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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유, 자율 주행 매각으로 플랫폼 가치 부각 

정용제, CFA yongjei.jeong@miraeasset.com   

리프트, 자율 주행 사업 매각 미국 차량 공유 기업 리프트가 자율 주행 사업 (Level 5)의 매각을 발표. 총 5.5억달러 

� 도요타의 자회사인 Wooven Plant가 매수. 2억달러 현금 + 향후 5년간 3.5억달러 

� 이와 함께 리프트는 기존 ‘오픈 플랫폼’ 팀을 ‘리프트 Autonomous’로 변경 

� 자율 주행 파트너사들과 리프트 플랫폼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 

우버에 이은 리프트의 자율 주행 

매각. 향후 플랫폼 가치 부각 

자율 주행 매각은 단기적으로 리프트의 비용 절감 효과로 나타날 전망 

� 이번 매각으로 연간 1억달러, 분기 25백만달러 규모 R&D 비용 절감 가능 

� 리프트의 2020년 Non-GAAP 영업비용은 33억달러. 3% 비용 절감 효과 예상 

� 또한 리프트는 이번 매각을 통해 3Q21 조정 EBITDA 기준 흑자 전환 목표를 공식화 

우버와 리프트는 공급자가 아니라 플랫폼. 확장성에 따른 리레이팅 가능성에 주목 

� 우버에 이은 리프트의 자율 주행 사업 매각은 차량 공유 기업의 플랫폼화 전략을 의미 

� 그동안 자율 주행은 매출 및 수익성 확대 가능성으로 장기 성장 동력으로 간주  

� 그러나 완성차, 자율주행 기업의 진입은 자체적인 자율 주행 개발의 경쟁력 하락 요인 

� 결국 잇따른 자율 주행 매각은 우버와 리프트의 플랫폼화 전략을 확고히 하는 이슈  

� 향후 우버와 리프트는 자율주행 서비스 입점을 통한 진정한 마켓플레이스로 전환 예상 

� 실제 리프트의 파트너사인 모셔널은 2023년까지 주요 지역에 자율주행 상용화 목표 

차량 공유 기업의 플랫폼으로서 

가치 부각 전망 

향후 차량 공유 기업의 진정한 플랫폼으로서 가치 부각 전망  

� 그동안 차량 공유 기업은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PSR 3 ~ 9배 밸류에이션 형성 

� 자율 주행 매각은 단기적으로 비용 구조의 개선으로 이어져 주가에 긍정적 요인 

� 또한 중장기 관점에서 확장성을 가진 플랫폼화 전략 구체화는 리레이팅 요인 

� 최근 차량 공유 기업은 대중 교통, 자전거, 스쿠터 등 다양한 교통 수단 추가 

� 이를 통해 모빌리티 플랫폼 (MaaS)로 전환 추진 중이며 1인당 ARPU 상승에 긍정적 

� 결국 비용 구조의 최적화와 매출 확대 가능성으로 PSR 멀티플의 상향 조정 요인 

� 현재 우버와 리프트의 2020년 PSR은 각각 5배, 6배. 수익성 개선 기대감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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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리프트 월별 탑승률 추이  그림 2.  우버 EBITDA 구성요소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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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리프트가 예상하는 자율 주행 전환  그림 4.  리프트가 예상하는 타임 프레임 

 

 

자료: 리프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리프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80

-70

-60

-50

-40

-30

-20

-10

0

20.4 20.5 20.6 20.7 20.8 20.9 20.1020.1120.12 21.1 21.2

(%)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200

400

600

800

1Q20 2Q20 3Q20 4Q20

(백만USD)
모빌리티 딜리버리

화물 기타

ATG 및 기타 전사공통비



      

Mirae Asset Securities Research   3 

2021.4.27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매매를 권유한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