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카테터 삽입 수술 안내
Inova Heart and Vascular Institute

환영합니다

심장 카테터 삽입수술 절차를 위해 Inova Heart and Vascular Institute (IHVI)를 선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하는 분명히 전문적인 진료와 간호의 손길을 받을 것입니다. IHVI에서 저희 의사,
간호사, 심장 카테터 전문가들의 의무는 귀하가 저희들과 함께 지내면서 절차를 거치는 동안 뛰어난
진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다면 담당 의사, 간호사 또는 심장 카테터삽입 랩(cath lab) 담당
직원에게 망설이지 말고 물어보세요.

절차 진행 후

심장 카테터 삽입은 다양한 형태의 심장병 또는 심장폐쇄를 겪는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이 개입 절차가 이뤄지는 동안 카테터를 환자의 사타구니 또는 팔의 심장으로
통하는 동맥에 삽입합니다. 카테터를 통해 조영제를 주입함으로써 의사들은 심장으로 피를 공급하는
동맥을 관찰하여 동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파악함과 동시에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을
결정합니다.

귀하의 절차 진행 일정은:
날짜:

(Date)

장소:

(Location)

도착 시간:

(Arrival Time)

절차 진행 시간:*

(Procedure Time)
* 귀하의 절차 날짜에 응급상황으로 절차가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변경 내용은 계속

안내를 받을 것입니다.

																	

절차 준비

사전 절차 상담 워크시트

랩 작업은 귀하에 대한 절차보다 3일 내지 14일 이전에
완료하여 병원이 적절한 시간에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귀하는 자신의 보험이 포괄하는 랩을 이용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현재 복용 중인 약의 이름

절차 14일 전: 랩 작업 완료

검사실 서비스 위치

Inova Laboratories는 북부 버지니아 지역 전역의 랩
작업과 검사 예약을 받습니다. 장소와 시간 목록을
찾아보는 곳: inova.org/locatelab

간호사와 예정된 전화 상담을 위해 다음 정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반의약품과 허브 보조식품 포함)

약 이름

복용량

복용 시간

심장 카테터 삽입을 Inova Fairfax Medical Campus
에서 받는다면, Inova Pre-Procedural Evaluation Clinic
현장에서 랩 작업과 검사 일정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Inova Pre-Procedural Evaluation Clinic
Inova Professional Services Building, Ground Floor
3300 Gallows Rd., Falls Church, VA 22042
랩 이용 시간: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30까지
전화: 703.776.2000
팩스: 571.472.6508

마취가 필요했던 과거의 절차 목록
절차

마취제

부위/날짜

절차 진행일로부터 1일 내지 3일 이전:
상담 통화

귀하는 정보수집, 특별한 필요 확인, 추후 내용 확인을
위해 사전 절차 전화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지
못한다면 절차 날짜에 다음 정보를 지참하여 방문하십시오:
- 현재 복용 중인 약의 명단과 복용량으로서 모든
처방약과 일반의약품, 보조식품과 비타민 포함
- 약 복용, 음식, 라텍스에 대한 알레르기

귀하의 담당 전문의와 주치 의료전문가의 명단

참고 바랍니다: 심장학, 호흡기내과, 신장학, 혈액학/종양학, 신경학,
통증 관리 전문의는 필히 작성해야 하며, 이 밖의 사람들도 귀하의 건강에
따라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전에 받았던 수술과 의료 이력
- 기타 관련 있는 의료정보

취소: 귀하가 절차를 취소하고 싶거나, 급성으로 아프거나,
건강 상태가 바뀐다면 최대한 빨리 담당 의사 진료소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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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받은 검사

어디에서

언제

음식과 음료 안내

• 절차 진행 전 24시간 동안은 흡연이나 음주를 하지

마십시오.

• 절차 전날 저녁이나 심야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껌

혹은 민트를 씹지 마십시오.

약 복용

• 담당 의사는 일상적인 복약 내용을 일시적으로

조절할 경우가 있으며, 특히 당뇨가 있을 때
그러합니다.

• IV 조영제(색조) 또는 조개류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병원 도착 이전 혹은 도착 시에 약을 추가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 제한: 집/직장 조절

귀하는 카테터 인입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활동이 제한적일
것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주세요:
• 절차를 하는 동안 사타구니로 접근: 절차 후 24시간

동안 계단 사용을 제한하고 5일 동안은 무거운(10
파운드 초과) 물건을 들지 마세요.

• 절차를 하는 동안 팔목 사용: 절차 후 5일 동안은

교통

영향받은 팔목을 이용하여 5파운드를 초과하는
물건은 어떤 것도 들지 마세요.

