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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15 December, 2016 

GRANT PROVIDES JOBS LIFT TO MELBOURNE’S SOUTH EAST   

A pharmaceutical company will create 40 new local jobs in Melbourne’s south east with a grant from the Victorian 
Government’s $33 million Local Industry Fund for Transition (LIFT). 

Member for Dandenong Gabrielle Williams visited Komipharm International Australia Pty Ltd today to announce a 
grant which will assist the company to establish and fit out a pharmaceutical tablet manufacturing facility – one of 
the biggest of its type in the world - which will serve as its new global HQ and R&D hub.  

As a result of the capital investment, the company will employ 40 new workers, including  10 retrenched 
automotive workers in the first 18 months. 

 The grant will enable Komipharm to expand its global sales footprint through better access to markets in the Asia 
Pacific Region, North America and Western Europe.  

 

Komipharm International Australia Pty Ltd is one of 12 companies to receive total funding of $6.47 million under 
LIFT across Victoria  

The new jobs that are created will provide opportunities to transition retrenched automotive workers as part of 
the Victorian Government’s $46.5 million Towards Future Industries: Victoria’s Automotive Transition Plan. 

The Automotive Transition Plan is designed to help businesses, workers and communities affected by the closure 
of automotive manufacturing operations meet future challenges of reemployment and capitalise on job 
opportunities. 

The Local Industry Fund for Transition (LIFT) supports companies to generate new investment that results in 
sustainable jobs and economic benefits for the local economies in Melbourne’s south east, north, west and 
Geelong regions. 

The Automotive Transition Plan also includes the $5 million Automotive Supply Chain Transition Program (ASCTP) 
to help automotive supply chain companies identify opportunities in new markets. 

LIFT is open for expressions for interest. For more information about LIFT and the ASCTP, visit the Business 
Victoria website www.business.vic.gov.au. 

Quotes attributable to Member for Dandenong, Gabrielle Williams   

“The Local Industry Fund for Transition will support jobs and communities in Melbourne’s north, west, south east 
and Geelong by making the most of our significant industry knowledge and expertise.” 

http://www.business.vic.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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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supporting Victorian auto workers, businesses and affected communities by investing in companies such 
as Komipharm International Australia Pty Ltd that will provide new job opportunities and build skills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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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제공으로 멜번 남동지역의 고용 증대   

빅토리아 주정부의 3300만 달러 지역산업변환기금의 일환으로 제공되는지원금 수혜자인 제약회사가 멜번 

남동지역에 4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댄디농지역 주의회 의원 개브리엘 윌리엄스가 오늘 호주코미팜을방문하여약품 태블릿 제조 시설의 설립과 

채비를 돕기위한 정부 지원금을 발표하였다.  

자본 투자의 결과로 호주코미팜은 첫 18개월 이내에 40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하게되며 이 안에는  자동차 

산업에서 삭감된 인력 10명이 포함된다.  

이번 지원금을 통해 코미팜은 아시아 태평양, 북미 및 서유럽 지역 시장의  접근 용이성을 확보하여 글로벌 

판매를 확대할 수있게 된다.  

호주코미팜은 LIFT 기금에서 지원하는 총 6백 47만 달러를 받는 빅토리아주의 12개 회사 중 한 곳이다.  

신규창출 일자리는 빅토리아 주정부가 4650만 달러 규모로 진행하는 ‘미래 산업을 향하여: 빅토리아 주의 

자동차 산업 변환 계획’의 일부로서 자동차 산업체에서 삭감된 인력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자동차 산업 변환 계획은자동차 산업 폐쇄의 영향으로 재고용과 일자리 기회에 관한 장차의 도전에 직면한 

비즈니스와 근로자 및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설계되었다.  

LIFT 지원금은 멜번의 남동부, 북부, 서부 및 질롱 지역의 경제에 도움을 주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신규 투자를 일으키는 회사를 돕는 기금이다.  

"자동차 산업 변환 계획"에는 그 밖에도 5백만 달러 자동차 써플라이 체인 변환 프로그램(ASCTP)이 

포함되어 있어 자동차 산업 물류 회사들이 새로운 시장에서 기회를 찾는데 도움을 주게된다.  

LIFT 지원금에 대한 관심 표현은 열려 있다.  LIFT 및 ASCTP 에 관한 정보는 www.business.vic.gov.au 에서 

구할 수 있다. 

댄디농 지역구 의원 개브리엘 윌리엄스에 해당되는 내용: 

"LIFT 지원금이 중요한 산업체 지식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멜번의 북부, 서부, 남동부 및 질롱 지역 

사회와 일자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빅토리아 주정부는 미래지향적 기술을 축적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호주코미팜 같은 회사에 

투자함으로써 빅토리아주의 자동차 산업 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있다. " 

 

http://www.business.vic.gov.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