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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의 소유권 및 에스크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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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절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First American을 믿고 따라 오시면 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드리고 궁금한 점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믿음직한 서비스 

First American의 전문가들은 주택 소유권을 보장하는 소유권 보증 보험을 제공한다는 점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First American Title Insurance Company의 지원을 받으시면 주의 고유한 보험 표준 및 규정 주 또는 국가 요구 사항에 맞게 
거래를 끝내실 수 있습니다.

믿음직한 거래 안정성 

First American Title은 국내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소유권 보증 보험 서비스 업체 중 하나인 The First American 
Financial Corporation의 주요 자회사입니다. 저희는 1889년에 설립되었으며 캘리포니아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수많은 
가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믿음직한 편의성 

First American은 가까운 지역에 사무실이나 대리점을 운영하므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바하마 제도, 캐나다,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버뮤다, 괌 및 영국 등지에 걸쳐 수많은 
사무실과 부동산 중개 대리점으로 구성된 영업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믿음직한 해결사 

First American은 소유권 보증 보험 및 에스크로 자회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회사에서는 자산의 대한 자료와 
소유권 기록 또는 이미지를 공급하고있습니다. 예: 자택보증, 자택보험, 그리고 은행업무, 신탁, 조언. 

믿을 수 있는 FIRST 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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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 수정(AMENdMENT): 주요 개념이나 본질을 바꾸지 
않고 계약의 일부분만 변경(수정, 추가, 정정)하는 것.

TT 부동산 감정(APPRAISAl): 부동산에 관한 사실 
정보의 분석을 근거로 부동산 가치를 추정하는 것. 감정 
평가(opinion of value).

TT 인수(ASSuMPTION): 다른 사람의 재정적 의무(부채 
등)를 인수하는 행위. 부동산에 대해 담보 신탁 증서로 
담보된 기존의 어음에 대한 지급 책임을 인수하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수함.

TT 수익자 혹은 수탁자(BENEFICIARy): 흔히 담보 
신탁 증서에 따른 수익을 받는 사람을 일컫는 말(대개의 
경우 대부업자).

TT 에스크로 클로징(ClOSE OF ESCROw): 
융자 서류를 작성한 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자에서 
매수자에게 양도한 날. 에스크로 클로징에 매수자는 해당 
부동산의 법적인 소유자가 되며 소유권 보증 보험은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됨

TT 시장 비교 감정 판매(COMPARABlE SAlES): 
해당 물건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부동산 매물을 의미하며 
부동산 감정 분석에 사용됨. 흔히 “comps”라고 함

TT 담보 신탁 증서(dEEd OF TRuST): 미국 내 많은 
주에서 저당 증서(모기지) 대신 사용하는 증서 

TT 양도 문서상의 제한 사항: 미국 내 많은 주에서 저당 
증서(모기지) 대신 사용하는 증서

TT 어니스트 머니 디파짓(EARNEST MONEy 
dEPOSIT):  부동산 매입자가 신의 성실한 계약 이행의 
증거로 지급한 선수금. 보증금 또는 분할금이라고도 함

TT 지역권(EASEMENT): 계약 일방이 상대방의 토지에서 
갖는 권리로서 특정 목적에만 한정되는 권리, 특권 또는 
이권

TT 위험 배상 보험(HAzARd INSuRANCE): 화재, 일부 
자연 재해, 공공 기물 파괴 행위 등의 위험 요소로부터 계약 
당사자를 보호하는 부동산 보험을 의미하며 보상 범위는 
보험 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자는 개인 
부동산에 대하여 책임 보험 및 확장 담보 계약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T 임파운드(IMPOuNd): 대부업자의 담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주기적인 제세공과금 납부, 모기지 보험료 및/
또는 향후 보험 약관 보험료의 제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차입자의 자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가 개설한 
계좌의 신탁 유형입니다. 