귀하는 절차 후 24시간 내지 48시간 동안 약 복용
부작용과 활동 제한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없으므로,
병원을 내왕할 때 믿을 수 있는 성인(18세 이상)과 함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세요.

교통수단은 개인 승용차 또는 택시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책임 있는 성인이 귀하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날

• 아침 약 복용을 위해 한 모금의 물을 마십니다.
• 절차가 진행되는 날 아침에 샤워를 합니다.
• 로션이나 향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양치질은 괜찮지만 삼키는 것은 안 됩니다.
• 모든 장신구(피어싱 포함)를 벗으세요.
• 귀중품은 모두 집에 둡니다.

• 편안하고 헐렁한 옷을 입으세요.
• 다음 물건을 지참하세요:

- 사진 신분증/운전면허증
- 보험 카드

- 필요하다면 코페이 보험증권

- 보건의료에 관한 사전 의사결정서 또는 생전 유언
사본

- 목발, 워커, 지팡이 또는 필요한 보조기구

- 집에서 산소를 사용한다면 병원 왕복에 충분할
만큼 가져오세요

- 안경, 콘택트렌즈, 틀니, 보청기 등을 넣기 위한
용기

- 필요하다면 마스크, 튜빙, 세팅이 된 CPAP 기계
- 구조 흡입기를 사용한다면 해당 기기

- 밤샘으로 머물 수 있으므로 세면도구

- 현재 복용중인 약으로서 복용량과 빈도 포함

도착, 체크인, 준비

귀하의 절차가 Inova Fairfax Medical Campus
의 Inova Heart and Vascular Institute (IHVI)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예정되었다면, 도착 시간은 대부분
절차 접수창구에 도착하는 시간보다 두 시간 전입니다.
그렇지만 병원은 귀하가 언제 도착해야 하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IHVI에 인접한 회색 주차장에 주차하거나, IHVI 바로 옆에
있는 Inova Fairfax Hospital Surgical Center 입구의 발렛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IHVI 건물의 지상층에 들어와서
Cath/전기생리학 (Electrophysiology (EP)) 체크인
구역으로 가세요.
절차가 Inova Alexandria Hospital에서 진행될
계획이라면 한 시간 전에 도착하거나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르세요.

절차가 Inova Loudoun Hospital에서 진행될 계획이라면
예정 시간 90분 전에 도착하거나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르세요.

오전 8시에 예정된 환자는 7시에 도착해야 합니다. 도착을
하면 등록 구역으로 바로 가서 체크인하세요.

병원 위치와 가는 길, 주차 정보는 뒷면을 보십시오.

응급 상황으로 인하여 귀하의 절차 날짜에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절차 접수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경 내용은 안내를 받을 것입니다.

체크인 한 다음:

• 대기했다가 간호사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전절차
구역으로 들어갑니다.

• 귀하는 보호받으면서 개인 접수 베이로 인도될
것입니다.
•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소변을 보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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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가운으로 갈아입고 미끄럼 방지 양말을 신어

달라는 부탁을 받을 것입니다.

• 동반하는 책임 있는 성인에게 귀하의 모든 보조

기구들(목발, 지팡이, 워커, 휠체어, 휴대용 산소, 등)
을 맡겨야 합니다.

• 간호사가 귀하의 입원 절차를 마치고, 활력징후와

병력을 작성하고, 절차를 검토할 것입니다.

• 임상 연구 코디네이터가 귀하와 만나서 연구 실험

등록에 동의하는지, 혹은 이러한 자격이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 정맥주사 (intravenous (IV)) 관을 귀하의 정맥 한

곳에 설치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수액과 약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동반 가족/친구
절차 진행 전

귀하의 절차에 동반할 수 있는 가족/친구의 수는 제한적입니다.
귀하의 입원 절차가 끝난 다음에는 사전 절차 단계에서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진행될 때

귀하의 손님들은 접수 구역에서 기다리거나 병원의 다른 구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유 식별표가 있는 양식을
주는데, 이것을 이용하여 대기실의 전자 게시판에 있는 귀하의
절차 과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 후

절차가 완료되면 가족/친구에게 귀하를 회복 구역에서 다시
만나기 위해 부를 것입니다. 절차 이후에 담당 의사가 귀하와
가족과 대화할 것입니다.

