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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의의 기업가정신과 소프트뱅크의 성장전략
2)

야나기마치 이사오*ㆍ유담**ㆍ박영렬***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사 및 기업사적 관점에서 손정의의 기업가정신과 소프트뱅크의
성장전략을 분석했다. 본 연구는 사회적 환경 관점에서 기업가적 전략 및 성장 프로세스,
기업가 네크워크가 손정의의 기업가정신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손정의의
기업가정신이 기업의 발전 방향을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제시했다. 손정의가 성장하며 형
성해온 그의 개인적 야망과 진취성, 글로벌 감각, 네트워크 구축 역량은 손정의의 기업가
정신을 이루는 핵심 요소들이며, 이는 소프트뱅크가 일본 시장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부상하고 지속적으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그 안에서 생존하고 성장하는 동태적 역량을 갖
춘 기업이 되는데 기여했다. 또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손정의의 기업가정신을 토대로
1981년 창립기부터 현재까지 소프트뱅크의 성장 과정을 기업의 핵심사업이 전환되는 시
점을 중심으로 창업기, 성장기, 통합기, 확장기로 구분했고, 각 시기별로 기업의 성장역사
와 핵심사업 및 성장전략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설명했다. 창업기(1981~1995)의 소프
트뱅크는 PC 소프트웨어 유통시장에서 기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신생조직의 취약성을
극복한 후 곧바로 신사업 추가와 해외투자를 시작했다. 성장기(1996~2005)의 소프트뱅
크는 핵심사업을 과거 전통적인 PC 사업에서 인터넷 사업으로 전환하였고 인터넷 사업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인수합병을 통한 해외투자
를 시작했다. 통합기(2006~2015)의 소프트뱅크는 또다시 핵심사업을 통신업으로 다시
한번 전환하였고 플랫폼 독점 전략이라는 공격적인 해외투자를 성장동력으로 삼았다. 오
늘날 소프트뱅크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분야에 투자를 시작하며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
하는 확장기(2016~ )에 진입했다.
<주제어> 손정의, 기업가정신, 소프트뱅크, 성장역사 및 전략, 핵심사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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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손정의(손 마사요시)는 1981년 소프트뱅크(Softbank)를 창업하여 300년 왕국의 야
망을 펼치고 있다. 재일교포 3세로 세계적인 기업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손정의의 소
프트뱅크는 지속적인 대규모 인수합병으로 일본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
업이다. 소프트뱅크는 인터넷 및 통신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오늘날 통신, 인터넷,
소프트웨어 중심에서 벗어나 로봇과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분야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
다.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소프트뱅크의 순수익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51.6%가
증가한 1조 5,383억 엔을 기록했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투자한 신성장 기업의 주
식 매각이익과 평가이익이 이 같은 성장을 이끈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요기술
을 연계한 신사업 창출을 추진하고 있는 소프크뱅크의 손정의는 21세기 최고의 기업가
로 도약하고 있다.
린스키와 요네쿠라(Lynskey & Yonekura, 2001)는 소프트뱅크가 가치 사슬, 재정
관행과 기술 수준에서의 정보 비대칭을 활용하는 전략을 통해 성장했다고 주장했다.
야마다(Yamada, 2007)는 소프트뱅크 사례 분석을 통해 기업의 성장 및 발전을 크게
4 단계(전문화 단계, 확장 단계, 통합 단계, 쇠퇴 단계)로 구분한 기업 성장 모형과 전
략을 제시했다. 그러나 소프트뱅크의 역사와 전략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소프트뱅크의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핵심사업 전환을 시기별로 보여주지 못했다. 더욱이 대부분
의 소프트뱅크 연구는 2000년대 초에 진행되어 소프트뱅크의 초기 성장역사만을 다루
었을 뿐, 2000년대 중반 통신업, 모바일 산업을 통해 기업 규모를 증대하고 2016년
이후 정보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IoT, AI 등 신사업 분야로 투자 범위를 확대한 모습을
다루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81년 창립하여 40년 역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소프트뱅크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손정의의 기업가정신을 분석하고, 소프트
뱅크의 성장역사와 성장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사 및 기업사 두 가지 관점에서 소프트뱅크의 성장 과정을 분
석했다. 첫째, 기업가사적 관점에서 손정의의 성장 과정을 사회적 환경 관점에서 크게
기업가적 전략 및 성장 프로세스(내부환경)와 기업가 네트워크(외부환경)가 손정의의
기업가정신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손정의의 기업가정신이 기업의 발전
방향을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설명했다. 둘째, 기업사적 관점에서 소프트뱅크의 성장 과
정은 기업의 핵심 투자 부문 및 그에 따른 순매출액 변동을 기준으로 크게 창업기, 성
장기, 통합기, 확장기로 구분했다. 그리고 창업기부터 현재까지 기업 성장의 궤도와 핵
심사업 및 역량 변화가 현재 소프트뱅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보다 포괄적으로 분
석했다. 본 연구를 위해 기존 문헌연구는 물론 소프트뱅크 기업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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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손정의의 기업가정신과 소프트뱅크의 성장전략을 도출
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손정의의 기업가정신 형성 과정을 손정의
의 개인적 특성과 기업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제시한 후 이것이 향후 기업발전 방향
에 미칠 영향을 제시했다. 3장에서는 소프트뱅크의 성장 시기를 창업기, 성장기, 통합
기, 확장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성장역사와 전략을 분석하고, 기업의 역사 구분과 맞
물리는 핵심사업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4장 결론에서는 시사점과 향후 연구 과제
를 제시했다.

