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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소식

소사이이어티 광장 Ⅱ

K A I S T 김문주 교수가
창업한 V+Lab 판교 테
크노밸리로 확장 이전

CROWN 2.0은 자동차, 보안, 국방 등 안전필수 시스템을 대상으로 높은 테스
팅 효과를 달성하는 세계 최초의 SW 자동 테스팅 상용 도구로써, 김문주 대표
가 세계적으로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AI Concolic 테스팅 기술을 핵심엔진으
로 사용한다. 김문주 대표는 KAIST 김윤호 연구교수와 (현. 한양대학교 조교
수) CROWN 2.0 이전 연구 프로토타입을 현대모비스의 20만줄 규모의 차량용
SW에 적용하여, 테스팅 인력을 절반 이상 감소시키는 등 (연합뉴스 18.07.22.:
현대모비스, AI기반 소프트웨어 검증시스템 도입 "효율 2배로"), 삼성, LG, 현

1. V+Lab 소개
V+Lab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SW의 품질을 향상하고 SW 테스팅/검증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SW 자동 테스팅 도구 및 서비스를 제
공하고자, KAIST 전산학부 김문주 교수가 2019.10월 창업한 Deep Tech 스타
트업 기업이다 (https://vpluslab.kr/).

대차, 만도, LIGnex1 등 안전필수 시스템 기업에 적용하여 수백여건의 심각한
crash 오류를 빠르고 정확하게 검출하였다.
V+Lab이 실무에 적용 가능한 자동화 솔루션인 CROWN 2.0을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은 10년 이상 Concolic 테스팅 연구로 다져진 기술력이다. 김문주 교수
는 지난 15여년간 소프트웨어 공학 부문 최고 학술대회인 ICSE, FSE, ASE 등에
꾸준히 SW 자동 테스팅 연구 논문을 발표해 왔고, ICST 2018을 비롯해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다수의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또한,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 최고의
국제학회인 ICSE 2020에서 산학협력 연구를 발표하는 Software Engineering
In Practice (SEIP) 트랙의 프로그램 좌장을 맡아, 실용적인 연구에 대한 기여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2. V+Lab 사업 현황 및 비전
그림 1. V+Lab 김문주 대표

현재 V+Lab의 주 타겟은 국내외 자동차, 보안, 국방 등 안전필수 시스템 SW
시장으로, 해당 시장은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예. 세계 자동차 SW

V+Lab은 AI 기반 Concolic 테스팅 기술을 사용해 SW 오류를 자동으로 빠르게
발견하는 SW 자동 테스트 도구 CROWN 2.0 개발 및 연간 사용 라이센스를 판
매하며,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SW 신뢰성을 향상하는 테스팅 서비스 및 교육을

자동 테스팅 시장 2020년 8.8조원, 2030년 13.9조원 추정 (Survey by Yano
Research 2020/09)).
해당 시장은 소프트웨어 테스팅 제품이 B2B로 거래되기 때문에, 백년지대계의
장기적 안목으로 함께 성장할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고품질 제품 및 서비

제공하고 있다.
CROWN 2.0의 핵심인 Concolic 테스팅 기술은 소스 코드 분석과 동적 테스팅,
AI 기반의 SMT 솔버를 동시에 이용하는 자동 테스팅 기법이다 (소스 코드 분석
및 동적 테스팅에서 얻은 정보를 사용하여, 특정 코드 라인을 실행하기 위한 입
력값의 조건을 구한 뒤, SMT solver로 조건을 만족하는 입력을 구하는 작업 수
행). CROWN 2.0은 소스코드 분석 및 단위 테스팅 자동화에 필요한 드라이버
와 스텁 코드를 모두 자동으로 생성하여 테스트 생성 과정을 전자동화하는 토

스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벤처기업 인증 (혁신성장 유형)을 획득하
였고, 창업 2년 만에 현대자동차, ETRI,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포항공대 등 대표
적인 산/학/연 기관에 CROWN 2.0을 납품하였다.
일반적으로 SW 개발 비용 중 절반 이상이 테스팅에 소요되기 때문에, 전세계
적으로 이를 줄일 수 있는 SW 테스팅 자동화 도구에 대한 수요는 매우 크다.
V+Lab은 세계시장 공략 첫 단계로 2024년 일본 자동차 SW 테스팅 시장 진출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JAIST의 Aoki 교수, Denso의 Chiba 박사 등 자동차

털솔루션이다.

SW 테스팅/검증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해외 연구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를 활용하여 현지 진출 준비).
또한, 안전필수 시스템 도메인 뿐 아니라, 머신러닝 기반 AI SW 등 보다 넓은
도메인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SW 자동 테스팅 기술을 폭넓게 발전시키
며, 발견한 오류의 위치를 정확하게 자동으로 추정한 후, 해당 오류를 수정하는
patch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도구들을 개발할 예정이다. 그리고, 유닛 테스팅 결
과를 synthesis를 통해 통합 테스팅으로 진화시키는 종합 SW 테스팅 및 검증
플랫폼을 연구/개발할 계획이다.
그림 2. CROWN 2.0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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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축하 속에, 2021.8월 대전에서 판교 테크노밸리로 회사를 확장 이전하였다

한컴 인텔리전스와 SW 신뢰성 제고 사업 협력), V+Lab이 SW 자동 테스팅 분야

(주소: 1349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0 삼환하이펙스 B동 202호.

의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서 한단계 더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

031-698-3134). 앞으로 판교 테크노밸리의 대규모 인프라 및 네트웍을 활용하
여 (예. 판교 소재 LIG Nex1과 컨소시움을 형성하여 대규모 국방부 과제 수주 및

그림 3. 판교 테크노밸리의 V+Lab 사무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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