절차가 진행될 때

카데터 삽입 완료까지 시간은 보통 60분에서 90분
정도입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귀하는 특수 X선
처리대에 누워있을 것입니다. 대형 X선 기계가 처리대
위에 설치될 것이며, 여기에는 귀하의 심장 이미지가
전시되어서 의사가 귀하의 상태를 평가합니다. 귀하의
심장 박동, 혈압, 산소농도가 지속적으로 모니터 됩니다.
이 방은 시원하고 밝으며, 직원이 따뜻한 담요를 덮어줄
것입니다.
직원들은 수술용 모자와 마스크, 가운을 착용하여
멸균 환경을 유지할 것입니다. 절차가 이뤄지는 동안
말하는 것과 질문이 가능합니다만, 가만히 누워있어야
합니다. 심장 카테터 삽입 팀은 심장병전문의 한 사람,
심혈관전문의들, 그리고 심장 절차 전문가들인 등록
간호사들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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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단계

1. 카테터 삽입 부위는 면도한 다음 소독비누(녹청색)로

세정하고, 멸균 수술포로 덮을 것입니다.

2. 필요하다면, 귀하는 IV진정제와 진통제 약품을

투여받아서 안정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3. 카테터 삽입 부위 부근 피부에 국부 마취 주사를

놓을 것입니다. 심장병전문의는 귀하의 손목 또는
사타구니의 넓다리 부분의 요골동맥에 카테터를
설치할 것입니다. 절차에 정맥이 필요하다면 귀하의
팔, 목, 또는 사타구니에 있는 정맥을 사용하여
접근할 것입니다.

4. 카테터를 삽입하여 심장으로 향하도록 합니다.

좌심장 카테터 시술의 경우: 카테터가 심장에
도달하면 카테터를 통하여 소량의 염색제를 주사할
것입니다. 이로써 심장병전문의는 관상동맥을
통하여 흐르는 혈액을 볼 수 있고, 폐쇄 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정맥 사진은 다각도에서
촬영할 것입니다. 염색제를 주사하면 귀하는 가슴에
따뜻하고 분출되는 듯한 기분 때문에 놀라움을
느낄 것입니다. 이러한 기분은 정상적인 것이며,
바로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가슴 통증, 졸음, 호흡곤란, 구역질 또는 요통과
같은 어떠한 불편함이라도 느낀다면 팀 구성원
누구에게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카테터는 제거하고 부위는 막을 것입니다.

• 요골동맥: 손목의 요골동맥을 이용할 경우, 2~4
시간 동안 천공 부위에 부드러운 플라스틱 밴드로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회복 간호사가 밴드의
압력을 천천히 낮추고 천공 부위는 붕대로 감쌀
것입니다.
• 넓적다리 고동맥: 사타구니의 넓적다리 고동맥을

이용하는 경우, 의사는 출혈을 멈추기 위해 해당
부위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결정할
것입니다:
-

-

수동 압박: 천공 부위에 10~20분간 직접
압박을 가해서 출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뒤에는 천공 부위에 작은 붕대로
감싸게 될 것입니다.

폐쇄 기구: 출혈을 막기 위한 기구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심장 카테터 삽입 수술 직후

처방

카테터 시술이 끝난 다음에 귀하는 환자회복실의
침상에서 몇 시간 동안 있을 것입니다. 카테터 시술에
사용된 팔이나 다리의 움직임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귀하의 활력징후, 심장박동, 시술 부위(들)은 면밀히
관찰할 것입니다. 귀하는 방문객*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편의를 위해서 Inova Fairfax Medical Campus는 현장
약국을 운영하며, IHVI의 지상층과 응급실 내부에 있는 Inova
Pharmacy Plu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Inova Pharmacy Plus
에 관한 정보가 더 많이 필요하다면 inova.org/pharmacyplus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내원환자

절차 후 입을 통한 수분섭취가 장려됩니다. 귀하는 IV
수액을 받으면서 물과 주스를 공급받을 것입니다.

절차 후 침대 휴식 시간은 1~6 시간 될 것입니다.
처방받은 침대 휴식이 끝나면 보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처방 후 지시 내용을 검토한 후
퇴원합니다.

입원 환자

절차가 끝난 다음, 귀하는 병실로 돌아가서 1~6 시간
동안 침상 휴식을 취합니다. 카테터 시술에 사용된
팔이나 다리의 움직임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귀하의
활력징후, 심장박동, 시술 부위(들)은 면밀히 관찰할
것입니다. 귀하는 방문객*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절차 후 입을 통한 수분섭취가 장려됩니다. 귀하는 IV
수액을 받으면서 물과 주스를 공급받을 것입니다.

다른 의료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귀하는
보통 그 다음날 퇴원합니다.