Ⅱ. 손정의의 기업가정신
1. 창업가 손정의
대부분의 일본 대기업들이 전문경영인 체제를 선택하는 데 반해 소프트뱅크의 손정
의는 예외적 존재이다. 손정의는 대기업 집단인 소프트뱅크 그룹을 이끄는 창업자이
며 오너경영자이다. 그의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57년에 태어난 재일
한국인 3세이며 그의 역사 속에 강한 기업가정신의 원천이 있다. 둘째, 일본 최대급의
기업인이고 자산규모는 세계 43위(2018년)에 속한다. 손정의 같은 오너경영자로 잘
알려진 야나이 타다시(柳井正), 나가모리 시게노부(永守重信), 미끼타니 히로시(三木谷
浩史) 등도 일본의 대표적인 존재이다. 셋째, 소프트뱅크 그룹은 현재 인터넷 재벌로
표현되며 사업회사로부터 투자회사로 변모하고 있다. 손정의는 이런 특징을 가진 그
룹의 총수이다.
반면 언론에선 이단아, 혁명아로 통하며 훼예포폄(毀誉褒貶)이 많이 언급되기도 한
다. 그는 재일교포 3세로 일본에서 태어났으나 일본인 여성과 결혼하면서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 귀화 이전 그는 야쓰모토라는 봉칭성을 사용했다. 그러나 귀화 후 손이라는
한국성을 법원에서 인정받아 일본성으로 쓴 것은 민족성에 대한 손정의의 독특한 가치
관을 드러내는 사례이다. 손정의가 재일교포로서의 정체성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겠다
는 의지는 다음과 같은 그의 언급을 통해 드러난다.
“나는 중국의 DNA, 한국의 DNA,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온 환경, 그리고 미국 유학
이라는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다”. “태어난 나라를 사랑하고 있으며, 태어난 나라에 보
은하며, 공헌하고 싶다(佐野真一, 2012, 168).”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피해자의식
은 나에게 전혀 없다. 재일교포 3세이기 때문이다(佐野真一, 201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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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그는 출신 성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젊고 글로벌한 의식을 가진 기업인
으로서 시대를 앞서가는 사업을 하나하나 창업해 왔다. 뿐만 아니라 손정의의 성장 과
정은 그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의 새로운 기술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진취적이
고 주인의식을 지닌 오너경영자로서의 기업가정신을 형성하는데 상당 부분 영향을 미
쳤다. 본 연구는 이 같은 특징을 지닌 손정의의 기업가정신에 대해 그의 성장 프로세스
(내부환경)와 기업가적 네트워크(외부환경)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손정의의 원점
기업가의 성취욕, 통제 소재, 위험 감수 성향, 모호성에 대한 용인과 같은 개인 수준의
욕구 및 가치 체계는 기업가정신의 선행 조건이며, 이러한 가치 체계는 대부분 성인이
되기 이전에 확립된다(Begley & Boyd, 1987; Cunningham & Lischeron, 1991).
Cunningham & Lischeron(1991)은 특히 이 중에서도 정직, 의무, 책임감과 같은 개
인적 가치 체계(personal value system), 위험 감수 성향(risk-taking propensity),
성취욕(need for achievement) 세 가지를 기업가적 성격 특성으로 제시한다. 손정의
의 원점이라 할 수 있는 가정환경에서부터 학창시절, 창업 초기까지 이르는 기업가 손
정의의 개인사는 손정의의 기업가적 성격 특성이 형성되어온 과정이라 볼 수 있다.

1) 가정환경
할아버지인 손종경(孫鍾慶：1899~1966)은 양반가풍을 가지고 있었지만 1914년, 밀
항선을 타고 일본에 와서 광산노동자, 소작농으로 일을 하게 된다. 손종경은 규슈(九州)
사가(佐賀)현 도수(島栖)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소위 무번지, 무허가 판자촌에서 살았다.
2차대전 후 가족들은 돼지와 닭을 키우며 밀조술을 제조해 판매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
았다. 당시는 식민지 출신이라는 이유로 재일한국인들에 대한 차별과 냉대가 심하던
시절이었다. 아버지 손삼헌(孫三憲, 安本三憲：1936~ ) 시대에는 밀조술 제조판매와
소비자금융, 파칭코업으로 대성공했다. 손삼헌은 손정의에게 위대한 인물이 되라고 말
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손정의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문화 정체성
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원대한 포부와 성취욕을 가질 수 있었다. 손정의는 기업가로
서 성공한 뒤에도 이 시절을 그리워하며 스스로의 원점은 여기에 있다고 여러 차례 언
급한다.

2) 학창 시절
손정의의 부모는 아들의 교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보다 좋은 교육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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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 키타큐슈(北九州)로 옮겼다. 이후 손정의는 키타큐슈에 이어 후쿠오까(福岡)로 다
시 전학을 가게 되었다. 1973년에는 명문 학교인 구루메대학 부설고등학교(久留米大学
附設高)에 입학했다. 구루메대학부설고등학교는 지방 수재들이 모여서 동경대(東京大)
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는 유명한 진학 고등학교이었다. 그러나 재일한국인을 둘러싼
일본 사회의 벽을 느낀 손정의는 동경대 진학에서의 방향전환을 결의한다. 국적 문제 때
문에 관료가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한 그는 동경대 진학을 포기한 것이다. 고1 여름방학
당시 미국 어학유학을 체험하고 할머니와의 한국여행을 거쳤던 손정의는 명문고 중퇴를
결심한다. 이로써 1974년 2월, 손정의의 결정적 전기가 될 미국 유학이 시작됐다.

