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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레인 파올은 종합 법률 로펌입니다. 저희 비지니스 그룹은 지난 140 년 동안 신흥 기업이 미국
서북미 지역에 진출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개인 고객부터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까지레인 파올의 믿을 수 있는 법률 자문을 필요로 합니다. 그 예로 놀스트롬 (Nordstrom),
홈 디포 (Home Depot), 테 소로 (Tesoro), 웰스 파고 (Wells Fargo), 에트나 (Aetna)등을 포함한
Fortune 500 기업이 법률 고문 잡지로 유명한 Corporate Counsel 매거진 에서Go-To Law Firms of
Top U.S. Companies® 레인 파올을 지명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 에서는레인 파올을 “올해의
워싱턴 로펌” 과 “올해의 오레곤 로펌” 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또Chambers USA: America’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에서는레인 파올을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깊이 있는 종합 로펌” 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최근 오레곤 비즈니스 잡지는 레인 파올을 “오레곤에서 일하고 싶은 100 대 기업”
으로 선정했고 퓨젯 사운드 비즈니스 저널은 “워싱턴 주의 최고의 직장” 중 한곳으로레인 파올을
지명했습니다.
워싱턴, 오레곤, 알래스카와 런던, 영국에 약 200 명의 변호사가 있는 레인 파올은 미국 서북미 지역은
물론 미국 전역과 국제적 법률 문제에도 능통합니다.
레인 파올의 전문 분야는 크게 비즈니스, 노동, 그리고 소송으로 나누어 집니다. 이 세 가지 그룹 아래
각 산업별로 전문 분야가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래이션은 우리가 제공하는 세분화된 서비스의
주요 측면을 설명합니다.
저희가 다루는 소송 업무는 일반 민사, 금융소송, 인사/노무 관련 분쟁, 채권/채무 소송, 반독점소송,
보험소송, 지적재산권 및 인터넷 분쟁 등이 있습니다.

BUSINESS DEPARTMENT (비지니스 분야)
레인 파올 변호사는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 미국 및 국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에 관련된 모
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클라이언트는 미국 서북미를 대표하는 로펌의 폭 넓은 경험이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케이스 접근 방식은 특정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여 각 클
라이언트의 특정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점에서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레
인 파올의 비즈니스 그룹은U.S. News and Best Lawyers 가 매년 실시하는 “최고의 로펌” 조사에서 높
은 순위에 선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지니스 그룹에서 다루는 분야를 간단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항공

상업 항공사, 그리고 비지니스 고객들이 항공기 구매를 생각하는 시점부터 전 세계에 구매 가능한 중
고 항공기 재고 파악부터 구매 할 항공기 결정하는 과정, 구입 과정에 필요한 서류준비와 구입한 항
공기의 배달까지 전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은행 및 금융 서비스

은행, 연금 펀드 및 기타 금융 기관 고객들은 규제, 투자, 트랜잭션 및 운영 문제에 대한 조언을 위해
레인 파올을 찾습니다.
친환경 기술 (클린 테크)

청정 에너지, 에너지 효율, 전기 자동차 및 혁신적인 청정 기술에 관련된 기업이 자금 조달, 기술 라
이센싱, 지적 재산권 보호, 규제 준수 및 프로젝트 개발에 있어 레인 파올 변호사들과 함께합니다.
건축

개발자, 계약자, 프로젝트 소유자 및 디자인 전문가가 소송 및 분쟁 해결이나 자금 조달 및 기술 라이
센싱 등 건설 법의 모든 측면에서 레인 파올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습니다.
기업 금융 및 증권

주식상장 회사나 개인 회사, 신생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이나 포춘 500 대 기업들에게 기업 지배 구
조 및 증권 거래 위원회 (SEC) 의 규정 준수에 대한 조언을 위해 레인 파올 변호사를 찾습니다.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주 사이에 필요한 계약 부분과 상업적인 부분에 대해 조언해 드립니다.
정부

기업, 파트너십 및 개인 고객들은 비즈니스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규제 및 기타 정부 문제에 대
한 조언을 위해 레인 파올에 옵니다.

