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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지역지역지역지역 소유권에소유권에소유권에소유권에 따라따라따라따라 BATAVIA의의의의 PW MINOR가가가가 사업을사업을사업을사업을 지속한다고지속한다고지속한다고지속한다고 발표발표발표발표 

 

50여여여여 개의개의개의개의 제조업제조업제조업제조업 일자리가일자리가일자리가일자리가 유지되며유지되며유지되며유지되며 17개의개의개의개의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추가추가추가추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Batavia의 주요 가죽 신발류와 교정용 제품의 제조업체 겸 국제적 

유통업체인 PW Minor가 사업을 지속하기로 했으며 50여 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유지하고 17개의 

일자리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PW Minor는 7월 31일에 폐업할 예정이었지만 

새로운 지역 소유권과 경영에 따라 사업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Cuomo 주지사는 “PW Minor의 새로운 소유자는 이 회사의 고향인 Batavia에서 오랜 역사를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뉴욕이 새로운 사업체를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PW Minor가 뉴욕주 서부 지역에 자리를 잡은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을 이룬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PW Minor의 새로운 소유자는 Batavia Shoes LLC로서 Andrew Young and Peter H. Zeliff가 

운영합니다. 1867년에 남북 전쟁에서 돌아온 두 형제가 설립한 PW Minor는 미국에 남아 있는 

일부 신발 제조업체 중 하나이며 Genesee 카운티에서 가장 오래된 업체입니다. 

 

Andrew Young은 “우리는 회사의 운영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사업을 성장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러한 전환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랜 역사를 이어온 장소에서 사업을 지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와 지역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이 제휴한 

또 다른 예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Peter H. Zeliff는 “Andrew와 저는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Batavia와 Genesee 

카운티에서 오랜 역사를 이어온 제조 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협력하고 기업적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업 계획은 이 세계적 브랜드에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atavia Shoes LLC는 이 회사의 자산을 285만 달러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Empi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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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는 새로운 소유자의 일자리 창출 노력의 대가로서 성과 기반 Excelsior 취업 프로그램 

세금 환급으로 최고 $449,505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CEO 겸 국장인 Kenneth Adams씨는 “뉴욕주와 2명의 지역 

투자자는 PW Minor를 구하기 위한 작업에 참여했는데 그 결과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했던 50여 

명의 직원들에게 최선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거의 150년 동안 PW Minor 직원들이 수제로 

만든 고급 신발과 같은 ‘미국산’ 제품은 앞으로도 오래 동안 Genesee 카운티에게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Peter H. Zeliff는 EIF Renewable Energy Holdings, LLC의 수석 부사장 겸 최고 운영 책임자로서 매립지 

가스의 복구와 활용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적인 개발업체 겸 에너지 제공업체인 Energy Systems of 

Oakfield, New York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를 

졸업했습니다. 

 

Andrew Young은 The Young Group of Real Estate Companies의 설립자 겸 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Young은 한 때 뉴욕주 서부 지역 최고의 급성장하는 신흥 기업으로 불렸던 PakHound 

Parcel Logistics를 공동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Rochester Business Journal과 Business First of 

Buffalo로부터 저명한 ‘Forty Under 40’ 상을 수상했습니다. Young은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를 졸업했습니다. 

 

Michael H. Ranzenhofer 상원의원은 “PW Minor가 Batavia시에서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결정과 

50개의 지역 일자리를 유지하고 17개를 추가하겠다는 약속은 Genesee 카운티가 사업하기에 좋은 

곳임을 입증하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Genesee 카운티 주민을 위한 기회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tephen Hawley 하원의원은 “지역 소유 사업체는 Batavia와 Genesee 카운티 경제의 원천입니다. 

이번 발표는 PW Minor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매우 반가운 희소식입니다. Genesee 카운티는 

사업을 시작하고 소유하기에 훌륭한 장소이며 Pete Zeliff와 Andrew Young이 PW Minor를 뉴욕주 

서부 지역 경제의 역사적 중심지가 되도록 다시 활성화시켜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Genesee 카운티 Raymond F. Cianfrini 회장은 “오늘은 PW Minor와 직원들에게 의미 있는 날이며 

Genesee 카운티에게도 그러합니다. Peter Zeliff와 Andrew Young이 위태로운 순간이 이 역사적인 

회사를 구해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Genesee 카운티는 두 사람이 경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카운티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비를 기꺼이 투자하는 행운을 잡게 되었습니다”. 

 

Batavia 시 위원회의 Brooks Hawley 회장은 “PW Minor는 100여 년 동안 Batvia를 상징하는 

회사였으며 이 회사가 문을 닫고 일자리가 사라졌다면 우리에게 크나큰 손실이었을 것입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가 뉴욕주의 인센티브를 얻고 새로운 지역 소유자인 Andrew Young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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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Zeliff가 노력해준 덕분에 PM Minor는 다시 사업을 지속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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