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Next Generation of
Digital Supply Chain Finance

효율적인 단기자금 조달을 위한 플랫폼 서비스

Fin2B SaaS-based SCF Platform Service



Fin2B는 동남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SaaS(구독경제) 기반의 Fully Digitized된 공급망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in2B 

공급망금융 플랫폼 서비스는 금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 업무 수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탁월한 차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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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flow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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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미래에셋 제휴

팩토링 플랫폼 론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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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 금융기관 제휴

팩토링 플랫폼 론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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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기반 국내

매출채권 할인 플랫폼 론칭
2017

Buyer-funded 모델 기반 국내

매출채권 할인 플랫폼 론칭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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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2B pursues financial innovation to build
a better future for enterprises



고객관리 약정관리 결제관리 대출관리 인증관리

Fin2B 공급망 금융 플랫폼

판매기업

Credit
  Rating

Tax
Invoice

구매기업

온라인 마켓

제조기업

정보/신용보강 원천: 대기업 수익 원천: 중소기업

자금 원천

온라인 셀러

딜러/유통기업

금융기관 금융기관 금융기관

공급망관리, 수익증대, 

결제편의

자금조달 편의,

조달비용 감소

고객기반 확대, 자산 증대, 마진 증대, 거래비용 절감

Fully Digitized 솔루션을 제공하여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면서도, SaaS기반의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인프라 투자 부담을 동시에 

낮출 수 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의 거래 관계를 활용하여 신용정보가 부족한 현지 기업에 대해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금융사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Fin2B SCF Platform Service efficiently connects
Buyers, Sellers and Financiers in ASIA



금융기관은 구매기업의 결제요청, 

판매기업의 매출채권 할인신청 

정보를 토대로 금융상품을 운용하고 

이를 처리

Fin2B Vendor Financing Platform

Fin2B 벤더 파이낸싱 플랫폼은 구매기업의 매입채무 정보를 토대로 자금공급자인 금융기관과 자금수요자인 판매기업을 연계합니다.

구매기업판매기업금융기관

구매기업

금융기관

판매기업

결제 및
상호지원 약정

선지급 집행 (대출 실행)

매출채권 
담보 대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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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자금 지급11
결제 처리8

선지급 처리5

상환 처리10

Fin2B 벤더 파이낸싱 플랫폼

매입채무 정보 업로드
및 결제 등록

3

결제 처리 결과 조회9

매출채권 조회
및 할인신청

4

상환 여부 조회

할인신청 결과 조회7

12

기업고객 정보

한도/금리 정보

결제/상환 정보

할인신청 정보

고객인증
(A-OTP)

Fin2B 벤더 파이낸스 플랫폼

금융기관 영업점 I/F

금융기관 HQ I/F

Web Service

구매기업 I/F

판매기업 I/F

Fin2B SCF Engine Core-banking

여신계

정보계

금융기관 내부시스템

채널

계정계

매출채권 기반 공급망금융 사업의 

효율적 수행 (거래비용 절감)

리스크가 높고 채산성이 낮은 SME 

고객군을 효율적으로 공략

구매기업의 신용을 활용하여 

단기자금을 저렴하게 조달

비대면 기반의 신속하고 

편리한 자금 조달

판매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통한 

공급망의 효과적 관리

결제기일 연장 등을 통한 

운전자본 최적화

판매기업은 플랫폼에서 해당 구매

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조회하고 

필요 시, (금융기관에 대해) 매출채권

할인을 신청

구매기업은 플랫폼에 판매기업 및 

매입채무 정보를 업로드 하여 (금융

기관에 대한) 만기 결제 요청을 등록

Overview

Structure

Benefit

결제/대출 관리

인증 관리

고객/약정 관리

매출채권 관리



금융기관은 플랫폼을 통한 구매기업

(채널or딜러)의 대출신청에 대해 

대출 프로세스 진행

Fin2B Dealer Financing Platform

Fin2B 딜러 파이낸싱 플랫폼은 제조사 또는 판매기업의 송장 정보를 토대로 자금공급자인 금융기관과 자금수요자인 유통기업을 

연계합니다.

