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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소프트뱅크 ARM 인수, 향후 유망시장은 자율주행차용 프로세서 

◈ ARM 인수 관련 기자회견에서 소프트뱅크 손정의 사장은 소프트뱅크 그룹은 기술의 패러다

임 전환 초기에 반드시 큰 투자를 해왔으며, 이번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 

• 프로세서 설계업체인 영국의 ARM 홀딩스를 약 240 억 파운드(약 3.3 조 엔)에 인수하기로 

했다는 발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정의 회장은 다음 패러다임 변화는 IoT(사물인터

넷)이며, 미래를 위해 과감히 실행에 옮겼다고 인수 배경을 설명 

• 지금까지 소프트뱅크 그룹은 PC가 등장한 1980년대에는 소프트웨어 유통 기업인 소프트

뱅크를 창업했고, 인터넷이 등장한 1990년대 중반에는 야후!에 투자했으며, 광대역이 등장

한 2000년대 초반에는 야후! BB를 시작했고, 모바일 인터넷이 등장한 2000년대 중반에는 

보다폰 일본 법인을 인수한 바 있음 

• 손정의 사장은 IoT는 이에 필적하는 패러다임 전환이라 주장하며, 모바일 뿐만 아니라 가

전, 자동차, 인프라 등 모든 물건에 반도체가 탑재되는 IoT 시대에 ARM 의 프로세서 판매 

수량 및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기에 ARM 인수를 결정했다고 설명 

◈ 손정의 사장은 인수 협상을 시작한 것은 불과 2 주일 전이지만, ARM 에 대한 동경은 10 년 

전부터 품고 있었다고 밝힘 

• 지금까지 인수를 시도하지 않았던 것은 그럴 만한 현금이 없었기 때문이었으며, 알리바바

의 지분을 일부 매각하는 등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인수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 

• 소프트뱅크는 2016년 3월 말 기준으로 2조 5,000억 엔의 현금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최근 핀란드 게임업체 수퍼셀의 지분을 텐센트에 매각했고, 알리바바와 겅호온라인의 지

분도 매각하면서 약 2조 엔의 현금을 추가 확보하게 되었음 

• 소프트뱅크의 ARM 인수대금인 3조 3,000 억 엔은 현금보유고의 70%에 달하는 큰 금액이

며,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미즈호 은행과 한도 1조 엔 규모의 단기 차입계약을 추가로 체

                                          
*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분석팀(☎ 042-612-8296)과 최신 ICT 동향 컬럼리스트 박종훈 집필위원

(soma0722@naver.com ☎ 02-739-630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최신 ICT 이슈 



 

 

주간기술동향 2016. 7. 27. 

www.iitp.kr 42 

결하면서 부채 규모가 더 늘어나게 됨에 따라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음 

• 이런 부담을 안고서 대규모 M&A를 감행한 것은 그만큼 손정의 사장이 IoT에 과감히 배팅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손정의 사장은 ARM의 기술이 적용될 향후 유망 시장으로 ‘자율운전 자동차용 프로세서 시

장’과 ‘서버 시장’을 꼽았음 

• ARM의 프로세서는 2015년 말 기준으로 스마트폰용 프로세서 시장의 95%, 스마트폰과 태

블릿 및 노트북을 합한 모바일 프로세서 시장에서 85%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 

 • 최근에는 ARM 의 프로세서가 가전 기기에 내장되는 등 스마트 기기 이외 분야에도 확산

되기 시작했으며, 드론 같은 새로운 

IoT 장치에도 사용되고 있음 

• 자율주행차용 프로세서 시장에 대해 

손정의 사장은 “자율주행차를 실현하

기 위해서는 통신과 기계제어 등 다양

한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세서가 필요

하기 때문에, 향후 성장기회가 매우 

많다”고 전망 

• 또한, 서버 시장에 대해서는 “소프트뱅크 그룹에서도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있지만, 가장 

큰 비용은 전력 소모이며, ARM 아키텍처를 통해 절전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

다”라며 기대감을 표출 

• 실제로 2015 년 10 월 퀄컴이 ARM 아키텍처를 채택한 서버 프로세서를 출시하는 등 서버 

분야에도 ARM 아키텍처가 퍼지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 

◈ 소프트뱅크 그룹은 인수 후 ARM을 완전 자회사화 하고 ARM의 상장을 폐지하되, 인수 후에

도 ARM이 독립적인 기업으로 남을 것이며 본사도 영국 캠브리지에 유지할 것이라 발표 

• 본사를 유지하는 것은 캠브리지 주변에 ARM 프로세서 개발과 관련해 양질의 생태계가 형

성되어 있기 때문 

• 손정의 사장은 향후 5년 이내에 ARM 영국의 직원 수를 2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이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임을 강조 

• 또한, ARM 인수를 통해 소프트뱅크 그룹은 ARM이 새로운 성장분야인 “기업 및 임베디드 

<자료> Softbank 

[그림 1] 자율주행차에서 ARM 프로세서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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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전스(Enterprise and Embedded Intelligence)” 분야에서 라이선스를 먼저 획득할 수 있

도록 기여하거나, ARM의 장기 투자전략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설명 

•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은, 모바일과 IoT는 ARM의 세상이라 부를 정도로 대부분 반도체 업

체들이 ARM 기술을 사들여 쓰고 있기 때문에, 한 업체가 ARM을 인수하고 기술을 독점할 

경우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 

• 소프트뱅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면 그간 반도체 영역에는 발을 들여 놓지 않았기 때문

에 기술 독점의 우려는 없어 보이지만, 소프트뱅크가 ARM 인수를 마무리한 뒤 일정 시간

이 지나 다른 기업, 특히 중국 쪽에 매각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 소프트뱅크는 크고 작은 M&A를 성사시킨 뒤 인수기업을 키워 다시 매각하는 형태로 덩치

를 불려왔기 때문에, ARM을 인수한 뒤 기술을 독점하고자 하는 국가, 혹은 기업에 매각한

다면 세계 반도체 생태계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 

(Wired, 7. 18. & Fortune, 7.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