TT  법적 설명(lEgAl dESCRIPTION): 정부 기관의 
조사 내용을 근거로 하여 법적으로 인정되는 토지 부동산을 
설명한 것으로, 전체 토지 영역의 정확한 경계를 상세히 
설명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법적 설명은 다른 토지와의 
혼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구획의 토지를 완전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TT 유치권 또는 선취 특권(lIEN): 대개 어떤 채무의 지불 
또는 어떤 채무 관계의 이행에 필요한 담보물로서 특정 
부동산을 사용하는 일종의 부동산 부담을 의미. 예를 들면, 
채무 판결 문서, 제세공과금, 모기지, 담보 설정권이 있음

TT 모기지(MORTgAgE): 어떤 부동산을 융자 상환에 
필요한 담보물로 저당하는 근거가 되는 증서

TT PITI: 원금(Principal), 이자(Interest), 제세공과금(Taxes) 및 
보험금(Insurance)을 모두 합한 대금(이니셜만 딴 것)

TT 대리인 위임장(POwER OF ATTORNEy): 계약 
당사자 본인이 어떤 대리인(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는 법적 증서. 이러한 허가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인을 일컬어 “법정 대리인(Attorney-
in-Fact)”이라고도 함

TT 부동산 매입 계약서(PuRCHASE AgREEMENT):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체결한 부동산 매입 계약. 이 계약은 
보통 부동산 중개업자에 의해 최종적으로 체결되며 
매수자와 매도자의 서명이 필요함

TT 소유권 포기 증서(QuITClAIM dEEd):부동산 
양도자가 해당 부동산에서 보유할 수 있는 소유권, 이권 
또는 청구권을 양도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양도자가 유효한 
이권 또는 소유권을 보증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양도 계약 기능의 증서

TT 등기(RECORdINg): 카운티 기록 담당 서기와 함께 
공공 기록물의 차원에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서류를 
기록하는 것 

알아두어야 할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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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 미국 공인 부동산 업자(REAlTOR®) 
미국 공인 부동산 업자(Realtor®)는 영업 면허를 취득한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미국의 부동산 거래 협회인 전미 
부동산업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회원 
부동산 업자를 말합니다. 또한 미국 공인 부동산 업자는 
주 및 지역의 공인 부동산 업자 위원회에 소속됩니다. 

TT 부동산 중개업자(REAl ESTATE AgENT)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 양도 시 계약 당사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영업권)을 주 정부로부터 취득한 
사람(또는 업체)입니다. 모든 미국 공인 부동산 업자는 
부동산 중개업자이지만, 모든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문 
공인 부동산 업자의 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TT 매도자 측 중개인(lISTINg AgENT) 
매도자 측 중개인이나 중개업자의 주요 역할은 
부동산을 매도할 주택 소유자와 법적 관계를 맺고 복수 
등재 서비스에 물건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TT 매수자 측 중개인(BuyER’S AgENT) 
매수자 측 중개인이나 중개업자의 주요 역할은 
매수자와 함께 적당한 부동산을 물색하고 성공적인 
주택 구매를 협상하는 것입니다. 

TT 복수 등재 서비스(MlS) 
MlS는 지역 공인 부동산 업자 위원회 소속인 공인 부동산 
업자가 매도를 목적으로 물건을 등록하는 
부동산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합니다. MlS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미국 공인 부동산 업자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TT 소유권 보증 보험 회사 
부동산 소유권 보호를 위한 검색 및 조사를 수행하고, 
소유권 보호를 위한 보험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TT 에스크로 오피서 (책임자) 
에스크로 책임자는 에스크로 지침 준비, 서류 준비, 자금 
정산 등을 비롯하여 
에스크로의 원활한 진행을 
주도합니다.

거래에 참여하는 주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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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당사자에게 최종 서류 전달기록 후에 확정된 에스크로 회사 
에서 대금 지출

에스크로 회사에서 모든 계약 
조항이 충족되었는지 확인서류 기록 및 에스크로 클로징

검토를 위해 대부업체에 
융자 서류 반환

별도의 약정: 매수자 및 매 
도자 서류 서명

매수자
대부업체로부터 최종 융자 승인 받기에스크로 회사에서 클로징 서류 수집

매수자
에스크로 회사에 주택 보험 회사 권고매수자의 예비 보고서 수신 및 승인

매수자
부동산 전문가로부터 열쇠 받기

대부업체에서 “융자금 지급”
(에스크로에 자금 송금)

