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운영 원칙 

• 제공되는 서비스 

• 우리 장점 

• 왜 ALL.BIZ? 
 

• 성공의 3단계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택하십시오 

www.all.biz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택하십시오 

  당신의 효과적인 
판매를 생각합니까

  

우리는 더 나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 

? 



오늘 받으십시오! 

무엇을 얻었습니까? 
 

• 고객의 수를 증가 

• 더 많은 인콰이어리 

• 귀사의 매출 신장 

• 회사의 매출 성장 

• 믿을 만한 공급사이자 

파트너로서의 이미지를 형성 



운영 원칙 

운영 원칙 



운영 원칙 

이상 1,000,000 등록된 기업. 산업 거인와 작은 민간 기업. 

  러시아    

«ALL.BIZ에 등록부터 주문 수는 25 % 증가하고, 방문자의 
수는 3 배 증가했습니다.» 

북부 
아키텍처 - 
아스타나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Its has been a very meaniful & Fruitful business association with your esteemed company . It would be 
interesting to note that against reasonable premium package we had overwhelming response from the 
customers with the deals getting closed with profit margin of Rs 22 lakhs». Lahari Associates, 

Company 

민스크 트랙터 작동 

 인도 

«우리는 전자 메일 회사에 편지를 많이 얻으습니다. 
직원은 전문적 직무를 수행 할 수 있고 정보를 즉시 추가할 수 있고 도움을 항상 기꺼있습니다.» 

«우리 회사를 신뢰할 수있는 파트너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ALL.BIZ와 협력 - 잠재 고객이 위해 필요한 서비스 회사에 대해 
배울 수있는 진짜 기회입니다. 
우리에 통화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엔도 유니온 



Торгуй по-новому!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운영 원칙 

방문자는 ALL.BIZ에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TOP 20 가장 인기있는 시장 

농업 
음식 및 음료수  
의류 및 신발류  

건축 자재  
자동차-모터 차량-자전거 

가구 및 인테리어 
산업 

섬유 및 가죽 
홈 및 정원 

재목 및 목재 
물, 가스, 열  
전기 공학 

금속 및 압연 
도구 

화학 공업 
장치 및 자동 장치 
에너지 및 광업  
포장 및 용기  
무역 및 창고  
가전 용품  

매일 700.000 방문하고 
ALL.BIZ에 사용자들이 

구입 하고 싶어하는 제품 
및 서비스 

월 방문통계 



Торгуй по-новому!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운영 원칙 

무엇을  ALL.BIZ에 판매하고 있습니까? 
독립 국가 
연합(CIS) 

아프리카 

중앙와 남아메리카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북아메리카 

농업
  

음식 및 음료수   의류 및 신발류  건축 자재 

금속 및 압연 도구  화학 공업   섬유 및 가죽 산업  가구 및 인테리어 자동차-모터 
차량-자전거 

장치 및 자동 장치    

포장 및 용기  무역 및 창고  가전 용품 홈 및 정원  재목 및 목재 물, 가스, 열   전기 공학
  

에너지 및 광업  

TOP-20 시장 

전세계에서 ALL.BIZ의 제품 
및 서비스를 15,000,000 
카탈로그 있습니다! 



운영 원칙 

리비아 

우크라이나 

매일 ALL.BIZ의 회사는 인콰이어리를 받고 있습니다. 

불가리 

폴랜드 

기업 인콰이어리의 예 



운영 원칙 

2011년 200개 나라에서 이상 15 000.000 인콰이어리 ALL.BIZ의 사용자 
메일주소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많이 받으십시오! 

더 많은 인콰이어리를 얻을 하는 방법 

판매를 증가 하는 방법 

판매시장을 확장 하는 방법 
? 

ALL.BIZ의 장점을 이용하십시오! ! 



우리 장점 

우리 장점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 관심있는 241백만 방문자 
 
대상 고객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По данным Google Analytics 

Период: 01.03.2011 — 01.03.2012 
방문자가 가장 많은 전세계 TOP 500위 
사이트. 

 사이트 고객대상 



국내 시장의 최대 범위 

세계 자유롭게 거래 

방문자 통계 

Google 웹 로그 분석에 따르면 일월 2012년 

대상 고객이 검색 엔진을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국가 B2B 사이트의 방문자 통계 

 

아시아 

3% 

기타 

1% 

대한민국 

96% 

독립 국가 연합(CIS)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아 



러시아어, 영국어, 폴란드어, 독일어, 스페인어, 우크라이나어, 중국어, 
루마니아어, 프랑스어, 체코어, 포르투갈어,터키어, 이탈리아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헝가리어, 불가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네덜란드어, 베트남어, 
그리스어,히브리어, 노르웨이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언어 장벽 부재 -                                                                
전세계에서 모국어로 АLL.BIZ의 정보를 볼 수 있는 
사용자 

. 