건강 관리/의료

건강 관리 법규 및 규정뿐만 아니라 소송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해결책을 추구하는 연방 및 지
역 건강 캐리어, 브로커, 에이전트 및 협회는 레인 파올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을 수 있습니
다.
이민법

개인과 회사 및 국제 기업은 청문회, 항소 및 기타 이민 관련 청원서 관련 업무를 우리의 변호사들을
믿고 맡깁니다.
지적 재산권 및 기술

개발자, 사용자, 투자자들은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 비밀, 라이센싱 및 관련 지적 재산권 문제에 레
인 파올의 지침을 추구합니다.
국제 비즈니스 및 투자

경험이 풍부한 레인 파올의 변호사가 해외에서 미국으로 투자하는 인바운드와 미국에서 해외로 투
자하고자 하는 아웃 바운드 업무를 도와드립니다.
인수 합병

공공 및 민간 기업, 투자자, 금융 자문, 그리고 적대적 매수나 우호적 매수시 위임장 경쟁이나 기업
담보 차압 매수 등을 위해 레인 파올의 조언을 필요로 합니다.
부동산 및 토지 이용

레인 파올은 개발자, 토지 소유자, 대출 금융기관, 건설업자, 중개인, 보험자들에게 부동산 개발 및 토
지 이용, 운영, 부동산 매매, 임대 및 재정, 규제 문제에 대해 조언합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

독립 전력 생산자와 도매업자,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자나 이에 연관된 투자자, 대출 및 유
틸리티 들에게 에너지 금융 및 개발, 토지 이용, 허가, 부동산 권리, 세금 인센티브, 전력 판매 계약 및
분쟁 해결 문제에 대해 조언합니다.
리테일

로컬, 지역, 미국 전역 및 국제적으로 리테일 사업을 하는 업체, 유통 업체 및 제조 업체들에게 무역
규제 및 관세 문제를 포함하여 조직 운영 및 거래 문제에 대해 조언합니다.
스타트업 신생 기업

레인 파올은 새로 시작하는 신생 기업들과 고성장을 목표로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이 필요한 조직의
법적 문제, 자금 조달, 지적 재산권 보호 및 지속적인 비즈니스 상담을 제공합니다.
지속 가능성 및 기후 변화

우리 변호사들은 환경 영향 감소를 위한 친환경 제품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노동, 공급 체인, 유통
및 생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회사를 위해 조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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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국경을 넘어 국제적인 사업을 하는 미국회사와 해외 회사들, 해외 합작 투자를 하는 기업에 조세에
대한 조언
경영자 보상 및 개인 자산 계획

개인, 파트너십 및 기업 고객들에게 세금, 종업원 복지 및 복리 후생, 임원 보상 문제뿐만 아니라 재
산 상속계획 및 부동산 계획에 대해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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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IATION LAW (항공법)
레인 파올은 상업 항공사 및 비즈니스 고객을 위한 항공기 거래 부분에 세계 최고의 로펌 중 하나입
니다. 레인 파올의 항공법 팀을 찾는 고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여러 미국 및 외국 항공사.
• 회사 전용기를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할 계획을 하는 포춘 100, 포춘 500 대 및 중소 기업.
• 라이프 스타일의 선택으로 비즈니스 클래스 비행기를 소유하고 200 명 이상의 개인 고객
• 상업용 항공기 임대 회사
• 항공 산업에 대한 임대 및 관련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은행
• 보잉이나 에어 버스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및 제조 업체

레인 파올 변호사들은 항공기 구입을 고민하는 단계부터 전 세계에 있는 인벤토리를 검색하여 원하
는 항공기를 선택하는 과정, 선택한 항공기를 구입하고 항공기를 배달 받을 때 까지의 모든 단계에
풍부한 경험으로 조언해 드립니다.