매수자
필요 자금 디파짓

대부업체가 융자 서류 준비 및  
에스크로에 전달

대부업체의 감정 실시 및 완료

에스크로 개설 및 예비 보고서 요청계약 당사자에게 검사 보고서 전달,  
보고서 검토 그런 후 공지 전달 각종 검사 실시

매도자
매수자에게서 받은 계약

서 검토 및 수락

매수자
주택 선택 후 융자 상태 보고서 

(lSR)와 계약서 제출

매수자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주택 검증

매도자
전시 및 매매를 위해 주택 준비

매수자
새 융자가 필요한 경우 대부업체의 사전 

승인 획득

매도자
미국 공인 부동산 업자 선택

매수자
미국 공인 부동산 업자 선택 시작

에스크로의 수명
에스크로 거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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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  에스크로란?   
에스크로는 중립적인 당사자가 부동산에 대한 교환 대금을 관리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에스크로 보유자를 에스크로 
책임자 또는 계약 체결 책임자나 중개업자라고 합니다. 매수자는 클로징 전에 계약 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자는 구매 
계약의 모든 “조건조항”(조건 및 승인)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기타 모든 제반 서류와 양도 증서를 에스크로 책임자에게 
기탁합니다. 

TT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 
일단 구매 계약서가 당사자들에게 승인이되면,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 계약 쌍방의 중개업자는 에스크로 보유자를 
선택하며 매수자의 어니스트 머니 디파짓 및 계약서가 에스크로로 제출됩니다. 이 시점부터 에스크로 보유자는 매수자 
및 매도자의 상호 서면 지침을 따르며, 중립적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계약 쌍방이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에스크로 보유자는 매수자의 새 대부업자, 매도자의 기존 대부업자 및 양쪽 중개업자의 지침을 따릅니다. 에스크로 
보유자는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 거래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TT 에스크로를  개설하고 통보가 올때 귀하가 선의로 지급한 계약금을 별도의 에스크로 계좌에 예탁합니다.

TT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소유권 검색을 지시합니다.

TT 예비 보고서를 교부하고 매수자와 대부 업체가 원하지않는 부동산 예외 항목을 삭제 또는 기록하는 절차를 시작합니다

TT 매도자의 융자, 기타 유치권, 주택 소유자 조합 수수료 등에 관한 청산 정보를 요청합니다.

TT 부동산 재산세 등은 계약에 따라 할당하고 결산서를 작성합니다.

TT 매도자 및 귀하는 제반 서류에 서명하고 계약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합니다.

TT 서류를 검토하여 모든 조건 및 법적 요구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대부업자에게 융자를 요청합니다.

TT 계약 관련 대금을 모두 예탁한 상태에서 귀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서류를 카운티 기록 담당 서기를 통해 
작성합니다.

TT 서류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한 후 에스크로를 클로징하고 계약 관련 대금(매도자의 이익금, 융자금 청산액 등)을 지출합니다.

TT 최종 서류를 작성하여 모든 계약 당사자에게 전달합니다.

에스크로 전문가가 수행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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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년대 말 소유권 보증 보험 업계가 성장하기 전, 주택 매수자는 주택 소유권을 보증하는 서류로 양도자 보증서, 
대리인의 명의 소견서 또는 초록자 인증서 등을 받았습니다. 당시 매수자는 소유권 보호를 위해 양도자, 대리인 또는 
초록자의 재무적 성실성에 의존했습니다.요즘 매수자들은 소유권 보증 보험에서 이러한 보험을 원합니다. 소유권 보증 
보험 회사들은 법률의 규제를 받습니다. 소유권 보증 보험 회사는 적시에 금전적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사후 담보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권 보증 보험 회사는 각종 등기된 양도 증서, 모기지, 도면 및 기타 관련 국가 부동산 기록물의 
사본을 포함한 “소유권 등록부(title plants)”를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TT 소유권 보증 보험이란? 
소유권 보증 보험은 주택을 소유하기 전에 소유권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특정 손실의 대부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소유권 보증 보험은 매매 계약 체결이 완료될 때까지 미처 확인하지 못해 소유권 및 투자물을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있는 사기 또는 서류 위조 등 계약상의 하자로부터 계약 당사자를 보호합니다.