*환자들은 감염에 특히 약하므로, 감기, 독감, 또는 기타 전염
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 방문을 사양합니다.

안전

절차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를 기억하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약물 부작용, 부착물(IV와 산소), 그리고

낯선 환경으로 인하여 넘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 귀하의 호출 벨을 사용하십시오.

• 화장실 사용을 위해 걸어가거나 일어설 때는

직원을 기다려서 같이 하십시오.

퇴원

병원에서 용무가 끝나서 퇴원할 수 있게 되면 퇴원
바인더와 내원 후 요약서 (after-visit summary (AVS))를
받을 것입니다.
밤을 지샌 퇴원환자를 위한 퇴원 창구는 대부분 절차
다음날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
시간 동안 귀하를 집에까지 태워줄 교통수단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담당 진료 팀은 귀하의 처방약은 자신이 선택하는 약국에서
받을 수 있다고 확인해 줄 것입니다.

운전 제한

의식하 진정 또는 마취를 받았다면, 이후 24시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접근 부위에 요골동맥이 이용되었다면, 이후
48시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반드시 책임
있는 성인(18세 이상)과 동승하여 귀가해야 하며, 저희에게
귀가시키는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전화번호

Inova Fairfax Hospital

심혈관 중재시술 입원 및 회복............................703.776.7050
(Interventional Cardiovascular Admission and Recovery (ICAR))

Cath Lab 팩스 번호 (Cath Lab Fax)....................703.776.6700

일정 수립 사무소 (Scheduling Office)..................703.776.2393

Inova Alexandria Hospital

심혈관 중재 방사선과.........................................703.504.7950
(Cardiovascular and Interventional Radiology Department)

Cath Lab 팩스 번호 (Cath Lab Fax)....................703.504.3287

Inova Loudoun Hospital
Inova Heart and Vascular Institute,
Loudoun Campus.............................................703.858.8660
Cath Lab 팩스 번호: (Cath Lab Fax)...................703.858.8670

예비 전화번호
담당 의사:

금융 서비스:

Inova Alexandria Hospital...............................703.504.3069
Inova Fairfax Hospital......................................571.423.5750
Inova Loudoun Hospital .................................703.858.8091

5

Notice of Non-Discrimination
As a recipient of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Inova Health System (“Inova”) does not exclude, deny benefits to,
or otherwise discriminate against any person on the basis of race, color, national origin, sex, disability or age
in admission to, participation in, or receipt of the services or benefits under any of its programs or activities,
whether carried out by Inova directly or through a contractor or any other entity with which Inova arranges to
carry out its programs and activities.
This policy i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the Age Discrimination Act of 1975, Section 1557 of the Affordable Care Act, and
regulations of 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issued pursuant to these statutes at 45 C.F.R.
Parts 80, 84, 91 and 92, respectively.
Inova:
• Provides free aids and services to people with disabilities to communicate effectively with us such as:
- Qualified sign language interpreters
- Written information in other formats (large print, audio, accessible electronic formats and
other formats)
• Provides free language services to people whose primary language is not English such as:
- Qualified interpreters
- Information written in other languages
If you need these services, please let our staff know of your needs for effective communication.
If you believe that Inova has failed to provide these services or discriminated in another way on the basis of
race, color, national origin, age, disability or sex, you can file a grievance by calling 703.205.2175. You can file
a grievance in person or by mail, fax or email. If you need help filing a grievance, the Patient Relations staff is
available to help you.
You can also file a civil rights complaint with 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ffice for Civil Rights, electronically through the Office for Civil Rights Complaint Portal, available at
https://ocrportal.hhs.gov/ocr/portal/lobby.jsf, or by mail or phone at: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 Independence Ave., SW
Room 509F, HHH Building
Washington, DC 20201
1.800.868.1019, 800.537.7697 (TDD)
Complaint forms are available at http://www.hhs.gov/ocr/office/fil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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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와 가는 방법
Inova Alexandria Hospital
Inova Heart and Vascular Institute
4320 Seminary Rd.
Alexandria, VA 22304
703.504.3000

주차

노스 하워드 스트리트 건너편의 공용
주차장에서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5:30-오후
7:30에는 환자용 진입로에서 무료
발렛 주차가 가능합니다.

운전 안내

알링턴 또는 워싱턴 DC에서 출발:
I-395 사우스에서 세미너리 로드로
진출. 좌회전하여 동쪽으로 진출.
4개의 블록 통과. 병원은 우측의
세미너리 로드와 노스 하워드
스트리트 모서리에 있습니다.

