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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현업에 종사해 온 유능한 변호사인 Winlow는 Rimini Street 글로벌 법무팀
을 이끌면서 이사회 및 모든 해외 사업 부문을 위한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Rimini 법
무 조직에는 해외 사업 거래, 해외 사업 운영, 소송 및 기업/관리 사업부가 포함됩니다.
그는 Rimini Street에 입사하기 전 주정부 3대 기관과 민간 기업에서 관리자로 근무했습
니다.
Rimini Street에 입사하기 전 미트 롬니(Mitt Romne)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의 수석 법
률 자문관으로 일하면서 매사추세츠 최대 규모의 법률사무 조직으로서 내외부 800명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팀을 감독했습니다. 이전에는 매사추세츠 법정에서 8년간
판사로 근무했습니다. 또한, 그는 매사추세츠 하원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사법부 및 하
원 윤리위원회의 합동 위원회에서 일했습니다.
Winlow는 민간 부문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Duane Morri LLP 및 Prokauer
Roe LLP 국제 법률사무소에서 재판, 항소심, 분쟁 처리 실무를 담당했으며, 상업 소송,
상표, 저작권 소송, 규정 준수, 통신, 은행 업무, 보험 및 엔터테인먼트 관련 법률을 비롯
하여 다양한 분쟁에서 수석 검찰관으로 일한 바 있습니다. Winlow는 지적 재산, 상사
분쟁 해결, 주/연방 행정법, 기업 준법감시, 소비자 보호, 제조물 책임법 및 조달을 비롯
한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들을 다루었습니다.
Maachuett Lawer Weekl 신문에서는 Winlow를 지난 35년간 매사추세츠에서 가
장 유능한 변호사 35인 중 한 명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Law & Politic 매거진에서
매사추세츠에서 영향력 있는 변호사로 인정받은 Winlow는 Lawdragon Magazine에서
선정한 상위 500인의 법정 변호사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Winlow는 터프츠대학교(Tuft Univerit)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보스턴칼리지 로스쿨(Boton College Law School)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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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 Hundred of client, including global, Fortune 500, midmarket, and public
ector organization from acro a broad range of indutrie have elected Rimini
Street a their truted, independent upport provi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