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BUTTERFLY EFFECT 



본 키트의 도안은 

Sistersinstitch의 작가의 작품으로 Yarn and Colors 의 실로 만들어 졌습니다. 


HaemCmade 는 Yarn and Colors의 공식 수입사입니다.


�1

SistersInStitch



사용실

Yarn and Colors - Must Haves


색상표 

        PRESENT                          PAST                                FUTURE

A -  Sunflower 014           A - Pearl 043                       A - White 001

B -  Cantaloupe 016        B - Pastel Pink 046              B - Purple Bordeux 050

C -  Girly Pink 035           C - Antique Pink 048           C - Orchid 052

D -  White 001                 D - Cream 002                     D - Soft Grey 095

E -  Blossom 045             E - Old Pink 047                  E - Larimar 062

F -  Eucalyptus 080          F - Jade Gravel 073            F - Denim 061

G - Teak 008                    G - Violet 053                      G - Glass 072


사용바늘

모사용 6호 (3.5mm)


완성크기

110 X 110 cm (개인의 손땀에 다르므로 대략적인 사이즈 입니다)


The Stitch Guide


서술도안의 빨간색 글씨로 된 부분은 작가의 고유 뜨개땀입니다. 

참고해서 진행해주세요.


picot3a (3코피코뜨기): 사슬뜨기 3코 후 첫번째 사슬에 빼뜨기
picot6a (6코피코뜨기): 사슬뜨기 6코 후 첫번째 사슬에 빼뜨기

picot2b (2코피코뜨기) : 사슬뜨기 2코 후 다리의 윗 사슬에 빼뜨기

V stitch :한길긴뜨기 1, 사슬뜨기 4, 한길긴뜨기1
esc (긴짧은뜨기) : 뜨개코 머리의 사슬을 주워 뜨기 않고, 뜨개코 머리를 다발로 주워 짧은뜨기

Toffee popcorn : 한길긴뜨기 5코 팝콘뜨기 할때 3번째 한길긴뜨기코는 A색상으로 떠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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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tterfly Effect Part 1

영혼 속 깊은 곳과 마음속 어딘가의 가장 작은 울림과 수많은 불꽃들로부터 시작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단지 시작이었을 뿐 

이것은 파트 10회에 걸쳐서 완성을 이룰 것이다..

시작 
매직링으로 시작해서 기둥코 올리고 

[짧은뜨기] X 8

1단 (A) 


짧은뜨기에서 시작

[한길긴뜨기 3코 구슬뜨기, 사슬뜨기 2] X 8


2단 (B)

모아 뜬 한길긴뜨기에서 시작

[앞걸어짧은뜨기, 사슬2코안에 짧은뜨기 2] X 8


3단 (C) (✪)-> 마커로 표시 해두세요

앞걸어짧은뜨기에서 시작

[긴뜨기 1, 한길긴뜨기 2, 사슬뜨기 2(✪), 한길긴뜨기 2, 긴뜨기 1, 짧은뜨기 1,  사슬뜨기 1, 짧
은뜨기 1] X 4


4단 (D) 
사슬 1코 안에서 시작

[사슬 1코 안에 (긴뜨기 1, 한길긴뜨기 2, 사슬뜨기 2, 한길긴뜨기2, 긴뜨기1), 한코 건너 띄고, 
다음 세 코에 뒤걸어짧은뜨기 각 1코씩, 사슬 2코 안에 (짧은뜨기 1, 사슬뜨기 2, 짧은뜨기 1), 
다음 세 코에 뒤걸어짧은뜨기 각 1코씩, 한코 건너 뛴다] X 4

5단 (E) 
짧은뜨기 사이의 사슬 2코 안에서 시작

[사슬 2코 안에 (긴뜨기 1, 한길긴뜨기 2, 피코뜨기, 한길긴뜨기 2, 긴뜨기1), 한코 건너 뛰고, 다
                                                          picot3a : 사슬뜨기 3코후 첫번째 사슬에 빼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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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네 코에 뒤걸어긴뜨기 각 1코씩, 다음 두 코에 뒤걸어짧은뜨기 각 1코씩, 사슬 2코 안에 (짧은
뜨기 1, 사슬뜨기2, 짧은뜨기1), 다음 두 코에 뒤걸어짧은뜨기 각 1코씩, 다음 네 코에 뒤걸어긴
뜨기 각 1코씩, 한코 건너 뛴다] X 4


6단 (D) 
3단의 사슬 2코(✪) 안에서 시작

[3단의 사슬 2코 안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뜨기 4, 앞걸어한길긴뜨기 1)를 뜨고 사슬뜨기 
4를 5단의 피코뒤로 넘긴다. 사슬뜨기 4,  5단의 사슬 2코 안에 (한길긴뜨기 1, 사슬뜨기 2, 한
길긴뜨기1), 사슬뜨기 4] X 4
V stitch

7단 (A) 
6단의 코너 사슬 2코 안에서 시작
                    V 

[6단의 코너 사슬 2코 안에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사슬뜨기 1,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사슬뜨기 2,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사슬뜨기 1,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사슬뜨기 4, 6단
의 앞걸어한길긴뜨기 코에 앞걸어짧은뜨기 1, 사슬뜨기 3, 6단의 앞걸어한길긴뜨기 코에 앞걸어
짧은뜨기 1를 뜬 후 5단의 피코 뒤로 넘긴다, 사슬뜨기 4] X 4