클라이언트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항공기 제조 업체 및 대출 기관과 협상하며 비행기
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 업체와 유지 보수 계약 등을 협상하며 필요에 따라 비행에 필요한 승무원 고
용에 대한 조언도 같이 합니다.
상업 항공법

레인 파올의 상업 항공 활동의 절반이 넘는 부분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며 국제 케이스에서 저희 변
호사가 항공기 구입 또는 자금 조달을 하는 거래의 리드 변호사를 맡거나 미국과 워싱턴 주법을 위
한 로컬법 자문 역활을 합니다.
레인 파올 변호사들은 외국 항공사와 파이낸서들 한테 미국 연방 세금 및 항공 법률뿐만 아니라 미
국 파산법, 그리고 워싱턴 주의 상법과 세법에 대해 조언합니다. 그 외에 다음의 분야에 대해서도 조
언합니다:

• 교통국에서 받아야 하는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economic authority 와 파트
121, 129, 또는 135 발부 받는 일.
• 상업 챠터의 운영 구조에 관하여 미국 연방 항공국의 규정에 충족하면서 사업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개인과 기업의 항공기 소유자 및 운영자를 위한 조언.
•항공기 부품 유지 보수 및 수정 영역에 상담, 그에 따라 필요한 계약서 수정, 보충 형 인증서
획득을 포함한 미국 연방 항공국 규정 준수, 그리고 금융 문제에 대해 상담합니다.

저희 변호사는 작은 일반 항공기부터 보잉 747-800과 보잉 787 VIP 항공기까지 이르는 모든 종류들
의 항공기와 관련된 거래에서 주요 법률 고문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국내, 국제 항공 법칙 및 규정에
대해 조언하고 지역 공항 및 지역 사회 소음 제한 관련된 문제에 대해 조언 경험이 있습니다.

기업 항공

레인 파올은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에 맞는 항공기를 가장 좋은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로펌입니다. 저희 로펌은 실력있는 항공기 브로커들 또 금융기업들과 오
랫동안 쌓아온 친분을 통해 언제 어떤 종류의 항공기가 구매 가능한지 알아내고 고객에게 가장 유리
한 조건으로 항공기 인수 협상을 이끌어 냅니다.
이렇게 항공법에 대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레인 파올은 그동안 다음과 같은 비지니스 클라이언트
들에게 항공기 거래에 관해 조언을 하였습니다:

• 나이키, 놀스트롬, American Seafood, Trident Seafood 및 기타 포춘지 선정 100 대 기
업, 포춘 500 대 기업, 그리고 소규모 기업들.
• 비즈니스 클래스 비행기를 소유하고 200 명 이상의 개인.
• 항공 산업의 임대 및 관련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은행들.

항공 및 항공우주 소송

레인 파올의소송 변호사들은 수십 년간의 항공 산업 관련 소송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항
공 보험 적용 범위 분쟁, 여러 구역의 공기 재해 및 집단 소송, 불법 행위 및 계약 소송 등 소송의 모
든 단계에서 항공기 및 부품 제조업체, 공항 당국, 항공사, 공급 업체, 수리 자 및 운영자를 대변합니
다. 항공법의 탁월한 지식과 최상의 실력을 갖춘 소송 변호인단이 결합하여 고객한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 합니다.
최근 거래 내용

레인 파올이 최근에 조언을 제공한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 총리가 일본 정부의 항공기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보잉 747-400s 항공기 두대 구매
협상
• 기업 클라이언트를 위해 보잉 787 VIP 비즈니스 제트 구매 협상.
• 외국 항공사 고객이 보잉 737-800과 737-900 제트 여객기 구입을 위한 협상.
• 개인이 구매를 원한 중고 보잉 757 제트 여객기 재고 여부 확인부터새로운 엔진 설치와 승
객용 배치였던 항공기를 비지니스 항공기로 변환하는 과정과 구매까지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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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FINANCE AND SECURITIES (기업 금융과 증권법)
레인 파올은 신생 기업부터 포춘 500 기업까지 기업이 필요한 전 분야에 걸쳐 필요한 조언을 제공합
니다. 개인이나 앤젤 투자자, 벤쳐 캐피탈 및 대출 기관들도 다음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저희 변호사들의 경험 많은 조언을 구합니다.
• 의류 및 신발
• 은행
• 생명 공학
• 청정 기술
• 전자 상거래
• 수산
• 음식 및 음료
• 산림 제품
• 건강 관리
• 호스피텔리티
• 보험
• 인터넷
• 제조
• 금속 및 기타 재료
• 재생 에너지
• 소매
• 소프트웨어
•과학 기술
• 통신