3) 미국 유학 시절
기업가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업 전략이나 개인적 특성 외에도 기업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넓은 사회, 문화적 다이내믹스(social and cultural dynamics)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Lounsbury & Glynn, 2001). 앞서 언급한 학창시절부터 손정
의가 미국 유학을 결심하기까지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재일한국인에 대한 일본 사회
의 집단적 인식과 손정의의 문화적 정체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16세의 나이에 심기일
전하여 미국 유학을 떠난 손정의는 야스모토 마사요시(安本正義)에서 현재의 본명인 손
마사요시(孫正義)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다. 한국국적을 가진 재일한국인으로 일본성
을 버리고 미국행을 시도한 것이다. 이 시점부터 손정의는 자신의 정체성을 특정 문화
권에 가두지 않고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매체로 활용하기 시작한다.
손정의는 197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살레몬테 고등학교를 거쳐 1975년 홀리 네임
즈 대학(Holy Names University), 그리고 1977년에는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캠퍼스
로 편입했다. 그는 대학에서 경제학과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였는데 이는 발명과
기술개발을 장려하는 실리콘밸리 환경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경제학과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 수업을 통해 IT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알게 된 손정의는 사업가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발명품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 시점부터 손정의는 높은 수준의 기
회 포착 역량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향후 소프트뱅크의 성장을 견인한 주요 기업가적
특성으로 자리 잡았다.
손정의가 미국 유학 시절 개발한 첫 번째 발명품은 1978년의 자동번역기다. 자동번
역기 개발은 할머니가 잠시 미국에 오셨을 때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던 할머니를 위해
실행했다고 손정의는 회고했다. 자동번역기의 개발은 성공적이었으나, 손정의는 상품
화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아버지와 함께 마츠시타 전기(현 파나소닉)나 산요를 찾
아가서 열심히 상품 판매를 시도해보았으나 관계자들의 반응은 모두 부정적이었다. 바
로 이 시점에 손정의는 소프트뱅크의 창립과 성장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은인이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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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자인 사사키 박사를 만나게 된다. 1977년 당시, 샤프의 연구소장인 사사키 다다시
(佐々木正, 1915~2018) 박사는 당시 2000만 엔의 돈으로 손정의의 자동번역기 기술
을 구입했다.
사사키 박사는 초소형 계산기 대가이며 샤프 부사장까지 역임한 인물이었다. 사사키
박사와의 만남은 이후 손정의의 사업가로서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사사키 박사
는 이후로도 수차례 손정의와의 만남에 응하였으며, 소프트뱅크 창업(1981년) 시기에
는 본인 퇴직금을 담보로 회사 운전 자금을 제공하는 등 결정적인 순간에 큰 도움을 주
며 손정의의 기업가적 네트워크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
2014년 4월, 손정의는 사사키 박사의 백수(百寿) 축하 모임을 가졌다. 이때 그는 다
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것은 사사키 선생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고맙
습니다. 다음엔 스승의 130세를 축하하고 싶습니다(孫正義から恩人へ ‘すべては先生と
の出会いから始まりました’, PRESIDENT Online, 2015.12.2).”
한편 사사키는 그 모임 때 손정의와의 만남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나에게는
손 마사요시의 기백 그 자체로 보였습니다. 저 사람의 내면 속에 발하는 에너지는 눈에
띄었습니다. 벌써 30여 년 전 일이지만 그때도 그랬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사키가 회고하는 것은 1977년 여름의 일이다. 손정의가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캠
퍼스에 재학할 당시 공동 개발한 음성기능첨부 전자번역기를 가지고 나라(奈良)현 텐리
(天理)시에 있는 샤프 중앙연구소를 방문했다. 사사키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어린 소
년의 모습을 가진 그가 아이디어를 팔기 위해 왔습니다. 설명하는 중에서도 눈빛이 예
사롭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보통이 아니다”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영어판 번역기의 연
구개발비로 2000만 엔을 내는 것을 즉결했습니다. 당시 유엔의 공용어는 8개국어이기
때문에, 영어판이 완성되면 타국어 버전도 개발하게 된다면 합계 1억 6000만 엔의 가
능성이 있다고 어드바이스 한 것입니다(孫正義から恩人へ ‘すべては先生との出会いから
始まりました’, PRESIDENT Online, 2015.12.2.).”

4) 창업 초기
손정의는 1978년, 대학 동창생인 일본인 오오노 마사미(大野優美)와 결혼하여, 다음
해 1979년에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 유니언 월드사를 설립했다. 1980년 일본에
귀국해 이후 1981년, 큐슈에 일본 소프트뱅크를 설립한다. 창업 초기 손정의는 사사키
박사의 자금 지원을 통해 당시 일본 내 대규모 소프트웨어 제조사인 허드슨과 독점 계
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불과 2년 뒤인 1983년, 출판업에 진출하며 본격
적으로 기업이 다각화 전략을 통해 성장 가도에 오르기 시작한 시점에 만성간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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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를 시작하면서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손정의 회장을 대신하여 사장
직에 오른 사람은 사사키의 소개로 외부로부터 초빙된 오오모리 야스히코(大森康彦)이
다. 오오모리는 노무라증권 출신으로 당시 일본경비보장(현 세콤) 부사장이었다. 전형
적인 증권회사 출신의 엘리트 샐러리맨이었다.
오오모리의 소프트뱅크 사장 취임은 당시 큰 화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기업
경영성과 역시 높았다. 그러나 투병 생활의 종료로 손정의의 현역복귀가 가까워지자
오오모리는 자연스레 물러나게 됐다. 사장과 회장의 “교체” 인사였지만 사실상의 “해
임”이었다. 소프트뱅크 창업기의 경영위기를 극복한 면은 있었으나, 오너 경영자의 복
귀에 의해 전문경영자인 오오모리의 역할은 끝난 것이다. 1986년 다시 경영권을 쥐게
된 손정의는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발굴하고 투자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는 당시
신생 벤처 기업에 불과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와 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일본
내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유통 독점 계약을 체결하며 엄청난 매출액을 기록함과
동시에 다시 한번 소프트웨어 유통업체로서 국내 입지를 다졌다. 이 외에도 손정의는
노벨, 시스코 시스템즈와도 제휴 관계를 형성하여 높은 투자수익을 획득했다. 이후
1994년, 소프트뱅크는 주식에 상장되었고 손정의는 대규모 자본을 확보하고 이를 바
탕으로 계속해서 그의 기업가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기업 성장을 견인해나갔다.