다국어 

АLL.BIZ - 26 개 언어로 
제품 및 서비스의 
정보를 표시 



성공의 3단계 



단계 1 

유료 회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무료 
회원보다 1000배까지 더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유료 회원사 
미니홈페이지의 방문객수는 무료 
회원사 미니홈페이지의 그것보다 
162배나 많습니다. 

ALL.BIZ 포털 상의 회사와 
제품, 서비스 등의 표시 
순서는 그 순위와 입력한 
정보의 품질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표시 순위는 선택하신 회원제 
상품에 달려 있습니다. 

 

비즈니스 목표를 위해서 등록 

패키지를 선택하십시오 

 

. . 

단계 1 
등록 패키지의 얻을 수 있는 장점 
 
 회사의 카탈로그에와 글로벌 
시장에와 해당 국가 카탈로그 상에 
항목 표시의 우선순위 보장. 
 

 더 많은 이콰이어리, 더 많은 잠재 
고객.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이미지 
결성. 
 

 전진을 위한 더 많은 도구 (미디어 
광고, PR의 요소). 
 

 전문 매니저의 지원 (콘텐츠 제작 
지원, 상담 지원). 



단계 2 
웹 사이트 만들으십시오 
 
 
 템플릿 및 다양한 색 구성표. 

 
 홈페이지 방문 통계  (키워드로, 
지역으로,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페이지로). 
 

 잠재 바이어들의 문의 
메시지를 고객님의 이메일로 
자동 전송. 스팸 및 광고성 글 
필터링 기능 제공. 
 

 전문가 매니저 지원, 상담 지원. 
 
 

단계 2 

ALL.BIZ의 디자인 선택하기 . . 



셋째 단계 

제품과 서비스를 많이 올리실 수록 관련 
인콰이어리가 많이 들어오고 이로써 더욱 많은 
잠재 바이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단계 3 
추가하십시오 
 

 최대 10,000까지 제품 및 
서비스 . 
 

  26 개국어를 제품 및 서비스 
카탈로그 표시. 

 
 가격표, 입찰, 인증서, 회사연혁, 
기술, 제휴사, 오시는길, 뉴스... 
 

 제품 및 서비스 정보 자동 표시: 
기업의 카탈로그에 , 국내 시장 
및 글로벌 시장에, 
미니홈페이지에, 게시판에. 

기업 최대 정보 추가하십시오 

제품 및 서비스의 카탈로그 및 기타 

정보를 추가하십시오 
. . 



우리의 제안 

우리의 제안 



우리의 제안 

- 높은 표시 순위 

- 제품과 서비스: 5000 

- 수출입 지원 

- 국제 광고 

- 국내 광고 

- 최고의 표시 순위 

- 제품과 서비스: 10000 

- 수출입 지원 

- 국제 광고 

- 국내 광고 

- 고객 개별 지원 서비스 (전문 

관리자 배치) 

해외 시장용 

        

                                  국내 시장용 

 

500€/년 1000€/년 3000€/년 

귀사 제품의 판매 추진을 
위한 균형잡힌 도구 세트 
제공 

적극적인 제품 및 서비스 
수출 지원. 효율적인 
국내 시장 공략. 

해당 분야의 리더에 올인.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우위 
확보.... 
 

- 중간급의 표시 순위 

- 제품과 서비스: 500 

- 국내 광고 



우리의 제안 

우선순위 
더 많은 제품 및 

서비스 
더 많은 고객 

더 많은 

인콰이어리 

광고 수출-수입 이미지 지원 

등록된 패키지의 장점 



외 ALL.BIZ? 

외 ALL.BIZ? 



외 ALL.BIZ? 

ALL.BIZ는 판매시장를 동적으로 개발하는 
진짜 이점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ALL.BIZ는 매출과 구색을 향상할 수 있게 
됩니다 

ALL.BIZ는 원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회사 
이미지를 형성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ALL.BIZ는 돈에 합당한 가치 판매를 
증가할 수 있게 됩니다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아제르바이잔 
아르헨티나 
벨로루시 
불가리아 
브라질 
베트남 
이집트 
인도 
카자흐스탄 
중국 
몰도바 
페루 
폴란드 
러시아 
루마니아 
미국 
터키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칠레 

ALL.BIZ 외국 지점 

ALL.BIZ: 세계 



가입하십시오! 

당신을 위해 시스템 ALL.BIZ 참여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가입하십시오! 
 가장 좋은 비유 - 존재하지 않습니다. 

ALL.BIZ: 대한민국 

e-mail: kiev089@all.biz 
skype: ko001.all-biz.info 
www.kr.all.bi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