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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HUL 주지사, STRIDES PHARMA INC.가 제조 운영 시설을 록랜드(ROCKLAND) 

카운티로 이전한다고 발표  

  

Endo International plc("Endo")의 자회사로부터 제조 시설을 인수하여 미드 허드슨 

지역에서 250개의 일자리를 유지 및 창출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Strides Pharma Inc.가 제조 및 마케팅 사업을 뉴저지주와 

플로리다주에서 뉴욕주 록랜드(Rockland) 카운티의 체스트넛 리지(Chestnut Ridge)로 

확장 이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Strides은 이전 Endo Pharmaceutical 공장을 

인수하여 건설하고, 215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며, 향후 몇 년에 걸쳐 40개의 일자리를 

추가하고, 4천 2백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자체 유통 및 마케팅을 위한 브랜드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 및 계약 제조업체를 위한 의약품을 제조할 예정입니다.  

  

Strides Pharma, Inc.의 모회사인 Strides Pharma Science Limited는 기술 주도형 제제 

개발과 제조에 주력하고 있는 제약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소프트 

젤라틴 캡슐 제조업체 중 하나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특히 위기 상황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의료품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한 공급망과 더 안전한 뉴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Strides Pharma, Inc.가 미드-허드슨 지역으로 

확장 이전하여 좋은 보수를 주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 경제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Brian Benjamin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뉴욕주가 사업을 하기에 좋은 

곳이라는 것을 인식한 또 하나의 훌륭한 회사입니다. Endo Pharmaceuticals를 인수하고 

이 지역에 투자하려는 Strides Pharma의 움직임은 미국에서 제조된 의약품에 대한 

중대한 요구를 충족하고, 필요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하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Strides Pharma Inc.의 CEO인 Terrance Coughl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더욱 강화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Strides에 있어 전략 비즈니스 개발 계획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리는 

이번 거래에 대해 매우 만족하며 이번 인수가 미국 시장에서 우리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Strides Pharma Inc.는 Endo International plc 

직원을 유지하고 미드 허드슨 지역에서 추가 고용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래 동안 연장된 지원에 대해 미국 정부 기관과 뉴욕주 개발 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뉴욕주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최고운영책임자 겸 상임 부커미셔너인 

Kevin Youn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제조업체가 사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이며 Strides Pharma, Inc.의 움직임은 미드-허드슨 지역의 승리입니다. Strides 

Pharma, Inc.의 확장으로 이미 훈련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뉴욕주에 투자하고 성장할 또 하나의 회사가 될 것입니다."  

  

Strides Pharma, Inc.의 새로운 20만 평방 피트 시설은 다용량 시설의 인수를 통해 

Strides의 미국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체스트넛 리지(Chestnut Ridge)의 

시설은 반고체, 액체, 비강 스프레이 및 구강 고형물에 걸쳐 연간 20억 개의 생산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또한 마약단속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에 등록되어 있어 Strides가 통제된 물질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공급망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Strides는 뉴욕주 내 사업장을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 통합함으로써 공급망 관련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미국 시장에서 

물류 관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뉴욕주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는 215명의 직원을 유지하고 4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가로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 세액 공제를 최대 1,000만 달러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Elijah Reichlin-Melnick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록랜드(Rockland) 카운티 

경제에 대한 미래는 밝으며, 기업들이 카운티 전역에 유입되어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록랜드(Rockland) 카운티에서 250개가 넘는 일자리를 유지하고 이끌어 주는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Kathy Hochul 주지사님과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주신 

뉴욕주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정부의 지원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회복이 계속됨에 따라 록랜드(Rockland) 카운티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부상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Michael Lawler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Strides Pharma Science Limited가 

모든 제조 및 마케팅 업무를 체스트넛 리지(Chestnut Ridge)로 이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록랜드(Rockland) 카운티 주민들에게는 수백 개의 보수가 좋은 

일자리가 제공되기 때문에 지구, 카운티 및 뉴욕주의 경우에는 상당한 진전입니다. 또한 

추가 생산에 대한 4천 2백만 달러의 투자 약속은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록랜드(Rockland) 카운티 행정관인 Ed Da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록랜드(Rockland) 

카운티를 대신하여, 저는 이전 Endo 시설의 새로운 시작이 이제 공식화되었으므로 

Strides Pharma를 협력 파트너로 환영합니다. 이 투자는 록랜드(Rockland)가 새로운 

비즈니스 벤처에 대한 매력과 전염병에서 벗어나도 여전히 건재한 우리 지역 경제의 

회복력에 대한 찬사입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215개의 일자리가 이곳 



록랜드(Rockland)에 남아서 우리의 재능 있고, 다양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카운티에 투자와 믿음을 주신 

Strides Pharma와 뉴욕주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에 감사를 표합니다."  

  

라마포(Ramapo)의 감독관 Michael Spech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마포(Ramapo)로 

제조 공장을 이전하고 250개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우리 공동체의 일부가 

되기로 한 Strides Pharma Science Limited의 결정은 우리 경제에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고 저는 그들을 우리 마을에 환영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런 결실을 맺도록 용맹하고 

숙련된 리더십을 보여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Stride Pharma가 

라마포(Ramapo)에 자리를 튼 것은 뉴욕주, 록랜드(Rockland) 카운티, 라마포(Ramapo) 

타운이 모두 사업을 위해 개방되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체스트넛 리지(Chestnut Ridge)의 Sam Presti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스트넛 

리지(Chestnut Ridge) 빌리지에 온 Stribe Pharma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이 미래에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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