3. 손정의의 발전 방향
재일한국인 3세로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던 손정의에게 있어서는 여러 의미에서의 어
려웠던 환경이 기업인 손정의의 원점을 만들고 있다. “손정의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
년 전에 고향을 빈털터리가 되어 해협을 건너온 조선인의 후예이다. 할머니는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 돼지를 기르고 일가를 떠받쳤으며, 아버지는 밀조술, 파칭코와 사채로
번 돈을 잔뜩 아들에게 퍼부어 훌륭한 교육을 시켰다. 손씨 집안에서는 재일한국인 3
세 손정의는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운 존재였다(佐野真一, 2012, 229).”
그러나 손정의는 그런 “재일한국인의 슈퍼스타”로는 끝나지 않았다. 손씨 집안에서
그런 의식에 반발해 가장 먼저 자유를 얻고 미래를 내다본 기업가가 된다는 길을 걷기
시작한다. 앞에서 지적한 의식, 즉 “나는 중국의 DNA, 한국의 DNA,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온 환경, 그리고 미국 유학이라는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
에 글로벌 감각을 갖춘 기업가로 시대를 앞서가는 사업을 잇달아 창업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손정의의 아버지가 자주 했던 말이다. “나의 모습은 가정(仮定)의 모습이다. 가족들
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부득이 장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너는 천하 국가의 차원으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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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야 한다(佐野真一, 2012, 101).” 이런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손정의는 이렇게 생
각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장사를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다. 철도나 도로, 전력
회사 등 천하 국가의 기초를 만드는 것이 사업가다. 나는 사업가가 되고 싶었다(佐野真
一, 2012, 101).”
기업가에 관한 “스토리(story)”는 창업 초기 벤처 기업의 가치창출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업이 성장한 후에는 기업의 가치 흐름이
다시 기업가의 스토리를 형성할 수 있다(Lounsbury and Glym, 2001). 특히 잘 고안
된 스토리는 신생 벤쳐의 전략적 목표에 대한 내용을 적절히 압축하는 것이다. 손정의는
천하 국가의 기초를 만드는 사업가가 되기 위해 창업기부터 “정보혁명(information
revolution)”을 자신의 경영 철학으로 발표하고 있다. 정보혁명이라는 스토리는 소프트
뱅크만의 특유한 메시지이며, 기업이 주력 사업 부문을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변함없이
지속되면서 손정의의 투자 행보에 타당성(legitimacy)을 제공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손정의의 기업가정신의 기본은 안정적인 경영 혹은 이윤 추
구라기보다는 시대의 요청에 호응해, 또 시대를 선점하여 만들어 나가는 지극히 창조
적 이념에 근거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손정의의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300년 왕
국을 추구하는 소프트뱅크의 성장역사와 성장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Ⅲ. 소프트뱅크의 성장역사와 성장전략
1. 소프트뱅크의 성장역사
소프트뱅크는 통신 산업을 중심으로 인터넷, 모바일, 반도체 등 다채로운 IT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본의 대형 IT 및 투자 기업으로 오늘날까지 과감한 투자와 혁신의 중
심에 서 있다. 소프트뱅크의 성장을 견인한 손정의 회장은 정보혁명이라는 기업 설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PC 소프트웨어 판매업에서, 인터넷, 통신업, 모바일, 반도체 분
야로 지속적으로 투자 범위를 확대해왔다. 지난 2010년 6월 25일 손정의 회장은 향후
약 5000개 기업에 투자하여 2040년까지 시가총액 200조 엔을 달성하겠다는 신(新)
30년 비전을 발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소프트뱅크는 기존의 핵심사업이었던 통
신, 모바일 산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많은 정보혁명의 벽을 넘어왔으며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인류 최대 패러다임 변화를 눈앞에 두고 사업 구조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뱅크는 오늘날 대규모 투자 분야인 반도체, 모빌리티 분야나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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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수익 창출원인 통신업, 모바일 사업으로 시작한 기업이 아니다. 소프트뱅크는
1981년 PC 소프트웨어 유통업체로 설립됐다. 그러나 이후 디지털 관련 제반 사업 분
야에 수차례 대규모 투자 및 인수합병을 하여 설립된 지 불과 40년이 지난 오늘날 미
래 정보혁명을 주도할 글로벌 기업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소프트뱅크의 성장역사는 창
업기(1981~1995), 성장기(1996~2005), 통합기(2006~2017), 확장기(2018~ )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표 1> 소프트뱅크 순매출액, 순이익 및 영업이익 흐름
순매출액

순이익(손실)

영업이익(손실)

1994

96.8

2.0

5.0

1995

171.1

5.7

14.2

1996

359.7

9.0

30.5

1997

513.3

10.3

27.8

1998

528.1

37.5

12.1

1999

423.2

8.4

8.3

2000

397.1

36.6

16.4

2001

405.3

-88.7

-23.9

2002

406.8

-99.9

-91.9

2003

517.3

-107.0

-54.8

2004

837.0

-59.8

-25.3

2005

1,108.6

57.5

62.2

2006

2,544.2

28.8

271.0

2007

2,776.1

108.6

324.2

2008

2,673.0

43.1

359.1

2009

2,763.4

96.7

465.8

2010

3,004.6

189.7

629.1

2011

3,202.5

313.7

675.2

2012

3,202.5

372.5

799.4

2013

6,666.7

520.3

1,077.0

2014

8,504.1

668.4

918.7

2015

8,881.8

474.2

908.9

2016

8,901.0

1426.3

1,026.0

2017

9,158.8

1039.0

1,303.8

출처：SoftBank Annual Report(199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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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기업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가 공시된 1994년부터 현재까지의 매출액,
순이익, 영업이익의 흐름을 보여준다. 특기할 부분은 소프트뱅크가 미국 이동통신사 스
프린트를 인수한 2012년을 기점으로 기업의 순매출액, 순이익 및 영업이익이 기업사
상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부분이다. 2012년도 3조 2025억 엔이었던 소프트뱅크의 순
매출액은 2013년 6조 6667억 엔으로 약 108%가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3725억 엔에
서 5203억 엔으로 약 40%가 증가했다. 그러나 소프트뱅크는 단순히 즉각적인 투자수
익을 목적으로 스프린트를 인수한 것이 아니다. 스프린트를 인수하기 훨씬 이전인
2006년부터 소프트뱅크는 핵심사업을 통신 및 모바일 사업으로 변경했으며, 그보다
앞서 2000년대 초반부터 기존의 핵심사업이었던 인터넷 시장을 벗어나 브로드밴드 사
업에 투자를 시작했다. 일본의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에서 통신기업으로 입지를
다진 소프트뱅크는 국내 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이동통신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2012
년 스프린트를 인수했다. 스프린트 인수는 장기간에 걸친 전략적 투자였다. 스프린트
인수사례를 통해 소프트뱅크의 지속 성장을 견인한 진정한 동력은 개별적인 인수합병
들이 아니라 손정의가 주도하는 시기별 핵심사업 선정이라고 볼 수 있다. 소프트뱅크
의 핵심사업은 기업이 설립된 1981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핵심사업
의 변화는 대규모 투자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소프트뱅크는 그들의 비즈니스 포커
스에 맞추어 기업 전체의 경영 목표와 전략도 달리했다.
티스(Teece 2010)에 따르면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모방하기 어렵고 차별화되
며 이윤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으로, 그 자체가 기업의 경쟁
우위를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정보 산업 시장에서는 과거 전통 산업 시장과는
달리 특정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여 가치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전혀 다른 비
즈니스 모델이 요구된다. 정보 시장에서 바람직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핵
심은 소비자 혹은 사용자에게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여 수익을 낼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소프트뱅크는 설립 이후 정보혁명을 기업의 궁극적 존재 이유로 천명해왔다.
정보혁명에 대한 정의는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소프트뱅크가 이루고자 하는
정보혁명에는 최소한 사회 모든 면에서 대량의 적절한 정보를 신속하게 사용, 전달, 공
유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드는 것이 포함된다. 소프트뱅크의 지속적인 핵심사업 전환 및
신사업 추가는 정보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거대한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소프트뱅크의 지속 가능 경쟁우위를 형성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핵심사업 전
환 및 신사업 추가를 통한 거대 정보 플랫폼 구축과 이를 통한 가치창출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뱅크의 성장역사 및 전략 변화의 흐름을 소프트뱅
크의 역대 핵심사업을 기준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소프트뱅크의 성장역사는 소프트웨
어 유통업과 잡지산업에 집중하던 창업기(1981~1995), 인터넷 사업 중심의 다각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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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펼친 성장기(1996~2005), 통신업, 모바일 산업에 집중하여 핵심 성장동력을 발
굴하며 소프트뱅크 중심의 군 전략을 펼치기 시작한 통합기(2006~2015), 그리고 인공
지능, IoT, 모빌리티 등 차세대 신기술 분야에 투자를 시작한 확장기(2016~현재)로 구
분할 수 있다.
<그림 1> 소프트뱅크 시기별 성장전략