레인 파올의 기업법 팀은 Chambers USA: America’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에서도 추천받았습니
다. Chambers USA 에서는 “이 로펌의 기업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했다. 이 로펌의 변호사들은 우리
의 사업, 우리의 문화, 우리가 달성하려는 목표를 완벽하게 이해했으며 일의 완성도, 시간, 대화를 비
롯한 일하는데 필요한 다른 모든 측면에서 우수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Public Company Representation 인용.
레인 파올 변호사들은 1934 년 증권거래소법에 따른 법 준수와 공개 의무에 대한 폭 넓은 경험으로
주식 상장 기업들에게 증권 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연간 보고서, 프록시 양식, 10 K, 10-Q,
8-K 및 보도 자료등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고 또한 고객의 준수 및 공개 의무에 관한 SEC와 대화합
니다.

우리 변호사들은 Rule 144 및 섹션 16 절 보고 의무와 관련하여 고객 회사들과 이사 및 임원에게 조
언하고 또 다음 내용에 대해 조언합니다:
• Sarbanes-Oxley, Dodd-Frank and XBRL 규칙 및 규정 준수
• 내부자 거래 정책과10b5-1 거래 계획 채택과 집행
• 10b5-1 및 VWAP 계획에 따른 주식 환매 프로그램
• 주주 위임장 제안
• SEC comment letter에 응답
• 증권 거래위원회 (SEC)에 제출 한 자료의 기밀 처리 요청
• 기업의 리스크 관리 및 평가
• 주식 비공개 거래
• 기업 인수 준비

공공 및 민간 기업에 대한 기업 소유 구조

우리 변호사들은 정기적으로 기업 소유 구조 문제와 연관된 다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조언합니다:

• 설립, 정관, 주주 및 투표 계약, 조합 및 유한 책임 회사 계약, 이사회 헌장, 윤리규범 및 지배
구조 가이드 라인 준비
• 연간 이사회 자기 평가 프로세스를 실행 및 구현
• 이사회의 독립성 평가
• 거래소 상장 요건 및 SEC 규정에 상응하는 기업 정책 및 지배 구조 개발
• 가족 소유 사업 또는 소수 주주 회사의 경영권 및 주주 이동 계획
• 주주 분쟁과 의견을 달리하는 주주 행동 대응
• 다수결에 의한 새로운 결정과 전자 프록시 활동
• 주식 보상 가이드 라인을 포함한 이사 및 임원 보상 내용 공개 문제
• 해외 부패 방지법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의 영향 및 규정 준수
• 문서 보존 정책

증권 거래

우리의 광범위한 증권 거래 경험은 공공 자본 (PIPEs) 지분의 사모를 포함하여 IPO 와 사모, 증권의
발행, 모두 주식 및 채무 증권을 포함합니다.
우리 변호사는 주식 발행자, 보험업자와 투자자에 연방 및 주 증권법에 대해 시간에 민감한 조언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 1933 증권 법령 준수
• Blue Sky 법 준수
• SEC 등록
• 평가 기관, 재단 및 증권 거래소와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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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BUSINESS (국제 비지니스)
기업들은 점점 더 세계적으로 활동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고 그에 따라 여러 나라의 법률의 적용
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레인 파올은 국제 활동이 많은 기
업 고객에게 다음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독립 판매 대리인 계약
• 합작 투자와 전략적 제휴
• 라이센스 및 기타 지적 재산권 거래
• 배급/유통 계약
• 해외 지점과 자회사의설립 및 운영과 자금 조달
• 국제 비즈니스 협상
• 부동산 투자 취득, 재구성과 처분
• 국제 분쟁 처리
• 무역 규제
• 미국 증권 및 수출 법 준수
• 이민 문제
• 상표, 저작권 및 기타 지적 재산권
• 국제 및 국내 세법의 모든 측면

