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Short Sale Closing Process
Key Process Components and Milestones

Short sales (or “pre-foreclosure” sales) represent a large portion of today’s market. Processing closing transactions 
for these properties can be a complex task. In fact, no two short sales are exactly alike. Familiarizing yourself with 
the short sale process—and its key components—is a smart way to strengthen your knowledge in this market niche. 

What is a Short Sale Closing?
A short sale closing accompanies a short sale—an event that occurs when the net proceeds from the sale of a 
home are not enough to cover the homeowner’s obligations and the lender approves the sale, thereby accepting 
a “short pay-off.”

What are the Key Components of a Short Sale Closing?
TT Preliminary Report – This is the primary tool used to learn what is recorded against a specific property. This report helps to:

Tu Verify ownership
Tu Confirm the correct legal and property address
Tu Identify trust deeds, taxes, delinquencies, liens, and judgments against the property

TT Letter of Authorization – Securing this from the seller allows the lender to speak with you, your escrow officer and assistants 
about the short sale negotiation. 

TT Estimated Settlement Statement/HUD – Prepared by a closing officer, this document shows the disposition of funds in the 
short sale closing. It is often revised several times during negotiations and accuracy is critical to avoid delays. 

TT Approval Letters – These documents spell out the conditions under which a lender will agree to the short sale. Many have 
very sensitive timelines and conditions that are critical to the closing process. 

TT Expiration of Approval Letters and Other Escrow Timelines – Generally, approval letters expire within 30-45 days. First 
American uses internal management guidelines and proprietary closing software to track specific short sale timelines and 
close the sale before the approval letters expire. Remember, short sale negotiations do not stop the foreclosure process. 

How can First American Help?
Proactive, two-way communication is essential to a successful short sale closing. So, we encourage you to let us 
know of any transaction changes as soon as possible. In turn, we will keep in touch throughout the process to help 
eliminate any unrealistic expectations, and make your short sale transaction a smooth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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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contact your local First American repres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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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세일 클로징 과정

핵심 과정 구성 요소 및 마일스톤

숏세일(또는 “차압 전” 세일)은 현재 주택 시장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에 대한 클로징 거래를 처

리하는 일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숏세일도 다른 숏세일과 정확히 동일하게 진행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숏세

일 과정과 핵심 구성 요소에 친숙해진다면 이러한 시장 분야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숏세일 클로징이란 무엇입니까?
숏세일 클로징은 주택 판매 순수익이 부족하여 집주인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며 채권자가 판매를 허락(“숏 페이오프”에 동의)
할 때 발생하는 숏세일과 함께 진행됩니다.

숏세일 클로징의 핵심 구성 요소 
TT 예비 보고서 – 특정 자산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 도구입니다. 이 보고서는 다음 작업에 도움이 됩니다:

Tu 소유권 확인 
Tu 올바른 법정 및 자산 주소
Tu 자산에 대한 신탁 증서(트러스트 디드), 세금, 체납금, 담보권 및 판결

TT 권한 위임서 – 채권자는 판매인으로부터 이러한 위임서를 받으면 숏세일 협상에 대해 귀하, 귀하의 에스크로 대리인 및 
비서와 논의할 수 있습니다.

TT 예상 결산서/HUD – 클로징 대리인이 준비하는 이 문서는 해당 숏세일 클로징의 자금 처리 내역을 보여줍니다. 이 증서는 
협상 중에 여러 번 수정되며 지연되지 않도록 정확도가 중요합니다.

TT 보증 확인서 – 이러한 문서에는 채권자가 숏세일에 동의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로징 과정에 중요한 일정과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TT 보증 확인서 만기 및 기타 에스크로 일정  – 일반적으로 보증 확인서는 30-45일 이내에 만료됩니다. First American은 내부 
관리 지침 및 자산 클로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특정 숏세일 일정을 추적하고 보증 확인서가 만료되기 전에 세일을 
클로징합니다. 숏세일 협상이 진행되어도 차압 프로세스가 중지되지는 않습니다.

First American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나요?
성공적인 숏세일 클로징을 위해서는 사전에 양방향 의사 소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거래 변동 사
항을 저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철저한 숏세일 클로징 과정을 통해 비현실적인 기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귀하
의 숏세일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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