TT 소유권 보증 보험이 필요한 이유 
소유권 보증 보험은 매도자로부터 판매가 불가능한 소유권을 획득하게 돼었을경우 매수자에게 보험 해택을 드립니다.. 
소유권 보증 보험은 무엇보다 먼저 이전에 소유권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위험 또는 손실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소유권 보증 보험의 대출 보험 약정은 모기지 대부업체의 이권을 보호하는 반면, 소유주 보험 약정은 소유주 
또는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수자의 지분을 함께 보호합니다.

TT 보험료 만기 
소유주 소유권 보증 보험 보험료는 (Owner’s Policy) 에스크로가 종결될 때 1번만 지불합니다. 소유주 보험료와 대출 
보험료를 누가 지불하는 지는 각 지방 관습에 따라 다릅니다.  

소유권 보증 보험의 이해
소유권 보증 보험 업계 및 소유권 보증 보험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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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보증 보험과 다른 형태의 보험 간의 차이점 

소유권 보호의 중요성

TT 미혼으로 추측되지만 비밀리에 결혼한 사람이 작성한 양도 
증서

TT 강요에 의해 파산 대신 제공된 양도 증서

TT 법적으로는 이혼 상태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혼 상태인 
배우자가 갖는 권리

TT 토지 실소유자를 가장한 경우

TT 미성년자가 작성한 양도 증서

TT 정신 이상자가 작성한 양도 증서

TT 유령 기업이/에게 작성한 양도 증서

TT 공증인에 의한 인증 하자

TT 강요에 의한 양도 증서 발효

TT 과세 담당 공무원이 제공한 잘못된 보고서

귀하의 부동산 또는 모기지 투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많은 소유권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 기록물을 아주 신중하게 
검색해도 가장 위험한 위협 요소인 히든 리스크가 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몇 년 전까지도 
보험이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평판 좋고 재정 상태가 좋은 회사의 소유권 보증 보험이 없으면, 주택 소유권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문제의 예입니다.

다른 형태의 보험과 달리, 소유권 보증 보험은 귀하의 손실을 예방을 중요시합니다. 소유권 보증업체는 소유건에 대한  
문제를 찾아내고 기록하는대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반대로 손실 금액에 기반한 보험(예: 자동차 또는 재물 보험 및 
재해 보험)은 손해 배상을 예측하거나 예방할 수 없으므로 선불이 필요하지 않으며 사고나 기타 보험이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료 신탁 기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보험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모기지를 새로 설정한 
경우에만 지불되는 소유권 보증 보험과 달리, 연간 보험료 지불이 요구됩니다.  

TT 위조된 양도 증서, 해제 양도 증서 등

TT 법률 서류 기록 오류

TT 생존한 자녀가 유언에서 누락된 경우

TT 부재 상태지만 사망하지 않은 사람의 부동산 관리

TT 유언 이후에 출생했거나 입양한 자녀

TT 상속자 또는 상속인이 판매한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주장

TT 별도의 부동산으로 명시되는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양도 
증서

TT 외국인 계약자에 의한 양도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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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AlTA Owner’s Policy에서 받으실수 없는 
Eagle Owner’s Policy 해택

TT 위조에 대한 사후 보험
TT 영역 침해에 대한 사후 보험
TT 소유권 악영향 조건에 대한 사후 보험

Tu 타인이 지속적인 사용 및 점유를 통해 피보험자 
소유권을 요구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에게 확장된 보험 
적용 범위

TT 취득 시효 지역권에 대한 사후 보험
Tu 타인이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해 피보험자 토지 일부를 
지역권으로 사용할 권한을 요구하는 경우의 보험 적용 
범위

TT 건축 허가 및 구획 구분 조례 위반
Tu 건축 허가 위반 및 구획 구분 조례의 강제 조정의 
경우 일부 공제한 후에 최대 $25,000까지, 구획 구분 
조례 위반으로 인한 건물의 강제 철거의 경우 최대 
보험액까지 보험 적용