판매기업

(제조업체)

구매기업

(채널or딜러)

금융기관

글로벌 제조사

금융기관

채널or딜러

딜러 파이낸싱
지원 약정 체결

딜러 파이낸싱 
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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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2B 딜러 파이낸싱 플랫폼

고객 정보

약정 정보

결제/상환 정보

대출신청/처리정보

고객인증
(A-OTP)

Fin2B 딜러 파이낸스 플랫폼

금융기관 영업점 I/F

금융기관 HQ I/F

Web Service

글로벌 제조사 I/F

딜러/유통기업 I/F

Fin2B SCF Engine Core-banking

여신계

정보계

금융기관 내부시스템

채널

계정계

대출/담보 관리

인증 관리

고객/약정 관리

PO/송장 관리

대기업의 다수 채널 또는 딜러 대상 

반복적 거래의 효율적 수행

리스크가 높고 채산성이 낮은 SME 

고객군을 효율적으로 공략

반복적 거래에 대한 구매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

비대면 기반의 신속하고 

편리한 자금 조달

구매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통한 

매출증대

조기 회수에 따른 대금 리스크

및 부담 경감

구매기업(채널or딜러)은 판매기업이 

등록한 정보를 토대로 플랫폼에서 

해당 판매기업으로부터 구매할 자금을 

사전약정된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판매기업(제조업체)은 플랫폼에 

채널 또는딜러를 대상으로 발행한 

Invoice 및 물품 관련 정보를 등록

Overview

Structure

Benefit

대출 상환7결제(대출) 실행5

송장 관련정보 업로드3

결제(대출) 실행 조회6

송장 조회 및 대출 신청4

대출 실행 결과 조회6

상환 여부 조회8



금융기관은 플랫폼을 통한 셀러의

선정산 신청에 대해 대출 프로세스 

진행

Fin2B Online Seller Financing Platform

Fin2B 온라인셀러 파이낸싱 플랫폼은 온라인마켓의 거래 및 정산 정보를 토대로 자금공급자인 금융기관과 자금수요자인 온라인셀러를 

연계합니다.

온라인마켓온라인셀러금융기관

Seller 정보

한도/금리 정보

결제/상환 정보

대출신청 정보

고객인증
(A-OTP)

Core-banking

여신계

정보계

금융기관 내부시스템

채널

계정계

온라인마켓의 셀러 대상 선정산 대출의 

효율적 수행

온라인마켓 상의 거래 관련 정보 기반 

효과적 리스크 관리 수행

온라인마켓 판매대금을 선취, 매출 

성장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

비대면 기반의 신속하고 

편리한 자금 조달

온라인셀러의 자금조달 지원을 

통한 매출 증대

타 온라인마켓 대비 경쟁우위 확보

셀러는 플랫폼을 통해 해당 온라인

마켓에서 정산예정금액을 토대로 

사전약정된 금융기관에 선정산 신청

온라인마켓에서 셀러들의 과거거래 

및 정산예정금액정보를 플랫폼을

통해 선정산 상품을 운용하는 금융

기관에 제공 

Overview

Structure

Benefit

온라인 마켓

소비자 금융기관

온라인 셀러

상품
등록

선정산8

결제9

양도

(담보)

72

주문
및 결제

3

상품
배송

5

주문
정보

4

*정산
  채권

6

선정산 대출
약정 체결

1

Fin2B 온라인셀러 파이낸싱 플랫폼

금융기관 영업점 I/F

금융기관 HQ I/F

Web Service

온라인 셀러 I/F

Fin2B SCF Engine

* 정산채권의 대금결제는 상품배송 후 통상 30일 ~ 60일 소요

Fin2B 온라인셀러 파이낸싱 플랫폼

대출 관리

인증 관리

고객/약정 관리

온라인마켓
거래내역 관리



“수기처리에 따른 거래비용만 낮출 수 있다면, 공급망금융은 리스크 관리나 고객 확보 측면에서 현지의 Middle 

Market을 공략하기 위한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자체 솔루션 구축 없이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SaaS 기반의 Fin2B SCF 플랫폼은 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 내부 시스템과 연동된 Fin2B SCF 플랫폼의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공급망금융 사업을 

매우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용도가 높지 않은 중소기업에 있어서 단기 자금조달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Fin2B SCF 플랫폼을 

통한 매출채권 할인은 매우 유용한 단기 자금조달 수단입니다. 비대면 프로세스에 의해 신속하게, 그리고 매우 

낮은 금리로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어서 운영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체인 당사는 제조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이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대금을 수취하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어 유동성 부족 현상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Fin2B SCF 플랫폼을 통해 구매자금을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은행에 굳이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단지 몇 분만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B 판매기업

C 유통업체

A 은행

See what our Clients
have to say



(주)핀투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6층
(여의도동, 오투타워)

TEL  02-552-9890
FAX  02-553-9890
Email  kr@fin2b.com

Fin2B Asia PTE. LTD
10 Anson Road #34-10 International Plaza
Singapore 079903

Email  sg@fin2b.com

Fin2B VN LLC
F25 Keangnam Landmark 72,
Pham Hung Street, Me Tri Ward,
Nam Tu Liem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0)704087653
FAX  +84 (0)2432672799
Email  vn@fin2b.com

www.fin2b.com

Your Supply Chain Finance Partner
in ASIA

Headquarters

Affilia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