레인 파올은 캐나다, 영국, 일본, 뉴질랜드, 홍콩, 중국, 이스라엘, 대만 등 많은 국가에 있는 클라이언
트를 대변한 폭 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인 파올의 국제 비즈니스 변호사는 해외에 투자하는
국내 클라이언트들을 대변하며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만다린), 한국어, 러시어
아 등을 포함한 20 개 이상의 언어 능력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법률 경험을 쌓으며 레인 파올은 전 세계 주요 금융 센터에 믿을 수 있는 로펌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형성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클라인언트의 비즈니스가 다른 나라에서 운영
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MERGERS AND ACQUISITIONS (기업 인수 합병)
레인 파올의 변호사는 기업 합병, 인수, 조직 개편 및 기타 비즈니스 조합 분야에 미국 서북미 지역에
서 인정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공 및 민간 기업, 투자자, 금융 자문, 입찰자 및 대상, 적대적 우호적
상대들과 성공적으로 인수 합병을 이끌어 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주식협상, 자산 및 합병 거래
• 공개 매입
• 차입 매수
• 위임장 경쟁
• 주식 비공개 거래
•포이즌 필 방어 등의 기업 인수 규제 전략과 보호
• 합작 투자 및 전략적 제휴
• 분열 재편성

기업 인수 합병에서 중요한 신속한 일 처리, 당사자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과 마켓의 반
응을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레인 파올은 Chamber USA: America’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에서 “지역에서 최고” 로펌으로 꼽았고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극찬했습니
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인수 합병에 관한 업무는 종종 기업법과 증권법을 넘어서 다음 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 공정 거래와 Hart-Scott-Rodino 포함한 주요 컨트롤 준수
• 연방, 주, 지방 세금 계획
• ERISA
• 노동 및 고용
• 소송 및 청구 평가
• 제조물 책임
• 환경 규정 준수
• 부동산 금융 및 리스

레인 파올 변호사들은 클라이언트의 필요에 따라 로펌 내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거나
때에 따라 회계사나 자산 전문 조언가 등의 다른 전문가들과 같이 케이스를 이끌어 나가는 것에 익
숙합니다.

TAXATION (조세법)
레인 파올의 조세 그룹은 연방, 주, 지역 및 국제 조세 문제에 대해 조언을 제공합니다. 우리 변호사
는 비즈니스 활동과 중요한 거래와 관련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클라이언트와 그들의 회계사와 긴밀
히 협력, 세금 검토, 준수, 보고 및 논쟁에 대한 부분에 조언합니다. 레인 파올의 조세법 그룹은 U.S.
News and Best Lawyers 의 연간 설문지인 Best Law Firms 에 매년 최상의 등급을 받아 왔습니다.
연방 세법

연방 세법 그룹은 비지니스의 형성과 구조 조정, 자산 구입과 판매, 인수 합병이나 매각 등의 재구성,
공공 및 민간 자금 조달, 세금 신용 보조금 등 세금에 관한 넓은 범위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 문제
에 대해 조언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고객이 모든 적절한 세금 절약 전략을 사용했는지 확인하
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금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IRS와 협상하고, 항소, 또 필요한 경우 소송에 이르기까지 클라이
언트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 변호사는 미국 조세 법원과 연방 법원에 세금 소
송 건을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주와 지방 세법

레인 파올 조세 변호사는 고객이 주 및 지방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줍니다. 우리 변호사
는 기업과 부동산의 판매 및 인수, 기업 형성과 구조 변경, 비즈니스 트랜잭션 등에 연관된 주와 지방
세법에 대해 조언하고 조언 범위는 소득, 총 수입, 판매 및 사용, 부동산, 고용 및 특별 소비세를 포함
한 주 및 지방 세금의 전체 범위를 포함합니다.