2. 소프트뱅크의 성장역사와 전략
앞서 언급한 시기 구분을 기준으로 각 시기별 성장역사 및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명
할 수 있다.

1) 창업기(1981~1995)
(1) 성장역사
소프트뱅크가 창립된 1981년은 PC 시장 형성 초기 단계로 개인용 PC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지만 수많은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와 잠재고객들을 연결하는 유통업체가 부
재하던 시기였다. 따라서 창업기 소프트뱅크의 목표는 신생조직의 취약성(liability of
newness)을 극복하고 일본의 주요 소프트웨어 유통업체가 되는 것이었다.
소프트뱅크는 대규모 무역 박람회에 참석하여 다양한 소비자, 이해관계자들을 포함
하는 네트워크 형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또한 손정의 회장은 다이이치간교은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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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하여 75만 달러의 창업대출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로부터 다
량의 소프트웨어를 사들여 소매업체들에 되팔기 시작했다.
창립된 지 불과 7여 년이 지난 1988년 소프트뱅크는 약 25,000개의 소프트웨어 소
매업체와 4,000여 개의 국내외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들을 자사 네트워크에 포함 시키
는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노벨, 선마이크로시스템, 오라클의 국
내 단독 유통업체가 됐다. 이에 따라 직원 수도 100명이 넘었고 사업단위의 운영이 시
작됐으며 신사업 책임자에 의한 간접 통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일본의 PC 소프트웨어 유통을 주도하게 된 소프트뱅크는 출판, 정보 서비스, 관련
컨퍼런스에 이르는 개인용 PC 시장 인프라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통제권을 얻기 위
해 신사업 분야를 추가하기 시작했다. 소프트뱅크의 첫 번째 사업확장 분야는 PC 관련
출판업이었다. 1994년 미국 Ziff-Davis 출판회사와 COMDEX를 매수하여 컴퓨터 잡
지를 출판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성장하는 PC 시장의 사용자들과 접촉하기 위한 커
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소프트뱅크는 소프트웨어 유통업, 출판업 부문에서 각각
40%, 30%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다. 이후 손정의는 해외투자를 새로운 경영 목표로
삼고 1990년대 중반 엔화 강세를 이용하여 당시 일본에서는 관례적으로 경시되어왔던
인수합병(M&A) 방식을 통해 미국시장에 진출했다. 미국시장에서 소프트뱅크의 인수
규모는 약 45억 달러에 달했고, 글로벌 기업으로 입지를 굳히게 됐다.
(2) 성장전략
창업기 기업의 주된 목표는 정당성(legitimacy)을 확보하고 신생조직의 취약성(liability
of newness)을 극복하여 신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다. 정당성이란 기업이 새로운 환
경에서 소비자들에 의해 수용되고 인정받는 정도를 뜻한다. 정당성 획득은 기업 존속
에 필수적인 첫 번째 단계이다. 신생조직의 취약성은 새로운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
새로운 내부 시스템과 외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므로 기존의 조직보다 더 높은 비
율로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정당성 확보와 신생조직의 취약성 극복
은 연결되어있는 문제로 볼 수 있다. 기업은 지속 가능하며 안정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운영,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며, 이후 고객의 신뢰, 인
정을 바탕으로 정당성을 얻고 동시에 신생조직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다. 이는 기업
이 신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첫 번째 난관으로 스타트업 시기의 주요 쟁
점이다.
소프트뱅크가 창립될 당시 일본 PC 소프트웨어 시장에는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사이
의 높은 정보 비대칭이 존재했다. 수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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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소매업체에 판매할 중심적인 도매업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프트뱅크는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와 소매업체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메
우는 조정자(coordinator)로 등장했고, 제품 판매와 구매의 순환을 촉진하는 인프라를
구축했다. 소프트뱅크는 공급업체, 판매업체들과 수많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제품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입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보 우위를 바탕으로 소
프트뱅크는 공급, 판매업체들을 위한 서비스를 향상하는 동시에 강한 교섭력을 갖춘
유통업체가 될 수 있었다.
창업기 소프트뱅크의 두 번째 경영전략은 신사업을 추가하고 해외투자를 시작한 것
이다. 소프트뱅크는 소프트웨어 유통업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컴퓨터와 관련된 서비
스 산업에 주력하기 시작했고, Novell, NTT, Dentsu와 같은 일본 대형 광고 에이전
시들과 기업 연합을 형성하여 높은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다. 또한 손정의는 대규모 기
업 인수를 통해 미국시장에 진입했고, 이와 동시에 핵심사업을 인터넷으로 전환했다.
미국시장 진출 시 소프트뱅크가 합작투자 방식보다 더 높은 비용을 동반하는 인수를
선택한 것은 다각화를 기업의 지속 성장전략으로 삼기 위함이다. 기업이 보유하지 않
은 자산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합작투자 방식보다 인수가 더 유용한 시장진입 방법이기
때문이다. 소프트뱅크는 인터넷 사업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도메인을 확장해가며 본격
적인 성장기에 진입했다.

