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주 한인 최고 온라인 비지니스 렌더

비지니스 융자를 
간편하고 빠르게

저희 BrightPoint 는 복잡한 융자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멀게 느껴지는 비지니스 융

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 분들에게 가깝고 상식적인 융자, 

꼭 필요할때 빨리 제공되는 융자. 

저희 BrightPoint 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세가지 옵션을 한 신청서로 용도, 금액, 신용에 맞게

기한 융자
은행 SBA 보다 쉽고 빠르게

매출 융자
3개월 매출 확인만으로

장비 융자
사업 장비를 담보로

쉽고 간단한 사업 융자 절차, 보다 빠르고 보다 간편하게

01 02 03
온라인으로 융자 신청 한도금액, 이자율 검토 계약, 입금 완료

Up to $1 million

From 7.99% APR

Payback in 12-24 months

최소 신청 조건:

   

필수서류: Tax returns

Up to $500,000

From 1.25% monthly 

Payback in 4-12 months

최소 신청 조건:

   

필수서류: Bank statements

Up to $250,000

From 6.99% APR

Payback in 2-5 years

최소 신청 조건:

   

필수서류: Equipment invoice

3 years in business

680+ FICO

$100k monthly revenue

6 months in business

550+ FICO

$10k monthly revenue

2 years in business

600+ FICO

$5k equipment value

단 10분 안에 융자 신청서 
접수. 동시에 한인 담당자
와 연결됩니다.

이메일로 계약서를 검토/
사인 후 바로 당일날 입금
이 완료 됩니다.

40개의 렌더 중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렌더의 오퍼
를 받아보세요..



See Your Offer

Loan Approved!

자주 묻는 질문

신청 하는데 크레딧에 영향이 가나요?

저희는 오로지 soft pull / inquiry only 을 함으로서 크레딧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10만불 이상 기한 융자 (term 

loan) 신청시 또는 장비 융자시 hard pull 을 하게 됩니다 1.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매출 융자는 단기 융자 프로그램으로 연 이자율이 아닌 월 이자로 쉽게 표기 합니다. 월 이자는 총 융자 액수의 1.5%-5% 입니

다. 예를 들어 만불을 월 3% 로 받으셨을 경우, 3달이면 9% ($900), 6개월이면 18% ($1,800) 입니다. 빌리시는 기간이 짧

을수록 총 지불해야 할 이자 금액 (cost of fund) 은 낮아지면서 페이먼트는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기간이 길어지면 총 지불

해야 할 이자 금액은 올라가지만 페이먼트는 내려가게 됩니다. 장비 융자 이자율은 어떠한 장비냐에 그리고 credit 점수에 따라

서 이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곧 장비가 담보 역활을 함으로서 장비의 depreciation 과 담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기한 

융자 (term loan) 은 연 7.99%-$18.99% 사이 입니다.

어떠한 수수료가 있나요?

기한 융자 (Term Loan) 외에 상품에는 저희 BrightPoint 는 수수료를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한 융자의 경우만 융자 금액

의 2.5%-4% 수수료가 펀딩이 나가는 날 부과됩니다.

어떤식으로 payment 를 하게 되나요?

저희 모든 프로그램은 은행 자동 이체 (ACH) 로 상환하게 됩니다.

입금까지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모든 필요 서류가 저희에게 보내 주신 후 매출 융자는 보통 2-5일 안에 펀딩이 이루어지고, 장비 융자는 2-4주 까지도 소요 됩니

다. 기한 융자는 금액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10만불 미만은 3-5 일이면 입금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개인정보를 넣는것이 안전한가요?

BrightPoint 는 주정부 정식 허가된 Licensed Lender 이며, 저희 홈페이지는 128비트 은행 보안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가 이용하고 있는 Comodo SSL 은 많은 금융 기관들의 홈페이지들을 책임지고 보안해 주고 있습니다.

한인 고객 상담

(888) 478-8282
월~금 / 7am-4pm / 서부시간 기준 

쉽고 간단한 사업자금 융자 온라인 신청

korean.brightpoint.net

1. We do not perform a hard credit pull when you apply for a working capital loan. However, if you qualify and apply for a term loan or equipment financing, a hard credit 
pull will be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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