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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COMMUNICATIONS TEST DESIGN, INC. (CTDI) 社의 글렌빌 사업장 

확장 소식 발표 

  

Communications Electronics Company, 애초 약속했던 일자리 수를 두 배로 늘려, 

300명 채용키로  

 

CTDI, 두 번째 스키넥터디 카운티 시설에 40개 가까운 일자리 증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Communications Test Design, Inc. 社가 주도 지역 

사업을 스키넥터디 카운티의 글렌빌 비즈니스 기술 단지(Glenville Business and 

Technology Park)의 두 번째 사옥으로 확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 

본사를 두고 20여개국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 기업은 주도 지역 사업을 위해 거의 

40개의 일자리를 증원할 예정입니다. 앞서, CTDI는 일자리를 150개 만들고 13만 

평방피트의 부지를 사용하기로 약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확대되면서 채용 

규모가 두 배로 늘어 300명이 넘었으며 사업장 부지도 2만 평방피트가 추가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도 지역은 최근 들어 유례 없는 성장과 투자를 

경험하고 있는데, CTDI가 글렌빌 사업장을 확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이 지역의 

성장세가 더 강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 확장을 통해 CTDI는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스키넥터디 카운티 경제를 장기간 촉진할 것입니다.”  

  

CTDI는 통신 부문에 종사하는 세계적 규모의 엔지니어링, 수리 및 물류 기업입니다. 

이들의 서비스에는 소비자 전자기기의 테스트, 수리 및 리퍼브, 통신용 보조기기 기획, 

소싱 및 제조, 케이블 모뎀 및 네트워크 접속 기기의 수리 및 물류 등이 포함됩니다. 40년 

전 Jerry Parsons가 부친 및 형제와 함께 펜실베이니아 웨스트체스터에 있는 가족 

소유의 차고에서 설립했습니다. 현재 CTDI는 전 세계 90개 사업장에서 14,00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CTDI의 Leo Parsons 사장 겸 CO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TDI는 글렌빌 사업장을 

확장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 지역에서 밝은 미래를 기대합니다. 당사는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communications-test-design-inc-creating-economic-opportunity-capital


 

 

자랑스럽게 스키넥터디 카운티에서 사업장을 운영해 왔으며, 곧 이어질 확장은 당사의 

서비스 범위와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당사의 의지를 더욱 잘 보여줍니다.”  

  

CTDI는 기계류 및 장비에 8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글렌빌 비즈니스 기술 

단지(Glenville Business and Technology Park)에 신축되는 500만 달러 가치의 

98,000평방피트 건물에 73,000평방피트의 공간을 임차하고 새 일자리 37개를 증원할 

것입니다. CTDI의 사업 확장을 장려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에서는 40만 달러에 이르는 성과 기반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 

세금 공제(Excelsior Jobs Program tax credits) 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스키넥터디 카운티 메트로플렉스 개발청(Schenectady County Metroplex Development 

Authority)에서는 이 프로젝트에 PILOT 계약과 판매세 면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TDI는 스키넥터디 카운티에 들어선 

이래, 일자리 창출 목표를 초과해 왔으며 고객 기반의 수요 증대에 맞춰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CTDI의 주도 지역 확장 

프로젝트를 장려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스키넥터디 카운티 의회(Schenectady County Legislature)의 Anthony Jasenski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TDI가 2014년에 스키넥터디 카운티에 투자키로 결정한 

것은 우리 지역사회에 큰 호재였으며 우리의 집중적인 경제 발전 노력이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조세 기반을 확대한다는 또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는 CTDI는 

불과 3년 만에 새 사옥으로 사업을 확장합니다. 이는 CTDI 글렌빌 사업장 직원들의 

공입니다. 이 회사가 스키넥터디 카운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함께 

협력해주신 주지사님의 경제발전팀에 감사드립니다.”  

  

스키넥터디 카운티 메트로플렉스 개발청(Schenectady County Metroplex 

Development Authority)의 Ray Gillen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4년에 

스키넥터디 카운티에 300개의 새 일자리와 함께 CTDI 사업장을 유치해주신 Cuomo 

주지사님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불과 3년만에, 

ESD 및 글렌빌 타운(Town of Glenville)과의 협력을 통해, 급속히 성장하는 글렌빌 

비즈니스 기술 단지(Glenville Business and Technology Park)에 CTDI의 사업 확장을 

수용할 98,000평방피트 건물을 신축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Jim Tedisco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TDI의 사업 확장은 새 일자리가 

만들어질 글렌빌과 제 49 상원 선거구에 좋은 소식입니다.”  

  

Mary Beth Walsh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CTDI는 주도 지역의 

경제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다양한 기업 및 단체가 입주해 있는 



 

 

글렌빌 비즈니스 기술 단지(Glenville Business and Technology Park)에 CTDI처럼 

국제적으로 유명한 거대 통신기업을 유치하게 된 것은 큰 행운입니다. 스키넥터디 

카운티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CTDI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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