2) 성장기(1996~2005)
(1) 성장역사
1990년대 중반부터 다각화와 인수합병 전략을 통해 미국 PC 관련 기업들의 지식을
최대한 흡수하기 시작한 소프트뱅크는 사업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기존 핵심사
업에 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가하면서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하였으며, 1998년 주식
시장에 상장되었다.
성장기의 소프트뱅크는 인터넷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삼았다. PC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소프트뱅크는 떠오르는 인터넷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것이다. 1999
년 당시 소프트뱅크는 100개 이상의 인터넷 기업들에 17억 달러를 투자했다. 첫 번째
투자는 1996년 야후와 함께 야후재팬을 공동 설립하여 51%의 지분율로 최대 주주가
된 것이었다. 이후 소프트뱅크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다종 사업 간의 시너지 창출을 위
해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가하며 인프라, 하드웨어에서 콘텐츠, 전자상거래, 유
통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관련 사업 전반에 거쳐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 2000
년, 소프트뱅크는 중국 알리바바에 성공적으로 2천만 불을 투자하여 대규모 투자수익
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인터넷 사업인 브로드밴드 사업으로 비즈니스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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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장했다.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통신인프라사업에 대한 투자를 시작한 소프트뱅
크는 핵심사업을 기존의 인터넷 사업에서 통신사업으로 전환했고, 2004년에는 새로운
브랜드밴드 서비스인 BB hikari를 런칭했다. 통신업은 오늘날까지도 지속적인 현금흐
름을 발생시키는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원으로 남아있다.
(2) 성장전략
성장기 소프트뱅크의 첫 번째 성장전략은 미국-일본 시장 간 금융 환경의 차이를 파
악하고 이용한 것이다. 해외 인수합병을 통해 해외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은 완전히 새
로운 제도적 환경에 직면한다. 본국과 진출 국가 사이의 제도적 거리는 주로 기업의 운
영비용을 증가시키는 제약 조건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소프트뱅크는 전략적 대응을 통
해 본국과 현지 시장의 금융 관행의 차이를 활용하여 오히려 기업의 제도적 우위를 형
성했다. 미국시장은 장래성 있는 경영 계획과 기업가의 역량이 투자자들의 융자를 이
끌어낼 수 있는 구조였으며, 특히 미국의 벤처 캐피털 회사들은 고위험 고수익 상황에
서도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하는데 특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일본에는 이
와 비슷한 인프라나 투자문화가 존재하지 않았다. 더욱이 투자보다 저축을 지향하던
일본 문화와 달리 미국에는 이미 주식시장과 주식 옵션 제도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었
다. 소프트뱅크는 인수합병에 유리한 미국시장 상황을 활용하여 빠르게 확장할 수 있
었다. 주식공개상장 이후 단기간에 대규모 자본 이익을 얻은 소프트뱅크는 인터넷 사
업을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다각화해 나갔다.
두 번째 성장전략으로 소프트뱅크는 비즈니스 포커스를 기존의 PC 시장에서 인터넷
사업으로 전환했다. 1990년대 중반 미국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터넷 서비스 산업
기술 부문에서 모두 일본을 앞서고 있었다. 이에 소프트뱅크는 미국과 일본의 기술 격
차를 활용하기 위해 다각화, 인수합병을 진행하며 관련 기업들의 기술, 지식을 대거 흡
수했다. 특히 손정의는 새롭게 성장하는 인터넷, 통신업 시장의 장래성을 높이 평가하
며 기업의 핵심사업을 인터넷 사업으로 전환했다. 이후 소프트뱅크는 야후, 알리바바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막대한 투자수익
을 남겼다.
이처럼 소프트뱅크는 다각화를 추진하면서도 인터넷 사업에 포커스를 둠으로써 범위
의 경제를 누리는 동시에 기업 특유 우위를 형성할 수 있었다. 또한 소프트뱅크는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일본경제의 장기불황 속에서도 내수 변동
의 영향을 적게 받고 성장의 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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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기(2006~2015)
(1) 성장역사
통합기의 소프트뱅크는 역시 내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핵심사업에 추가하였다. 통합기로 분류되는 2006년부터 2014년
까지는 기존 핵심사업이었던 통신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었다. 소프트뱅크는
2006년 보더폰 K.K.를 인수하여 모바일 사업으로 진출했고, 2007년에는 White Plan
을 발표하여 모바일 통신 서비스 사업 투자를 시작했다. 또한 2012년에는 Sprint
Nextel Corp.와 전략적 인수를 합의하여 세계 제3위 이동통신사로서 입지를 굳힐 수
있었다. 스프린트는 오늘날까지 소프트뱅크의 핵심 수익창출원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2014년을 기점으로 소프트뱅크는 알데바란 로보틱스,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투자하여 휴머노이드 로봇 페퍼(Pepper)를 공개하는 등 기존의 주력 산업이었던 통신
업과는 전혀 상이한 신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시작했다. 통신업에 이어서 또다시 기
업의 핵심사업을 전환하기 위함이었다. 소프트뱅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파고를 넘어
기업의 지속 성장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인터넷, 모바일 사업에서 IoT, AI, Smart
Robotics, Cloud 사업으로 비즈니스 포커스를 전환하기 시작했으며 본격적으로 기업
확장기로 나아갈 준비를 시작했다. 인수합병을 통해 새로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가되
면서 경영관리의 복잡성이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권화
를 시도했다. 또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 방안도 모색하기 시작했다.
(2) 성장전략
통합기 소프트뱅크의 첫 번째 성장전략은 잠재성장률이 높은 제품, 서비스의 산출량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하는 특정 시점 이전에 해당 제품, 서비스의 플랫폼을 장
악하여 독점체제를 만드는 전략이었다. 플랫폼 장악 전략은 소프트뱅크만의 독특한 비
즈니스 모델이며, 손정의가 가장 강조하는 경영전략이다. 따라서 통합기의 소프트뱅크
는 모바일 인터넷 시대의 플랫폼을 장악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다. 당시 일본
시장에 진출한 보더폰은 일본 현지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영전략으로 인한
높은 외국인 비용(liability of foreignness)을 감당해야 했다. 따라서 보더폰은 일본
내에서 통신업체로 입지를 굳힌 소프트뱅크에게 좋은 인수 대상이 됐다. 보더폰 인수,
그리고 뒤이어 일본 내 아이폰, 아이패드 유통 독점 계약 체결은 소프트뱅크를 국내 대
표 이동통신사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이후 소프트뱅크는 2012년 스프린트의 지분 70%를 매수하여 일본을 벗어나 전 세계
3위의 이동통신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스프린트 인수사례는 소프트뱅크의 통합 역
량(integration capability)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였다. 호프스테드(Hofsted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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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여러 문화적 차원(개인주의, 불확실성 회피 정도, 권력
간격 등)에 있어서 매우 상이한 국가들이다. 미국은 각기 다른 국적을 가진 이민자들로
구성된 다문화 국가인 반면, 일본 사회는 인구 99%가 같은 문화유산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 비해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상호 간 신뢰와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한 의
미를 가진다. 이러한 문화 차이는 서로 다른 기업, 경영 문화를 형성한다. 문화적 거리
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큰 문화적 거리가 인수기업에 높은 관리 비용을 발
생시켜 결과적으로 해외 인수합병 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뢰우
스와 라몬트(Reus & Lamont, 2009)에 따르면 문화적 거리는 해외 인수합병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및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미칠 수 있다. 이는 문화적 거리가 기업 성과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각 기업마다 특유한 통합 역량을 통해 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창업기부터 성장기, 통합기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축적한
국제경험으로 높은 통합 역량을 형성한 소프트뱅크는 본국과 진출 국가 사이의 높은
문화적 거리와 당시 소프트뱅크의 스프린트 인수에 부정적이었던 미국 정부라는 제도
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스프린트 지분의 상당 부분을 성공적으로 매수할 수 있었다. 뿐
만 아니라 소프트뱅크는 스프린트를 판매 지향적 조직으로 개편하여 스프린트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활용하여 꾸준히 수익을 창출해냈다.
통합기 소프트뱅크의 또 다른 전략은 하나의 플랫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
장과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며 새로운 사업 기회를 탐색하는 것이었다. 1981년 유통업
으로 출발한 소프트뱅크는 출판, 전시회, 인터넷, 브로드밴드, 모바일로 핵심사업을 전
환했다. 그리고 2012년 스프린트를 인수하여 기업사상 가장 큰 투자수익을 남겼음에
도 불구하고 곧바로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시작했다. 손정의는 4차 산업혁명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패러다임 변화로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여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시
작했다. 스마트 로봇 등 이전 사업 분야와는 전혀 관련 없는 신사업에 투자하고 다양한
다국적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었던 것은 소프트뱅크가 창업기부터 축적한 국제경험과
학습역량 덕분이었다. 소프트뱅크는 기업 연합을 형성하고 적극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자사의 정보 집약적 자산과 타사의 경쟁우위를 통합하여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를 창출
하고자 했다.

