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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 TOYOTA의
의 플러그인 전기 하이브리드 차량의 뉴욕 주에 기부를 발표

차량은 Superstorm Sandy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DEC와 주립 공원 운영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Toyota가 4대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세단을 뉴욕 주에
기증하여 기관 차량에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혁신된 Toyota Priuses는 폭풍 복구 및 Superstorm
Sandy의 여파로 인한 복구 프로젝트와 폭풍으로 인해 파괴된 한 대의 차량을 대체하여 주 기관에
의해 사용될 것입니다.
“Superstorm Sandy가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였고 주 자원의 일부를 훼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한 주를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Toyota의 이 연료 효율적인 차량의 기부는 주 함대를 증진시키는 것이며, 다음 큰 폭풍을 위해
우리 지역 사회를 더 탄력적이고 준비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Toyota 뉴욕 지역 총괄 매니저인 David Christ는 “Toyota에서 우리는 자동차 회사 또한 변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전국에서 주와 함께 지역 사회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협조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ZEVS의 큰 소비자의 수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투자와 함께 나아가면서 더 많은 실무 경험을 뉴요커에게 제공하면서 주에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프리우스 차량 중 세 대는 DEC가 Long Island 운영에 사용되며 허가 신청서
검토, 개선 노력, 환경 피해와 폭풍 재건 및 복구 프로젝트를 위한 부지 방문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DEC 위원 Joe Martens은 “현장 작업은 DEC의 책임 중 중요한 부분이며 제안된 프로젝트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사안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Toyota의 관대한 기부에 감사를 드리며 이 환경 친화적인 차량을 좋은 곳에 사용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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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 보전 사무실은 1대의 프리우스를 Bronx의 Roberto Clemente 주립
공원에서 홍수에서 유실한 승객용 밴의 대체용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공원 운영을 위한 밴에 대한
프리우스의 교체는 밴 교체를 위한 주 자금을 아끼게 해주고 더 큰 차량에 비해 녹색 대안이
됩니다.
주립 공원 국장 Rose Harvey는 “주립 공원을 대신하여, 저는 Toyota에서의 이 관대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프리우스에 감사를 보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주립 공원에 대한 효과적인 녹색
대안이 될 것이며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한 지역 사회에서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Robert
Clemente 주립 공원의 직원들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Toyota는 배출 제로의 차량 기술 투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플러그인 차량을 위한 연료와 미래
연료 전지 차량을 위한 제로 배출 차량 연료 보급 인프라를 촉진하기 위해 주와 협력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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