리치몬드에서 출발: 스프링필드
방향의 I-95 노스 선택. I-495와 I-395,
I-95를 선택하세요. 세미너리 로드
방향으로 가는 395 노스를 계속 선택.
우회전 하여 동쪽으로 진출. 4개의
블록 통과. 병원은 우측의 세미너리
로드와 노스 하워드 스트리트
모서리에 있습니다.
Inova Fairfax Medical Campus
Inova Heart and Vascular Institute
3300 Gallows Rd.
Falls Church, VA 22042
703.776.4001

환자용 출입구와 주차

우드번 로드에서 웰니스 볼리바드
방향으로 와서 Inova Fairfax Medical
Campus에 진입. Inova Fairfax
Hospital Surgery Center와 Inova
Heart and Vascular Institute를
지나서 우측 회색 주차장에 들어와서
주차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층으로 갑니다. 빌딩 지상층으로
들어가서 홀 방향으로 진행한 다음
심장병 Cath Lab/EP Lab의 체크인
책상으로 갑니다.

운전 안내

I-495 (캐피털 벨트웨이) 경유

북부(타이슨스) 출발: #51 출구 진출.
램프 맨 위에서 갤로우스 로드를 지나
우드번 로드 방향으로 향함. 첫 번째
신호등에서 웰니스 볼리바드 방향으로
우회전. Inova Fairfax Hospital
Surgery Center와 Inova Heart and
Vascular Institute를 지나서 우측의
회색 주차장에 들어와서 주차합니다.
남쪽(알렉산드리아/스프링필드)
에서 출발: 51 출구 진출. 램프 맨 위의
신호등에서 갤로우스 로드 방향으로
좌회전. 우드번 로드 방향으로 좌회전.
첫 번째 신호등으로 가서 웰니스
볼리바드 방향으로 우회전. Inova
Fairfax Hospital Surgery Center와
Inova Heart and Vascular Institute
를 지나서 우측의 회색 주차장에
들어와서 주차합니다.
루트 50 경유

서쪽(Fairfax)에서 출발: 650/
갤로우스 로드 방향으로 나갑니다.
램프 맨 위에서 갤로우스 로드 방향을
끼고 우회전. 갤로우스 로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우드번 로드 방향으로
우회전. 첫 번째 신호등으로 가서
웰니스 볼리바드 방향으로 우회전.
Inova Fairfax Hospital Surgery
Center와 Inova Heart and Vascular
Institute를 오른쪽에 두고 지나서 우측
회색 주차장에 진입.
동쪽(워싱턴/폴스 처치)에서 출발:
I-495 아래를 통과하여 650/갤로우스
로드 방향으로 진출. 램프 맨 위의
신호등에서 갤로우스 로드 방향으로
좌회전. 갤로우스 로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우드번 로드 방향으로
우회전. 첫 번째 신호등으로 가서
웰니스 볼리바드 방향으로 우회전.
Inova Fairfax Hospital Surgery
Center와 Inova Heart and Vascular
Institute를 지나서 우측의 회색
주차장에 들어와서 주차합니다.

Inova Loudoun Hospital
Schaufeld Family Heart Center
44035 Riverside Pkwy., Suite 120
Leesburg, VA 20176
703.858.8660

주차

피지션 오피스 II (빌딩 44035) 앞에
있는 주차 데크에서 무료 발렛 주차
가능.

운전 안내

리즈버그와 포인츠 웨스트에서
출발: 루트 7 이스트 선택. 랜즈다운
볼리바드 방향으로 진출. 첫 번째
신호등에서 리버사이드 파크웨이
방향으로 우회전. 첫 번째 정지
신호등에서 우회전하여 병원 주
출입구 방향으로 향함.

타이슨즈 코너와 포인츠 이스트에서
출발: 루트 7 웨스트 선택. 랜즈다운
볼리바드 방향으로 진출. 첫 번째
신호등에서 리버사이드 파크웨이
방향으로 우회전. 첫 번째 정지
신호등에서 우회전하여 병원 주
출입구 방향으로 향함.

덜레스 사우스와 포인츠 사우스에서
출발: 러던 카운티 파크웨이 선택.
에버그린 밀스 로드 방향으로 좌회전.
벨몬트 릿지 로드 방향으로 우회전.
루트 7 이스트 방향으로 우회전.
랜즈다운 볼리바드 방향으로 진출.
첫 번째 신호등에서 리버사이드
파크웨이 방향으로 우회전. 첫 번째
정지 신호등에서 우회전하여 병원 주
출입구 방향으로 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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