TT 접근 권한 확장
Tu 법적 권리에 따라 차량 및 보행자의 토지 접근을 
포함하도록 확장

TT 지역권 및 조망권 개량에 따른 영역 침해

First American Title Insurance Company의 EAglE Owner 보험은 콘도를 포함한 1-4개의 다가구 주택 건물 소유자를 
위해 확장된 소유권 보장 범위를 제공합니다. EAglE Owner 보험에 자동으로 포함되는보험 적용 범위는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TT 구획 분할 위반
Tu 주택 소유자는 구매 전에 구획 분할 위반에 대한 보호를 
위해 일부 공제한 후에 최대 $10,000까지 보험 혜택을 받음

TT 제한적인 계약 위반
Tu 주택 소유자가 이러한 위반을 강제로 수정하거나 해소하는 
경우 또는 이러한 위반 때문에 주택 소유자의 소유권이 
유실되거나 취득되는 경우 제한적인 계약 위반에 대해 보험 
혜택 제공

TT 광물 제거 또는 지역권 사용에 따른 구조적 손상
TT 생전 신탁 적용 범위

Tu 신탁의 피신탁인뿐만 아니라 수탁자에게도 적용
TT 경계벽 및 울타리 침해

Tu 이웃의 토지, 지역권 또는 건물 영역 라인 침해의 경우 부분 
공제 후 최대 $5,000까지 보호

Eagle Owner 보험 증권
First American TitleCompany 에 소유주 보험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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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보험계약서와 같이 보험의 범위는 예외 규정, 제외 규정, 또는 상황 규정들이 섬세하게 적혀있습니다. 어느 규정들은 법률 단속과 고찰에 의하여 어느 지역에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First American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위 설명은 기초적인 서비스 입니다. 거래 특징과 지역별 차이로 인해 고객님의 서비스는 다를 수 있습니다. 

First American의 Eagle Owner’s Policy 비교 해택 EAglE
AlTA  

Standard 또는 
ClTA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누군가가 귀하의 소유권에 속하는 이익을 소유하는 경우  
2 서류에 제대로 서명되지 않은 경우  
3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사기, 강요 등이 발생한 경우  
4 서류 기록에 하자가 있는 경우  
5 제한적인 계약이 성립된 경우  
6 다음과 같은 사유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유치권이 발동한 경우

a) 담보 신탁 증서  
b) 판결, 세금 또는 특별 사정  
c) 홈오너 협회의 대금 청구  

7 소유권의 매매가 불가능한 경우  
8 미케닉스 리언(기술자 유치권) 
9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건물의 강제 철거

a) 다른 부동산 및/또는 지역권 침해t 
b) 스케줄 B의 제한 위반 
c) 기존의 토지 사용 용도 규제법 위반* 

10 싱글 패밀리 거주용 토지를 사용하는 것은 스케줄 B 또는 구획 구분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음 

11 주택 소유자 연합에 의한 기록되지 않은 유치권 
12 기록되지 않은 지역권 
13 건축 허가 위반* 
14 제한적인 계약 위반 
15 위조에 대한 사후 보장 
16 영역 침해에 대한 사후 보장 
17 광물 또는 물 추출로 인한 손상에 대한 사후 보장 
18 차량 및 보행자 접근 결여 
19 지도가 법적 설명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0 불법 점유에 대한 사후 보장 
21 시효 지역권에 대한 사후 보장 
22 계약 위반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 소유주에게 복원되는 경우 
23 건물 단벽 규정 위반 
24 차별적 계약 

기타 이점:

25 대체 토지 또는 시설에 대한 임대료 
26 기록되지 않은 임대에 따른 권한 
27 보험 급여 여부 적용 및 제한에 대한 간단명료한 진술서 
28 구획분할지도법 준수 
29 경계벽 또는 울타리 침해에 대한 보험 적용* 
30 소유권 보험이 추가되어 시장성 개선 
31 평생 동안 보험 적용 
32 캘리포니아 토지 소유권 협회(ClT A)에서 채택한 정책 
33 사후 약정 인플레이션 보장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최대 150% 까지 가치가 인상 
34 생전 신탁에 대한 사후 보장 

