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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구독자
YouTube 채널을
성장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 
전문회사를 
설립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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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LAB History

다양하고 오랜 
경력을 지닌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함께 
합니다. 

2002.11
2011.11
2012.12
2013.10
2014.07

㈜디엔텍세븐컨설팅 법인설립
벤처기업 선정(기술평가보증기업)
한국콘텐츠진흥원, YG엔터테인먼트 차세대동반성장지원사업 수행
삼성에버랜드 라이프벨리 매직스케치북 개발 완료
네이버 계열사에 “핑크다이어리 서비스“ 매각

2015.10
2017.10
2018.04
2018.10
2018.12

YouTube 사업 진출
자회사 ㈜2HLAB 설립
www.redtoolbox.io 서비스 오픈
YouTube 구독자 1,000만 돌파
RTB Ads 출시



4,000,000

5PZ.BSU�57
- 구독자 500만명 
- 누적 조회수 23억회

5PZ5PD5PD
- 구독자 820만명  
- 누적 조회수 22억회 

3BJOCPX�5PZ5PD5PD
- 구독자 500만명  
- 누적 조회수 13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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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500만 이상 채널을 
3개 운영합니다

Our YouTube Channels



국내외 고객사

Our Client



YouTube는 매년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YouTube Market Analysis

동영상 시청시간
일 10억분

로그인 사용자 방문수 
월 20억

동영상 조회수
일 50억

서비스 국가
100개 국가

서비스 언어
80개 언어

10만불 이상 수익 발생 채널 
매년 40% 증가 

구독자 백만 명 이상 채널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

* 출처
 YouTube About 보도자료                                
2020년 02월

40%

2,000,000,000
1,000,000,000

100개국
80개 언어

65%

5,000,000,000



YouTube 광고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0

* 프리미엄 수익 제외
* 출처: Alphabet Inc.

YouTube & Creator의 
광고 수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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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억달러 )

2017 2018 2019

111.6

150.5억달러

99.6

81.5

136.4

183.9억달러

YouTube           Creator

YouTube Market Analysis



Platform Data 
Comparison

Category

KIDS

Fashion& Beauty

Channels

4749

1,383

Views

3,088,980,168,261

85,616,790,000

Subscribers

6,067,247,586

547,234,400

Videos

1,996,502

492,376

Politics 532 65,966,150,000 122,069,135 1,807,835

Our Platform

Red Tool Box
YouTube Data 
Analyze Tool  



Red Tool Box

Our Platform

Hot Now Videos &
Hot Now Channels 

Specific Channel DataPublish Day

최근 가장 급성장한 영상과 채널의 
정보를 볼 수 있고 최신 트랜드를 
파악할 수 있음

동영상 업로드 요일 및 업로드 
시간에 대한 통계로 운영하는 
채널의 업로드 요일, 시간 변경이 
용이

가장 조회수가 많은 동영상의 
썸네일로 트랜드 파악이 가능

채널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되어 
다양한 채널 동향 파악이 가능

Thumbnail



RTB 
Ads

Consulting

YouTube
Lecture

Channel 
Management

채널 성장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광고 캠페인을 
설계하고 Real Time  Bidding으로 최적화 합니
다

채널 운영자 / 채널 개설 예정자를 위한 가이드 제시
채널 진단, 데이터 수집 , 중장기 성장플랜

강의, 교육
YouTube Creator 대상 특강 / 워크샵 / 교육 실시

지속적인 채널 운영 관리
전문가의 Advice, Management가 포함된 
다양한 보고서 제공

채널성장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채널분석 및 진단

동영상 광고 설계, 최적화 

리포트, 채널 운영 반영

Our Solution



YouTube 채널 성장에 가장 적합한 
최적화 캠페인이 채널의 성공을 만듭니다.

RTB Ads 
2HLAB

일반 
광고대행사

- 장기/채널 확대 캠페인에 적합
- 캠페인 영상 자동 선정(다수 선택 가능)
- 채널 구독자 / 전체 조회수 증가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타겟팅
- 성별, 연령, 지역 외 타겟 세분화 추가 가능
- 추가적인 영상 등 제작 불필요
- 광고 실적 내용을 운영 시 활용 가능

�뻞�컿핳픒�퓒��헏��핆�
- 단기/이벤트 캠페인에만 가능
- 캠페인 영상 선택 수량 한계
- 캠페인 영상 노출/조회수 보장 불가
- 성별, 연령, 지역 등 단순 타겟팅
- 배너, 광고 영상 제작 필요 

킮뮪�얾��핂쩲읊�퓒��핆

VS

Our Solution



계약 및 
계정 연결

운영 설계 광고 셋팅

Google Ads
계정 연결

캠페인 목적 설정
운영 전략 수립

Ads Video 선정
타겟 채널 & 비디오 

설정

RTB
(Real Time Bidding) 

광고 insight 분석

광고 집행

효율적 캠페인 운용을 위한 프로그램
Process - RTB Ads for Channel

Ads Process

채널 분석

채널 & 비디오 분석,
경쟁 채널 & 
유사 채널 분석 

3~4일
1~2일

1일 최소 7일 2~3일
결과 분석

STEP STEP STEP STEP STEP STEP

01 02 03 04 05 06



Contact Us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43길 11  (서초동, 소망빌딩) 2층
2F, 11, Gangnam-daero 43-gil, Seocho-gu, Seoul, Korea (06730)

Web Site
E-Mail

www.2hlab.com
2hlab@2hlab.com

Contact Us

뱅뱅사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