 리셀 예측 
수익률 

Bagging 75.59% 80.00% 97.52% -8.37% 
Ridge 75.98% 78.26% 95.93% -3.02% 
AdaBoost 73.46% 76.71% 86.40% -0.96% 
Random Forest 79.44% 76.47% 94.40% 9.17% 
Logistic Regression 73.95% 76.32% 81.50% -7.65% 

Decision Tree 73.81% 74.29% 90.15% 0.18% 
ExtraTrees 76.01% 72.97% 75.93% 11.61% 
K-Nearest Neighbors 74.78% 72.22% 85.3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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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Vector Machine 69.56% 71.79% 48.54% 69.83% 
Multi-Layer Perceptron 57.27% 20.51% 132.83% 50.30% 

 

표4.13: 발매 후 30일차(D30) 리셀 가능 여부 예측 성능 평가표 

발매 후 30일차(D30) 정확도 F1 점수 리셀 예측 
수익률 

Don’t 리셀 예측 
수익률 

Bagging 73.56% 77.61% 107.50% -7.08% 
Ridge 74.45% 77.14% 98.03% -7.81% 
Logistic Regression 73.62% 76.71% 88.07% -7.72% 

AdaBoost 76.25% 76.06% 96.00% 6.59% 
Random Forest 74.40% 76.06% 94.58% -7.36% 
ExtraTrees 73.13% 75.76% 113.44% -6.60% 
K-Nearest Neighbors 72.35% 70.59% 106.77% 0.52% 
Decision Tree 73.05% 68.75% 103.76% 6.27% 
Support Vector Machine 69.98% 66.67% 69.12% 38.90% 
Multi-Layer Perceptron 45.93% nan nan 54.07% 

 

발매 후 30일차의 리셀 가능 여부 예측 성능 평가표를 봤을 때 여전히 

앙상블 기법들이 우수한 성과를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다층 퍼셉트론은 좋지 못한 성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4.4 실제 투자를 가정한 모의 수익률 

지금까지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학습 시킨 모델들의 수익률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는 이론적인 수익률이기 때문에 실제로 위와 같은 수익률이 

난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이번에는 현실에서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했을 때 

한정판 운동화 리셀의 투자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한정판 운동화를 얻기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틀어 응모를 해서 얻을 수 있는 

확률을 0.1로 가정하였다. 그 후, 학습한 알고리즘이 한정판 신발을 리셀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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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한 개별 신발들에 대해 0.1의 확률로 구할 수 있도록 100만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시뮬레이션 방법에 대해서는 우선 리셀하도록 예측한 개별 신발들에 대해 

임의로 0에서 1사이의 확률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해당 확률이 0.1보다 낮게 

나오는 한정판 운동화 모델들에 대해서만 구매를 할 수 있게 한 다음, 발매 당일 

기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 Bagging 기법으로 수익률을 구했다. 이에 따른 

결과는 그림 4.2와 같다. 

 
그림4.6: Bagging 기법을 이용한 한정판 운동화 리셀 투자 수익률 분포 

 

100만번의 시행의 평균 수익률은 86.77%로 나왔으며, 표준편차는 97.49가 나왔다. 

수익을 볼 확률은 97.5%로 나왔으며, 4.41%이상의 수익률이 나올 확률은 95%, 11.12%의 

수익률이 나올 확률은 90%, 16.33%의 수익률이 나올 확률은 85%가 나왔다. 즉, 현실에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을 때도 한정판 신발을 리셀할 경우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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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5.1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정판 운동화의 특성 및 리셀 거래 가격 데이터를 수집 후, 

한정판 운동화들의 리셀 가능 여부를 예측하고 예측한 한정판 운동화들을 실제로 

구매했을 때의 수익률을 계산해보는 연구를 제안하였다. 또한 직접 수집한 

데이터셋에 다양한 머신 러닝 기법들을 적용한 결과, 약 80%의 확률로 리셀 가능 

여부를 예측할 수 있었다. 그리고 높은 F1 점수를 낸 알고리즘들에 대해 리셀 

예측 수익률과 Don’t 리셀 예측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리셀을 하라고 예측한 

값들에 대해서는 수익을, 리셀을 하지 말라고 예측한 값들에 대해서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현실에서 실제 한정판 운동화를 

리셀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수익률에 대해 구해보았다. 97.5%의 확률로 한정판 

운동화를 구매하여 재판매할 경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으며, 90%의 확률로 

11.12%의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5.2 한계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절대적인 데이터 양의 부족으로 최신 딥러닝 기법은 적용하지 

못하였다. 또한 발매 시기가 각 운동화들 마다 전부 달라 30일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제한된 데이터셋을 수집할 수밖에 없었다. 향후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게 된다면 딥러닝 기법을 이용하여 리셀 여부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을 예측해보고자 한다. 추가로 딥러닝 기법을 적용할 수 있을 만큼의 

데이터가 쌓인다면 발매 후 특정 시점에서의 리셀 가격을 예측하는 연구 또한 

진행하려고 한다. 이와 더불어 한정판 재화가 거래되는 리셀 시장의 거래 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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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는 연구를 한정판 운동화가 아닌 다른 재화에 적용시켜 연구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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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ale and Profitability Prediction of Limited-
Edition Sneakers Using Machine Learning 

Techniques 
 

Noori Kim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ue to the global economic slowdown, a new trend searching for alternative 

investment assets has emerged. As part of this trend, limited-edition sneakers are 

being actively traded for alternative investment gains. The sneakers resale market 

has been constantly growing and is estimated to develop throughout the future. In 

this paper, we seek to predict resale possibility of limited-edition sneakers using 

various machine learning techniques. After predicting which sneakers are more likely 

to resell, we calculate the expected profitability of the identified sneakers through 

simulation. The dataset used for this research is collected from StockX.com. We use 

precision and profitability as our evaluation metrics. As a result, we discovered our 

proposed method is capable of generating profit in the limited-edition sneakers resell 

market. This research derives value from the fact that no attempt has ever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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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to apply machine learning on sneakers resale market analysis until our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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