* 공제와 최대 한도가 적용됩니다. 1-4 세대 주택 부동산의 투자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 기간은 보험 증권마다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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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에는 자연인과 합법적으로 형성된 기업, 제한 동업, 유한 책임 회사, 또는 일반 동업 등이 포함됩니다. 신탁 재산은 피신탁인(일반적으로 자연인 또는 기업)에게 귀속됩니다.
2. 결혼한 부부 또는 동거인에 의한 양도는 소유권 보증 보험용으로 배우자/동거인의 소유권 포기 증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공동 소유자가 배우자나 동거인일 경우, 재산이 “공동 소유권”으로 귀속이 되어있을지라도 소유권 저당 또는 양도 시 두 배우자나 동거인의 동의가 요하는 “부부공동 소유권”의 법적 추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문의 사항이나 재정, 세금 또는 부동산 관련 계획에 관한 상세한 안내는 고객님의 변호사나 공인 회계사에게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귀속 확정
캘리포니아 주거용 부동산의 장점과 제한 사항에 따른 소유권의 일반적인 형태

균등 분할 공동 소유권 
(“TENANCy  

IN COMMON”)
공동 소유권 (“JOINT TENANCy”) 부부 공동 소유권 (“COMMuNITy 

PROPERTy”)

생존자권이 있는 부부 공동 소유권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계약 당사자 두 명 이상의 사람1(배우자 
또는 동거인2)

두 명 이상의 사람1(배우자 
또는 동거인2) 배우자 또는 동거인 배우자 또는 동거인

분할 방식
소유권은 지분 비율에 따라 
평등하게 또는 불균등하게 

분할할 수 있음
소유 이권은 평등해야 함 소유 이권은 평등해야 함 소유 이권은 평등해야 함

관계 창출
하나 이상의 양도(다르게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법적 지분은 
동일함)

단일 양도(동일한 이권 파생)의 경우 
공동 소유권이 부여되어야 함

기혼자 또는 동거인임을 추론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거나 양도 증서에 

이러한 내용이 명시될 수 있음

단일 양도 및 배우자나 동거인
임을 나타내는 동의가 양도 

증서에 포함될 수 있음

소유 및 관리 평등 평등 평등 평등

양도 가능성 각 공동 소유자는 지분을 별도로 
양도하거나 저당 잡힐 수 있음

각 공동 소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별도로 양도할 수 있지만 지분에 
따른 공동 소유권을 행사해야 함

두 배우자나 동거인 모두 양도 
및 저당에 대해 동의해야 함

두 배우자나 동거인 모두 양도 
및 저당에 대해 동의해야 함

단일 소유자에 
대한 유치권

결혼한 상태 또는 동거인이 
아니면, 공동 소유자의 지분은 

다른 채무자/소유자의 유치권에 
귀속되지 않지만 공매될 수 있음

공동 소유자의 지분은 다른 채무자/
소유자의 유치권에 귀속되지 않지만 

공동 소유자/채무자의
사망에 앞서 공매될 수 있음

전체 부동산은 배우자나 동거
인의 채무 상환을 위해 공매될 

수 있음

전체 부동산은 배우자나 동거
인의 채무 상환을 위해 공매될 

수 있음

공동 소유자의 
사망

피상속인의 지분은 유언 또는 
유언 없이 부동산 수유자 또는 

상속인에게 양도됨

피상속인의 지분은 생존한 공동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양도됨

(“생존자의 취득권”)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지분의 반은 생존한 배우자 또는 

동거인에게 양도됨

피상속인의 지분의 반은 생존자의 
취득권에 따라 생존한 배우자 또는 

동거인에게 자동으로 양도됨

세제상의 
혜택/불이익

공동 소유자 의 지분은 별도로 
양도될 수 있음

생존자의 취득권(유언 검인 필요 
없음)의 경우 배우자에게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양도에 상호 동의가 필요한 적법한 
생존자권의 경우 생존한 배우자나 

동거인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양도에 상호 동의가 필요한 생존자 
취득권의 경우 생존한 배우자나 