레인 파올은 워싱턴 주 국세청과 오레곤 주 국세청을 상대로 감사와 행정 심판에 클라이언트를 대변
하고 조세 납부 의무에 대한 선결을 받는 일에 조언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오레곤과 워싱턴에서 세금
소송에서 고객을 위한 유리한 결과를 달성한 경험이 많습니다.
국제 조세

레인 파올은 국제 비즈니스 및 투자 거래의 세금 결과 처리에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외국기업
과 미국기업이 조세 의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를 만드는데 조언합니다.

인바운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는 외국 기업과 외국인들에게 회사 설립부터 운영, 정리 하는 단
계의 모든 시점에 일어날 수 있는 미국 세금 결과에 대해 조언하고 이에 따른 기업 형태 선택, 형성,
자본 출차 국적 이탈 전략등에 대해 조언합니다.
아웃 바운드:. 미국 밖으로 사업의 확장하고 투자를 할 때 조세 조약 활용을 통한 최대한의 절세 방
법에 대해 조언합니다. 우리가 조언하는 범위에는 원천 징수 세금, 수출 인센티브, 외국 세액 공제 및
분기 이익 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종업원 급여 및 임원 보상

레인 파올 변호사는 보상과 혜택에 관한 부분에 조언을 제공합니다. Qualified 은퇴 plan (defined
benefit plan, ESOP, 401 (k) 등) 과 non-qualified 은퇴 plan (deferred compensation plans,
supplemental executive retirement plans, and excess benefit plan), equity compensation plan (스톡 옵션과 제한 주식 보상제, 주식시가지불 등), 건강과 welfare plan, 또 그 외에 장기
인센티브 보상 계획과 퇴직금 지급 분야에 전반적으로 조언을 합니다.
우리 변호사는 이러한 급여 제도와 보상 관련된 문제에 대해 국세청, 노동부 및 연금 혜택 개런티 공
사 등을 상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 지배 구조뿐만 아니라 ERISA에서 회
사의 신탁 의무와 관련된 문제에 조언하고 ERISA 및 비 ERISA 계획 및 준비, 관련 소송 및 종업원 급
여, 주식 및 기타 보상 청구에 관한 분쟁과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선과 비영리 단체

우리는 비영리 기업이 세금 면제 신분을 취득 및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고 세금 면제 융자와 (연방 및
주 정부 세금 공제 혜택을 융자 포함) 비영리 기업과 영리 기업의 합작 투자, 비영리 단체의 목적에
어긋나는 과세 대상 소득 등에 대해 조언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공공 / 민간 협력 단체와 비영리 단
체 고객들에 정부 관계 문제에 대해 조언한 실질적인 경험이 풍부합니다.
신탁 및 자산

레인 파올은 활발한 신탁과 자산 분야가 있습니다. 신탁과 자산 분야의 변호사들은 부동산 계획, 신
탁과 자산 계획 및 관리, 고액 순 자산 보유자들과 비즈니스 소유자를 위한 자선 선물 계획 등에 초점
을 맞춥니다. 고객의 다른 조언자들 (회계사, 금융 설계사 등) 과 같이 협동하여 고객의 자산 계획 목
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절세 효과가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의 많은 고객들이
개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을 하는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맞춰 사업 승계와 자
산 계획을 해 드립니다. 신탁과 자산 분야 변호사들은 선물 및 부동산 감사, 국세청 감사, 세금 반환
등 신탁과 자산의 모든 분야에 광범휘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그 중 일부는 신탁과 자산 문제로 일어
나는 분쟁 해결과 소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탁 소송 변호사들은 정기적으로 법원이나 중재
또는 대체 분쟁 해결에서 수탁자, 수혜자 및 가족을 대리합니다. 우리는 고객의 자선 계획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복지 재단 설립을 비롯한 다른 종류의 기금 마련 방법에 대해 조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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