4) 확장기(2016~ )
(1) 성장역사
소프트뱅크가 2016년 영국의 반도체 기업 암 홀딩스(ARM Holdings)를 인수한 것
은 본격적인 핵심 투자 분야 전환의 기점이었다. 암의 반도체 회로설계 기술은 비단 스
마트폰이라는 단말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IoT 시대의 IT 기업들의 데이터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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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체에도 필요한 것이므로, 소프트뱅크는 암을 통해 모바일 시대와 IoT 시대의 플랫
폼을 모두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암 홀딩스 인수를 기점으로 소프트뱅크는 새로운 성
장동력을 확보하여 확장기에 진입하였고 소프트뱅크 2.0시대가 시작되었다.
현재 소프트뱅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모멘텀을 맞이하여 새로운 성장의 기
회를 창출하고 기업을 확장해야 한다는 당면과제를 가지고 있다. 소프트뱅크가 확장하
기 위해 선택한 주력 분야는 크게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사업 분야이다. 소프트뱅크는
2017년 설립된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를 통해 암 홀딩스와 앤비디아(NVIDIA)를 인수하
여 인공지능 사업 비중을 높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소프트뱅크는 기업 인수를 통
해 기술을 확보함과 동시에 비전 펀드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분야를 확장해 나가는
투트랙 전략으로 향후에도 AI 사업의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늘날 소프
트뱅크의 두 번째 비즈니스 포커스는 차량공유, 자율주행차와 같은 모빌리티 사업 분
야다. 소프트뱅크는 비전 펀드를 통해 약 200억 달러 이상을 우버, 그랩과 같은 차량
공유 스타트업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10월에는 도요타와 함
께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 합작회사를 설립하
기도 했다.
(2) 성장전략
확장기 소프트뱅크의 첫 번째 전략은 핵심사업을 재정의한 것이다. 여전히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원은 통신업이었지만, 비즈니스 포커스는 IoT, AI, Mobility 분야로 넘
어갔다. 핵심사업이 기존의 통신업에서 IoT로 전환된 기점은 소프트뱅크가 2016년 암
을 인수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암은 반도체 관련 업계의 신흥 세력이었으나 소형 단
말기에 적용 가능한 반도체 회로설계와 소비 전력을 낮추는 기술로 기업 입지를 공고
히 하고 있었다. 소프트뱅크가 암을 인수한 데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 번째는
기존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 즉 모바일 서비스 기업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
기 위한 것이었다. 보더폰이 모바일 시대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암은 모바
일 인터넷 단말기 즉, 스마트폰의 두뇌인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다. 손정의가 보더폰
을 인수한 2006년부터 암 인수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모바일 인터넷 사업의 선도기
업이 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두 번째 목적은 다가오는 IoT 시대의 플랫
폼 위치를 선점하기 위함이었다. 모바일 시대를 넘어서 다가오는 IoT 시대에도 수많은
IT 기업들은 대용량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 및 전송용 반도체를 필요로 할
것이다. 따라서 암의 기술을 보유한 소프트뱅크는 IoT 시대에도 플랫폼 기업이 될 수
있다. 암을 인수한 다음 해인 2017년 소프트뱅크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를 설립하여
암과 같은 첨단기술을 보유한 전 세계의 유망한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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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지 않았다. 이는 기업이 통합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 새로운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
하기 위해 핵심사업이 다시한번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소프트뱅크는 기업 확장 및 신시장 형성을 위해 군(群) 전략을 구사했다.
군 전략은 서로 다른 브랜드와 비즈니스 모델을 지닌 기업군이 서로 독립된 관계에서
동지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전략을 말한다. 기술 환경에서 소프
트뱅크의 주요 경쟁우위는 다양성 추구이다. 손정의는 기업의 성장기, 통합기를 거치며
다양성을 추구하는 역량이 기업의 300년 존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역량이라고 보았
다. 그리고 손정의의 다양성 추구는 군 전략을 통해 드러난다. 손정의는 정보혁명과 관
련된 모든 분야의 기업들과 접촉하여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렇듯 고정적
이지 않고 역동적인 국제화, 기업 연합 추구는 소프트뱅크의 해외인수합병에도 영향을
미친다. 소프트뱅크는 피 투자 기업을 자회사로 만들어 즉각적인 상승효과를 얻기 위
함이 아니라 새롭게 형성된 조직과 경영진이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내외부 역량
을 통합하기 위해서 기업을 인수한다. 또한 소프트뱅크의 군 전략은 미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호 연결될 수 있는 기업들을 포섭한다는 점에서 신시장 형성을 위
한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시장은 전문적이고 특유하며 수
요-공급 수준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서 소프트뱅
크는 관련 기술을 보유 중이며 시장 점유율이 높고 성장 잠재력을 갖춘 플랫폼 기업들
의 높은 지분을 확보하여 소위 플랫폼 제국을 형성했다. 즉 소프트뱅크는 단지 내부화
를 통해 거래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 및 생태계를 형
성하여 공급업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지식 및 기술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가운데 소프트뱅크가 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기업 간 거래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지배력
<표 2> 소프트뱅크의 성장역사와 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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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기업 설립 목표인 정보 혁명을 실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소프트
뱅크는 투자수익, 자원할당에 주목하지 않고 기업들이 보유한 자산, 역량의 이질성, 다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융합하여 주체적으로 기회를 포착하고 시장을 형성하는
경영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소프트뱅크의 시기별 성장역사와 전략을 요약하자면 <표 2>와 같다.