동거인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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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에는 자연인과 합법적으로 형성된 기업, 제한 동업, 유한 책임 회사, 또는 일반 동업 등이 포함됩니다. 신탁 재산은 피신탁인(일반적으로 자연인 또는 기업)에게 귀속됩니다.
2. 결혼한 부부 또는 동거인에 의한 양도는 소유권 보증 보험용으로 배우자/동거인의 소유권 포기 증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공동 소유자가 배우자나 동거인일 경우, 재산이 “공동 소유권”으로 귀속이 되어있을지라도 소유권 저당 또는 양도 시 두 배우자나 동거인의 동의가 요하는 “부부공동 소유권”의 법적 추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TT 신원확인 진술서 
귀하는 카운티 기록 검색 중에 저희 소유권 부서에서 
귀하를 타인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신원확인 진술서를 
기입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 또한 에스크로 책임자에게 
유용한 정보로 활용됩니다.

TT 주택 융자 
현금을 지불하거나, 융자를 받았거나, 매도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아니면 주택 융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구매 계약을 준수하고 보험을 받으시기 전에에스크로 
클로징을 지연하지 않는 한도에서 융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TT 매도자 공지 사항에 대한 회신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여러분이 회신해야 하는 
다음과 같은 품목을 받게 됩니다.
Tu 매도자가 알고 있는 기존의 문제점을 나열한 매도자의 
부동산 정보 공개서
Tu 미국 주택 소유자 조합(HOA) 또는 약속, 조건 및 제한 
규정(CC&R) 등 계획 단위 개발(Pud)과 관련된 정보
Tu 범람 지역 내 부동산에 대한 홍수 위험 공개 보고서
(Flood Hazard disclosure).
Tu 흰개미 및 부패물 등 개별 검사와 수리(필요할 경우).

TT 예비 보고서 
소유권 검색이 완료되면 예비 보고서 사본이 귀하에게 
전달됩니다. 예비 보고서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나 에스크로 책임자에게 문의하십시오.

TT 주의할 사항 
1회의 에스크로 거래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 매수자, 
매도자, 대리인, 에스크로 책임자, 에스크로 전문가, 
소유권 책임자, 융자 책임자, 융자 처리 담당자, 융자 
보증인, 주택 진단사, 흰개미 점검 담당자, 보험 설계사, 
주택 보증 책임자, 계약자, 지붕 정비공, 배관공, 풀장 
서비스 담당자 등 20명이 넘는 인력이 동원됩니다. 
에스크로 거래 한 건은 다른 건에 의해 좌우될 때가 
많습니다. 에스크로 거래에 필요한 인력의 수를 생각할 
때는 지연 및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노련한 에스크로 팀이라도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원활한 절차를 위해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다음에 진행되는 과정
아래 정보는 First American으로부터 귀하가 수령하게 
될 예비 보고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스케줄 A
이것은 에스크로 책임자가 소유권 부서에 제출하는 
정보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에 대한 법적 설명, 거래 
가격, 융자금, 대부업체, 이름 및 매수자/매도자의 미혼/
기혼 여부 등과 같이 매수자나 부동산 전문 업자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정보가 포함됩니다.

스케줄 B
스케쥴 B “예외”는 부동산에 귀속되어 있는 품목이고 
매수자의 소유권 권리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토지, 제한 규정(CC&Rs), 지역권, 주택 소유자 연합 
법인, 임대지 및 해당 부동산과 함께 기록이 보유되고 
이전되는 품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매수자는 
매도자가 스케줄 B 서류 내용을 읽고 수락함을 나타내는 
수령증에 서명해야 합니다.

요구 사항
다음은 First American에서 부동산에 대한 명확한 
소유권을 제공하기 위해 보험을 받으시기전에 삭제 및/
또는 기록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포함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Tu 현재의 부동산 재산세 상태
Tu 믿을만한 단체의 과세 평가(예: 주택 소유자 연합)
Tu 부동산에 대한 모든 부동산 부담(또는 유치권) 
경우에 따라 다른 사람이 계약 당사자와 비슷한 
이름을 가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 품목이 명시됩니다. 
이 때문에 품목이 부정확하고 삭제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원확인 진술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예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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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을 바꾸지 않기
직업이 바뀌면 융자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보다 
급여가 낮은 직책으로 옮기거나 다른 분야로 옮길 경우가 
위험합니다. 귀하는 진행 과정 초기에 승인을 받았으므로 
대부업자가 융자금을 지불하기 직전에 고용주에게 여러분의 
채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행을 바꾸거나 다른 기관으로 돈을 이체하지 
않기
대부업자가 하나 이상의 기관에서 귀하의 자금을 확인한 
후에는 구매에 필요할 때까지 해당 자금을 원래 위치에 
그대로 둡니다.

