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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REGENERON의 18억 달러 규모의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확장 

프로젝트를 위한 획기적인 계획안 발표  

  

뉴욕 최대의 생명공학 회사, 5년 동안 최소 1,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드 

허드슨 지역에서 계속 성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Regeneron이 이전에 발표한 18억 달러 규모의 연구, 임상 

전 제조 및 지원 시설의 기공식을 타리타운에 있는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캠퍼스에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생명 변형 

의약품을 발명하고 제조하는 생명 공학 분야의 선두 업체인 이 회사는 향후 5년 동안 

미드 허드슨 지역에서 최소한 1,000개의 새로운 정규직, 높은 기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뉴욕주에서 Regeneron이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는 회사의 고용 목표와 

일치하는 성과 기반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Excelsior Jobs Program) 세금 공제를 

통해 최대 1억 달러까지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Regeneron은 미드 허드슨 

지역으로 확장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3개 주에 걸쳐 있는 여러 잠재적 부지를 

고려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수십 년간의 투자와 여러 획기적인 과학적 

진보 덕분에 생명과학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우뚝 섰습니다. 코로나19 위기는 

Regeneron이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파괴적인 질병에 맞서 약물을 발견하고 개발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Regeneron의 연구는 의심할 

여지 없이 뉴욕과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우리는 Regeneron이 실명을 

야기하는 질병, 암, 유전 질환 등에 대한 추가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계속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드 허드슨 지역에 투자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Regeneron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Leonard S. Schleifer 석학 박사이자 의학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30여 년 전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자랑스러운 뉴욕 

회사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업계를 선도하는 의약품 발견 기술을 개발했고 

FDA가 승인하거나 공인한 10개의 약품을 전적으로 자체 실험실에서 개발했습니다. 

뉴욕주는 혁신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생물의학 산업을 



육성하며, 이 지역에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태리타운은 Regeneron의 기업 및 연구 개발 본부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확장 계획에는 새로운 실험실, 임상 전 제조 및 공정 개발 스위트 및 사무실 공간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설계 및 건설을 포함하며 총 약 900,000평방피트에 달하는 

최대 여덟채의 건물, 세 개의 주차장 및 중앙 유틸리티 설비로 갖추어질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6년에 걸쳐 2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며, 건설은 2027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 및 지방 정부가 누리게 되는 직 간접인 재정 혜택은 2억 8,330만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며 뉴욕이 누리게 되는 예상 경제 혜택은 거의 20억 달러에 이릅니다.  

  

Regeneron은 1988년 뉴욕시에서 설립되어 그 이듬 해 뉴욕 주는 이 회사에 25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오늘날 Regeneron은 뉴욕주에서 가장 큰 생명공학 회사이자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생산적인 회사 중 하나입니다. 이 회사는 사이언스(Science) 매거진에 

의해 지속적으로 최고의 바이오 의약품 회사 중 한 곳으로 선정되었으며, 전국에서 가장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은 기업 중 하나인 Civic 50에 포함되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공사의 사장, 최고경영자 및 커미셔너인 Hope Knigh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Regeneron은 뉴욕주 기업으로, 전 세계에 혜택을 주는 인명 구조 발전을 

이루어 낸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Regeneron은 주변 커뮤니티와 직원들에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Regeneron은 계속해서 미드 허드슨 지역에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계속해서 이 지역의 좋은 지역사회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인 Andrea Stewart-Cousin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 

웨스트체스터에서 확장하려는 Regeneron의 개척 노력은 우리 지역에 있어서 흥미로운 

진전입니다. 그들의 18억 달러 투자와 1,000개의 일자리 창출은 그들이 계속해서 많은 

의료 상태와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할 중요한 일 외에도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Regeneron은 코로나 19와의 싸움에서도 국가적인 리더 역할을 

해왔고,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기를 기대합니다."  

  

Pete Harckham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바이오테크 

리더인 Regeneron의 사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주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확대된 것은 유행병 이후 뉴욕에서 괄목할 만한 경제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공공 및 민간 파트너가 협력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조업이라는 허드슨 

밸리의 유산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Tom Abinati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첨단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최첨단 과학이 필요합니다. Regeneron은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 지역의 주요 경제 동인입니다. Regeneron은 모든 수준에서 엄청난 수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상당한 추가적인 경제 활동을 창출합니다. 이 회사의 확장은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져올 것입니다."  



  

George Latimer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행정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는 뉴욕의 가장 큰 생명공학 회사인 Regeneron의 본거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Regeneron은 성장하고 있으며 바이오 제약 산업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규직과 높은 기술을 갖춘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대 1억 

달러까지 성과급 엑셀시어 잡스 프로그램 세액공제로 확장을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준 Kathy Hochul 주지사님의 선견지명에 감사드린다. 우리 모두는 

Regeneron이 다음에 무엇을 할 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Paul Feiner 그린버러 타운 감독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Regeneron 캠퍼스의 확장은 

그린버러 타운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경제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Regeneron은 생명 

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돌파구와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뉴욕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척시켜준 Hochul 주지사님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Empire State Development) 팀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Carl Fulgenzi 마운트플레전트 타운 감독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운트플레전트 

타운은 Regeneron이 우리 타운의주요 제조업체이자 생명공학 시설로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공적으로 확장되어 많은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세금 기반을 넓힌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미래 성장을 기대하며 앞으로 더욱 밝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그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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