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호아이오 
회사소개서
Institutional-Grade DeFi Provider

contact@sooho.io
2023 Ver.01

mailto:joojoo@sooho.io


2

2018년 8월 설립

누적 투자 유치 금액 100억 +

주요 투자사

ConsenSys로부터 Seed 투자를 받은 

국내 유일 기업

주요 고객 및 파트너사

굴지의 대기업과 협업해 
DeFi 보안/인프라 사업 주도

팀 구성원

유명 대기업, 스타트업 출신 
멤버들로 구성

Summary

Introduction



About SOOHO.IO

2018년에 설립되어 두 번의 Crypto Winter을 견딘 내실 있는 팀

•  2018년 8월 자동화된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서비스 업체로 출발  

•  자동화된 취약점 탐지 기술 VeriSmart 등 개발하여 보안 최고 학회 출판  

•  Luniverse, TTA, 금융보안원 등 다양한 고객사에 보안 서비스 제공  

Introduction

국내 유일하게 대기업 고객 대상으로 전 주기 DeFi 보안/인프라 제공  

•  DeFi를 개발하고자 하거나, 메인넷 생태계의 활성화를 원하는 대기업 고객사에게  
 DeFi 개발, 브릿지, 보안 감사 서비스와 같은 전 주기 DeFi 인프라 서비스 제공 

•  위메이드 (WeMix), 카카오게임즈 (BoraChain), 업비트 (Luniverse),  
 Krafton(thingsflow)과 같은 굴지의 대기업과 협업해 DeFi 제품을 출시   

•  출시 2주 만에 6,000억 TVL을 달성한 Kleva를 비롯해 다양한 서비스 런칭 중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자체 서비스 런칭

•  보안 기술력, DeFi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블록체인에 핵심 DeFi 서비스 런칭 중  

•  Cosmos 기반 Leveraged Staking Protocol StayKing 런칭  

•  Oasys 블록체인 기반 DEX Protocol Tealswap 런칭 

3



4

History

Introduction

2018 회사 설립

글로벌 1위 바이낸스 SAFU 해커톤 본선 
최고 기술상 수상, 한국 예선전 최우수상 수상

2019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 조셉 루빈의  
ConsenSys Ventures로부터 국내 유일 Seed 투자 유치 

LG CNS 스타트업 몬스터 프로그램 지원 기업 

삼성SDS 오픈이노베이션랩 프로그램 지원 기업 

카카오 자회사 그라운드X 주관 클레이튼 
호라이즌 해커톤Top Tier 1 수상

신용보증기금 퍼스트펭귄 프로그램 지원 기업

2020 ODIN을 활용해 자동으로 1,000개의 취약점 
Audit Report 발행

2020 초기창업패키지 선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K-스타트업 정보보호 
기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

2021 위메이드 자회사 위믹스로부터 50억 원 투자 유치

위메이드(Wemix)와 Leveraged Yield Farming  
Protocol인 Kleva 공동 런칭

2022

Kleva TVL $500M 달성

EVMOS 해커톤 대상 

Oasys 블록체인 기반 DEX Protocol Tealswap 런칭2023

Cosmos 기반 Leveraged Staking Protocol인  
StayKing 서비스 런칭 

우리기술투자로부터 50억 투자 유치

Omnichain messaging Protocol인 C2CC 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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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Mission

블록체인 금융 서비스들은 특정 체인 안에 고립되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체인을 연결하는 브릿지를 통해 유저는 자산의 종류와 관계 없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보안에 취약한 브릿지는 막대한 규모의 해킹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높은 수준의 보안 기술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수호는 가장 안전한 브릿지로 연결된 크로스체인 생태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금융 기회를 간편하게 경험할 수 있는 Gateway가 되고자 합니다.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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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Introduction

수호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와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제품을 
만들어 갑니다.

DeFi Infrastructure

DEX, Leveraged Yield Farming, 
Leveraged Staking, Bridge, 등  
필수적인 DeFi Infrastructure 제공 

Security
자동화된 보안 감사 도구와 우수한  
전문가에 의한 철저한 보안 감사 서비스

NFT
유명 대기업과 협업해  
지속가능한 NFT 프로젝트 런칭

1 2 3

AUDIT



Kleva  No1. Leveraged  
Yield Farming Protocol on Klaytn

Visit website

Klaytn 기반 1위 Leveraged Yield Farming Protocol (w.위메이드)

• P2E 대표 대기업인 위메이드(Wemix)와 협업해 출시한 Protocol  

• Kleva의 핵심 알고리즘 및 스마트컨트랙트 개발 진행  

• 청산이나 투자 통계를 위한 The Graph 기반의 인덱서, 청산 Bot 등 개발  

• 청산 금액이나 이자 변동률 등의 주요 변수 결정 

출시 2주 만에 6,000억원 TVL 예치

• 출시 2주 만에 6,000억원의 TVL을 달성  

• Klaytn TVL 기준 2위 Protocol* 

*2023년 1월 기준 7

Main Product No.1 - Kleva 
DeFi Infrastructure

$72.98MTVL $72.98M $0.22

https://kleva.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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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King  First Leveraged 
Staking Protocol on Cosmos