대부업자가 요청하지 않는다면 기존 계좌의 
융자금을 상환할 필요 없음
융자 책임자가 융자 자격을 얻기 위해 특정 청구 금액을 모두 
상환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따르도록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에스크로가 클로징될 때까지 계좌를 그대로 
둡니다.

대규모 구매 피하기
확인된 대금의 회수를 요구하거나 채무를 늘리는 위험한 
구매는 융자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는 
귀하의 신용을 확인하거나 막판에 대금 지급을 다시 
검증할 수 있으므로 융자 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매는 
피하십시오.

클로징 과정 중에 피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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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 약정 클로징 또는 서명
Tu 에스크로 보유자는 귀하 또는 중개업자에게 연락하여 
약정 클로징 또는 서명 일정을 짭니다. 일부 주에서는 
이것을 “에스크로 클로징”이라고 합니다. 일부 
다른 주에서 에스크로 클로징은 서류가 기록된 날 
또는 대금이 지급되는 날을 나타냅니다. 주 법령을 
확인하려면 에스크로 보유자에게 문의하십시오.
Tu 결산서 및 지원 서류를 검토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때 
질문을 하고 계약 조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산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일치하지 않는 조항은 
에스크로 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여기에는 누락된 
지불도 포함됩니다. 에스크로 보유자가 놓친 사항이라도 
모든 대금 지급은 귀하의 책임이므로 클로징 전에 더욱 
주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Tu 에스크로 책임자는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지정된 
액수의 대금을 반드시 보유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의문이 있거나 문제가 예상될 경우, 담당 에스크로 
책임자에게 즉시 알리시기 바랍니다.

TT 신분증 지참
Tu 공증이 필요한 서류(양도 증서)에 서명할 때는 사진이 
첨부된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운전 
면허증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세금 신고를 위한 
주민등록번호와 발송 주소를 제공하도록 요청됩니다.

TT 후속 절차
Tu 매수자가 신규 융자를 받을 경우, 매수자가 서명한 융자 
서류는 대부업자에게 제출되어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에스크로 책임자는 모든 계약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한 후, 대부업자에게 “융자금 지급”을 주문합니다. 
매수자의 융자 서류에서 제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대부업자는 에스크로 책임자에 직접 수표를 전달합니다. 
융자금 수령이 완료되면 에스크로 책임자는 필요한 
모든 자금이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에스크로 대금은 
매도자 및 기타 관련 수취인들에게 지급됩니다. 그러면 
집 열쇠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구매 서류, 보험, 주택 보수 및 정비 서류를 비롯하여 
주택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TT 주택 보증 정정
Tu First American Homebuyers Protection에서 주택 보증 
증권을 받은 경우 직접 전화를 걸어 귀하의 증권 번호를 
등록하십시오. First American은 가장 경험이 풍부한 
국내 유수의 주택 보증 회사 중 하나입니다.

TT 등기된 양도 증서
Tu 카운티 기록 담당 서기는 4-6주 이내에 주택에 대한 
양도 증서 원본을 우편으로 전송합니다

TT 소유권 보증 보험 증권
Tu First American 은 약 2-3주 후에 우편으로 증권을 
보내드립니다.

TT 재산세(PROPERTy TAxES)
Tu 금년에는 구매한 주택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받지 
못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세금을 지불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모기지 회사에 문의하여 계산서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부동산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카운티 감사원/감사관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에스크로 클로징

클로징 후



800.854.3643 | www.firstam.com

First American 타이틀 보험 회사는 제공하는 정보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하지 않으며, 오류나 누락에 대해서도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First American, 독수리 로고, First American 타이틀, 그리고 firstam.com은 First American 금융 Corporation 및 / 또는 그 계열사
의 등록된 상표 이거나 등록상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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