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내 명령 21-07호 

USDA 산림청 태평양 

남서부 지역 긴급 산림 

폐쇄 

 
16 U.S.C. § 551 및 36 C.F.R. § 261.50(a)와 (b)에 따라 공공 안전을 제공하고 천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태평양 남서부 지역 내 국유림 시스템 토지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됩니다. 본 명령은 역내 명령 21-04호를 대체하며 2021년 8월 31일 오후 

11시 59분부터 2021년 9월 17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유효합니다. 
 

1. 아래 나열된 국유림 내 국유림 시스템 토지에 들어가거나 방문하는 행위 

 

a. 타호 국유림 

b. 타호 호수 유역 관리 단위 

c. 플루머 국유림 

d. 래슨 국유림 

e. 멘도시노 국유림 

f. 클래머스 국유림 

g. 식스리버스 국유림 

h. 샤스타 트리니티 국유림 

i. 모독 국유림 

j. 클리블랜드 국유림 

k. 샌버나디노 국유림 

l. 앤젤레스 국유림 

m. 로스파드레스 국유림 

n. 세쿼이아 국유림 

o. 시에라 국유림 

p. 스타니슬라오 국유림 

q. 인요 국유림 

36 C.F.R. § 261.52(e) 

2. 아래 나열된 국유림 내 국유림 시스템 도로에 방문하는 행위 

 

a. 타호 국유림 

b. 타호 호수 유역 관리 단위 

c. 플루머 국유림 

d. 래슨 국유림 

e. 멘도시노 국유림 

f. 클래머스 국유림 

g. 식스리버스 국유림 

h. 샤스타 트리니티 국유림 

i. 모독 국유림 

j. 클리블랜드 국유림 

k. 샌버나디노 국유림 



l. 앤젤레스 국유림 

m. 로스파드레스 국유림 

n. 세쿼이아 국유림 

o. 시에라 국유림 

p. 스타니슬라오 국유림 

q. 인요 국유림 

36 C.F.R. § 261.54(e) 

3. 아래 나열된 국유림 내 국유림 시스템 등산로에 방문하는 행위 

 

a. 타호 국유림 

b. 타호 호수 유역 관리 단위 

c. 플루머 국유림 

d. 래슨 국유림 

e. 멘도시노 국유림 

f. 클래머스 국유림 

g. 식스리버스 국유림 

h. 샤스타 트리니티 국유림 

i. 모독 국유림 

j. 클리블랜드 국유림 

k. 샌버나디노 국유림 

l. 앤젤레스 국유림 

m. 로스파드레스 국유림 

n. 세쿼이아 국유림 

o. 시에라 국유림 

p. 스타니슬라오 국유림 

q. 인요 국유림 

36 C.F.R. § 261.55(a) 

36 C.F.R. § 261.50(e)에 따라 다음 사람은 본 명령에서 면제됩니다. 
 

1. 본 명령에서 특히 면제되는 산림청 허가 번호 FS-7700-48(도로, 등산로, 

또는 규정이나 명령에 의해 제한되는 지역에 대한 허가)을 가진 자 

 

2. 모든 연방,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무를 수행하는 조직화된 구조 

또는 소방 인력 

 
3. 전기 송전선, 송유관 또는 가스관, 통신 정거장 또는 기타 비휴양 특별 

용도에 대한 산림청의 특별 용도 허가를 받은 자 

 
4. 상업적 휴양 특별 용도 허가 소지자 및 그 고객은 본 명령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업적 휴양 특별 용도 허가 소지자는 허가 조건에 따라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재산 및 관련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허가 

구역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휴양 거주 허가 소지자는 본 명령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5. 목재 또는 임산물 수확 또는 가축 방목과 같이 비휴양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산림청의 비 특별 용도 서면 승인을 받은 자 

 

6. 토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및 해당 사유지의 거주자가 토지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7. 비즈니스, 무역,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에 나열된 금지 

사항에서 면제되지 않지만 비즈니스, 무역, 또는 직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국유림 시스템 도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 사항은 36 C.F.R. Part 261, Subpart A에 포함된 일반 금지 사항에 

추가됩니다. 

 

이러한 금지 사항의 위반시 개인은 $5,000, 단체의 경우 $10,000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6 U.S.C. § 551 및 18 U.S.C. §§ 3559, 3571, 및 3581. 

 

2021년 8월 30일 캘리포니아 Vallejo에서 실행됨. 

 

JENNIFER EBERLIEN 

Regional Forester 

Pacific Southwest Reg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