Visit website

Cosmos 체인 기반 Leveraged Staking 서비스

• Cosmos-IBC 연동을 활용해 Auto-compounding 기능 출시  

• (예정) Leveraged Staking 기능 출시  

• (예정) Liquid Unstaking 기능 출시 

EVMOS 해커톤 대상 수상 

• EVMOS 해커톤 대상 수상 (1등 상금 $80,000)  

DeFi Infrastructure

Main Product No.2 – StayKing

https://stayking.x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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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sys 블록체인 기반 공식 DEX w. Oasys Games

• Tealswap의 핵심 알고리즘 및 스마트컨트랙트 개발 technical support  

• Gaming 전용 블록체인인 Oasys 기반 공식 DEX  

• Oasys 블록체인 파트너사 : Bandai Namco, Double Jump Tokyo, Gumi, Sega, 등   

APAC 시장 진출

• APAC 대표 P2E 업체들과 협업하며 해외 시장 진출 

Tealswap  Decentralized Exchange  
with Automated Market Maker

Visit website

DeFi Infrastructure

Main Product No.3 – Tealswap

https://tealswa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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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체인/오프체인 데이터 연계 Protocol

• 체인과 체인간의 상호운용성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메시지) 전달 Protocol  

• 체인의 종류, 메시지의 종류에 국한되지 않고 체인을 연결하는 블록체인 인프라 역할  

• 온체인 뿐만 아니라 오프체인 데이터까지 연결하여 RWA/실물 연계의 핵심 기반 

카카오게임즈 Bora  브릿지

• 카카오게임즈 (Bora)와 협업해 Purple Bridge 구축 

C2CC  Omnichain 
Messaging Protocol

Visit website

DeFi Infrastructure

Main Product No.4 – C2CC

https://c2cc.xyz/


NFT

Main Product No.5 – Hellobot NFT

메타버스 내 콘텐츠 IP BM 기반 NFT 프로젝트

• Krafton (thingsflow)의 첫 NFT 프로젝트  

• Real World Asset 연계기반 첫 NFT 프로젝트  

• 프로젝트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전체적인 과정 빌딩  

• 2023년 3월 런칭 예정

Hellobot  First NFT Backed by 
Krafton (thingsflow)

Visit website

글로벌에서 인정 받는 프로젝트

• Discord 채널 Private 오픈 30분 만에 1,000명 돌파 (2일만에 6,000명 돌파)  

• Twitter 채널 팔로워 2만 4,000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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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ing soon

https://twitter.com/hellobot_NFT


Audit  Automated Smart Contract  
Security Service

Visit website

자동 보안 감사 도구와 우수한 전문가에 의한 철저한 보안 감사 서비스

• 안전성 검증 기반 보안 취약점 자동 탐지 연구 (보안 최고 학회 S&P 발표)  

• Signature 기반 보안 취약점 자동 탐지 연구  

• EVM 디컴파일러와 자동 취약점 분석 툴체인 BlockOps 개발 

3조 2,0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호*

• 280,000건 이상의 자동 보안 분석 리포트 발행  

• 24,000건 이상의 보안 취약점 데이터베이스 보유  

• DEFCON, Samsung CTF 등에서 수상한 우수한 보안 전문가들에 의해 보안 감사 수행 

AUDIT
Security

Main Product No.6 – Audit

*2023년 1월 기준 12

https://blockops.sooho.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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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map

Roadmap

Cross-chain 기술력(C2CC)을 활용해  
다양한 DeFi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금융 슈퍼앱을 구축

Smart Contract Audit Service

Cross-chain Infrastructure (C2CC)

StayKingTealswapKlevaHellobot

(Coming soon) 

More  
DeFi 

products

Other networks

Leveraged StakingDEXLeveraged Yield FarmingNFT

Ethereum/Polygon Klaytn Oasys Cos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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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Roadmap

보안 기술에 기반한 성공적인 DeFi 런칭, 
이후 브릿지 C2CC  기술을 활용해 

금융 슈퍼앱 구축 

Vision

Phase 01

스마트 컨트랙트  Security 대표 기업

브릿지 C2CC  기술을 활용해  
금융 슈퍼앱 구축

자동화된 보안 감사 도구와 우수한 전문가에 의한  
철저한 보안 감사 서비스

브릿지 (C2CC) 기술력을 활용한 금융 에코시스템  
기반으로 “메인넷 없는 메인넷” 생태계 구축

2018 - 2020

굴지의 대기업과 협업하며, 
Institutional grade DeFi 제공

DeFi를 개발하고자 하거나, 메인넷 생태계의 활성화를 
원하는 대기업 고객사에게 DeFi 개발, 브릿지, 보안  
감사 서비스와 같은 전 주기 DeFi 인프라 서비스 제공

Phase 02 2020 - 2023

Phase 03 2024 - 



더 많은 금융 기회를  
연결하고 수호합니다

contact@sooho.io
B1, 126 Teheran-ro Gangnam-gu Seoul

Thank you

mailto:joojoo@sooho.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