Ⅳ. 결 론
손정의의 기업가정신은 재일한국인 3세로 일본에서 겪었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여
단순한 사업가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큰 꿈을 가진 기업가로 성장하고
자 마음으로부터 출발했다. 또한 일본 시장에 머물지 않고 세계 시장을 무대로 끊임없
는 성장을 추구하는 글로벌 감각이 소프트뱅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고 손정의
라는 글로벌 기업가를 탄생시켰다. 손정의는 비전과 글로벌 감각과 더불어 외부와의
협력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파트너쉽을 창출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도 겸비했다.
이와 같은 손정의의 기업가정신은 소프트뱅크를 뛰어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바
탕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인터넷 관련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오늘날 소프트뱅크는 기존의 모바일, 통신업, 인터넷 사업으로부터 4차 산업혁
명 관련 차세대 주요 기술인 IoT, Smart Robot, AI, Mobility 사업으로 기업의 핵심
사업을 전환했다. 소프트뱅크는 광범위한 통찰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사의 강점
과 피 투자 기업의 강점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것이 소프트뱅크가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지속 가능한 기업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전략
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프트뱅크는 인수합병을 비롯한 전략적 제휴를 주요 성장전략으로 활용했다.
PC 소프트웨어 유통판매기업으로부터 정보혁명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
어서 인수합병 및 전략적 제휴는 필요한 기술과 사업 영역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전
략이었다. ICT 시장에서 스마트폰의 급속히 보급되면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보다 효과
적인 수단은 PC가 아닌 모바일 디바이스가 되었고 소프트뱅크는 기업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 모바일 인터넷이며 이는 동시에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사업 영역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소프트뱅크는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고속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며, 스마트폰 제품 라인업을 향상하고, 이커머스,
클라우드와 같은 모바일 기기 서비스를 최적화했다.
이와 같이 손정의 회장의 기업가정신은 소프트뱅크 경쟁우위의 원천인 동태적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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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capability)을 핵심으로 한다. 세인과 벤카트라만(Shane & Venkatraman
2000)에 따르면 기업가정신은 기업가의 개인적 특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가적 기회(entrepreneurial opportunity)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기업가적 기회는
새로운 상품, 서비스, 원자재가 시장에 도입되어 생산비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Casson, 1982). 이는 단순히 기존의 제품, 서비스, 원자재를 효
과적으로 판매하여 이윤을 얻기 위한 기회가 아니다. 기업가적 기회는 기술 발전을 통
한 새로운 정보 생산,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시장 불균형 활용, 정치, 제도적 환경에 따
라 변화하는 자원의 상대적 비용, 편익에 대한 대응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새로운 시장 기회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기회를 발견하는 것은
기업가의 역량에 관한 문제이다. 기업가 개인의 역량은 기회 발굴을 위해 필요한 관련
된 이전 지식을 보유한 정도, 그리고 새로운 가치창출 수단과 기업의 목표 간 관계를
파악하는 기업가 개인의 인지 속성(cognitive property)으로 구성되어 있다(Shane &
Venkatraman, 2000). 기술시장의 네트워크 내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와 지식을
습득하고, 개인 수준에서도 신사업 진출 시 공격적 투자 원칙을 고수해온 손정의는 기
업가 개인의 역량이 매우 뛰어나다고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업가
적 기회를 발굴하고 관련 시장을 형성한 뒤 시장 내에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30년의 역사 길목에 다다르고 있는 소프트뱅크는 출발 자체가 300년의 장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새로운 사업 창출을 위
한 대장정을 달리고 있는 사업가 중의 하나인 손정의는 20세기 기업의 목표를 뛰어넘
는 인류의 행복을 창출하는 초월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1세기 기업가정신을 창출하
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소프트뱅크의 성장역사와 전략에 대한 소고에 불과하며 향
후 300년 왕국의 위대한 꿈을 그리고 있는 손정의에 대한 심도 있는 기업가정신 분석
과 더불어 보다 분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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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ntrepreneurship of Masayoshi Son, and analyzed
the growth history and strategy of SoftBank. We analyzed the growth process
as well as the entrepreneurial network of Masayoshi Son, and suggested how
these influenced the formation of innovative entrepreneurship of Masayoshi
Son which consequently led the direction of SoftBank’s development. In
addition, this study divided the growth history of SoftBank into start-up
period, growth period, integration period, and expansion period. In the
start-up period(1981~1995), SoftBank achieved corporate legitimacy in the PC
software market and overcame its liability of newness. Then, the core
business sector shifted from the PC industries to the Internet industries in the
growth period(1996~2005) and the firm started to accelerate diversification
through cross-border M&As. In the integration period(2006~2015), SoftBank
transformed its core business into telecommunication business and tried to
monopolize platform businesses to maintain its sustainable growth. Today,
SoftBank entered its expansion period(2016~ ) and started to invest in new
technologies which let the firm to lead paradigm shift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Key Words> Masayoshi Son, Entrepreneurship, SoftBank, Growth history and
strategy, Transition of core business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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