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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F (나스닥, GRAF)
(글로벌 라이다 시장 1 위 업체 벨로다인 우회상장)
기업개요

KEY DATA

GRAF 는 Velodyne Lidar 의 Spac 회사다. 즉 벨로다인이라는 회사는 Graf 라는

국가

미국

스펙상장 주식과 합병하여 주식시장에 우회상장을 하는 것이다. 자율주행에 필요한

상장거래소

뉴욕

산업 분류

자율주행

시가총액(예상)

3.46 억 달러

시가총액(원)
매출액
Per

4106 억원
X
X

Share

1754 만 주

3 가지에 레이저, 카메라, 라이다가 있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이며 카메라와 레이저가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인식한다. 매초마다
수백만 개의 레이저 빔을 주변에 발사하여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주변의 지형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감지하고 이를 3D 지도로 만들어낸다. 벨로다인은 2005 년에
라이다 개발에 성공해 지금까지 라이다만 꾸준히 개발 중인 회사다. 2010 년 첫 사용
제품을 출시한 이래 3 만개 이상의 제품을 출하했고 5 억달러 이상의 누적 매출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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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황
라이다는 건설, 국방, 항공에 이용되었다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등에 활용되고
있다. 라이다 기술은 3 차원 도면, 3D 형태로 만들어 준다. Velodyne 의 센서는 최대
300 미터 범위를 가지며 추가적인 센서 융합없이 즉각적인 물체 감지에 사용할 수
있다. 근거리 도로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매핑해주는 기술이 라이더다.
2020 년 7 월 2 일자 기사에 GRAF 가 벨로다인과 스펙합병 한다고 하였으며
벨로다인의 2024 년까지 매출목표는 6 억 8000 만 달러다. 주식의 초기 기업가치는
18 억 달러 정도 상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0 년 9 월 말 합병일로 예상하며 VLDR 로
뉴욕증시에 우회 상장될 것이라고 한다.

행복을 함께하다 써밋에셋
현대 모비스와 협력 2019 년 10 월 23 일
미국 벨로다인과 현대모비스는 전략적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기술협력과 사업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벨로다인에 5,000 만 달러(약 600 억원) 규모의 투자를 하였다.
양사는 2021 년 레벨 3 자율주행용 라이다 시스템을 양산해 국내를 비롯 아시아 시장에 우선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이후 북미와
유럽 시장 개척에도 함께 나선다.
아이드라이버플러스와 판매계약 체결(중국시장 확대)
벨로다인은 최근 6 월 1 일 아이드라이버플러스와 다년간의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율주행 차량 양산을 위한 Puck 센서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아이드라이버플러스는 중국에서 Woxiaobai 라 불리는 무인 전기 도로 청소차 수천 대에 상용 공급할 계획이다.

벨로다인과 GRAF 의 합병 관련 기사
거래가 종료되면 VLDR 로 뉴욕증시에 상장한다. 합병회사의 시가총액은 약 18 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www.prnewswire.com/news-releases/velodyne-lidar-and-graf-industrial-corp-announce-business-combinationto-form-leading-publicly-traded-lidar-technology-company-301087621.html
벨로다인 회사 사이트에 영상을 보면 레이저로 사물을 인식해 3D 도면화하여 자율주행하는 자동차를 볼 수 있다. 정말로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 같은 기술로 보인다.
https://velodynelidar.com/what-is-lidar/
전망
글로벌 라이다 시장 리더인 벨로다인은 거의 모든 주요 글로벌 자동차 OEM 을 포함하여 300 개 이상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20 년 1 억 달러 매출을 시작으로 24 년까지 8 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다는 4 차산업 핵심인 자율주행의 수혜를 받는 제품이다. 시장규모는 2018 년 기준 13 억달러에서 2024 년 60 억달러로
예상된다. 무인자동차 및 운전자 보조 시스템 분야가 많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라이다는 아직 고가라 상용화되지 못했지만 테스트주행엔 이미 사용중이며 지속적으로 가격이 낮아지고 있어 곧 상용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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