8단 (C) 
코너의 사슬 2코 안에서 시작

[코너의 사슬 2코 안에 (한길긴뜨기 2, 사슬뜨기 2, 한길긴뜨기 2), 7단의 첫번째 구슬뜨기에 앞
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 1코 안에 긴뜨기 1, 7단의 두번째 구슬뜨기에 앞걸어긴뜨기 1,

사슬 4코 안에 (짧은 뜨기 6), 7단의 앞걸어짧은뜨기에 앞걸어짧은뜨기 1, 사슬 3코 안에 짧은뜨
기 3, 7단의 앞걸어짧은뜨기에 앞걸어짧은뜨기 1, 사슬 4코 안에 (짧은뜨기 6), 7단의 구슬뜨기
에 앞걸어긴뜨기 1, 사슬 1코 안에 긴뜨기1, 7단의 구슬뜨기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X 4


9단 (E) 
코너의 사슬 2코 안에서 시작

[코너의 사슬 2코 안에 (긴뜨기 1, 사슬뜨기 2, 긴뜨기 1), 다음 네 코에 뒤걸어한길긴뜨기 각 1
코씩, 한코 건너뛰고, 다음 여섯 코에 뒤걸어한길긴뜨기 각 1코씩, 한코 건너뛰고, 뒤걸어한길긴
뜨기 1, 한코 건너뛰고, 5단의 피코에 한길긴뜨기 1, 뒤걸어한길긴뜨기 1, 한코 건너뛰고, 다음 

                                           picot3a

여섯 코에 뒤걸어한길긴뜨기를 각 6코씩, 한 코 건너뛰고, 다음 네 코에 뒤걸어한길긴뜨기를 각 
1코씩] X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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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단 (D) 
코너의 사슬 2코 안에서 시작

[코너의 사슬 2코 안에서 (긴뜨기 1, 한길긴뜨기 1, 사슬뜨기 2, 한길긴뜨기 1, 긴뜨기 1)를 뜬다.
다음 여덟 코에 짧은뜨기를 각 1코씩 뜬 후 긴뜨기 1, 6단의 앞걸어한길긴뜨기 한 코에 앞걸어두
길긴뜨기 1, 한코 건너뛰고, 한길긴뜨기 1, 한길긴뜨기 3, (한길긴뜨기 1, 피코뜨기, 한길긴뜨기 

                                                                                                               picot3a

1), 한길긴뜨기 3, 한길긴뜨기 1, 6단의 앞걸어한길긴뜨기 코에 앞걸어두길긴뜨기 1, 한코 건너
뛰고, 긴뜨기 1, 다음 여덟 코에 짧은뜨기를 각 1코씩 뜬다] X 4


11단(B) 
코너의 사슬2코 안에서 시작

[코너의 사슬 2코 안에 (한길긴뜨기 2, 사슬뜨기 2, 한길긴뜨기 2), 뒤걸어한길긴뜨기 1, 뒤걸어
긴뜨기 1,  다음 여덟 코에 뒤걸어짧은뜨기를 각 1코씩, 사슬뜨기 1, 두 코 건너뛰고, 뒤걸어짧은
뜨기 1, 뒤걸어긴뜨기 1, 다음 세 코에 뒤걸어한길긴뜨기를 각 1코씩, 피코는 건너뛰고, 다음 세 
코에 뒤걸어한길긴뜨기를 각 1코씩,  뒤걸어긴뜨기 1, 뒤걸어짧은뜨기 1, 사슬뜨기 1,  두 코 건
너뛰고, 다음 여덟 코에 뒤걸어짧은뜨기를 각 1코씩, 뒤걸어긴뜨기 1, 뒤걸어한길긴뜨기 1] X 4


12단(A) 
코너의 사슬2코 안에서 시작

[코너의 사슬 2코 안에 (한길긴뜨기 2코 모아 구슬뜨기 1, 사슬뜨기 1, 한길긴뜨기 2코 모아 구
슬뜨기 1, 사슬뜨기 2, 한길긴뜨기 2코 모아 구슬뜨기 1, 사슬뜨기 1, 한길긴뜨기 2코 모아 구슬
뜨기 1), 사슬뜨기 6, 11단의 사슬 1코 안에 (한길긴뜨기 2코 모아 구슬뜨기, 사슬뜨기 1, 한길 
긴뜨기 2코 모아 구슬뜨기1), 사슬뜨기 5, 11단의 사슬 1코 안에 (한길긴뜨기 2코 모아 구슬뜨
기 1, 사슬뜨기 1, 한길긴뜨기 2코 모아 구슬뜨기 1), 사슬뜨기 6] X 4


13단 (C) 
코너의 사슬 2코 안에서 시작

[코너의 사슬 2코 안에 (한길긴뜨기 2, 두길긴뜨기 1, 사슬뜨기 2, 두길긴뜨기 1, 한길긴뜨기 2),  
12단 구슬뜨기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 1코 안에 한길긴뜨기 1, 12단 구슬뜨기에 앞걸어한
길긴뜨기 1,  사슬 6코안에 (한길긴뜨기 4, 두길긴뜨기 1, 사슬뜨기 1, 두길긴뜨기 1, 한길긴뜨
기 4), 12단 구슬뜨기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 1코 안에 한길긴뜨기 1, 12단 구슬뜨기에 앞
걸어한길긴뜨기 1, 두코 건너뛰고, 11단 뒤걸어한길긴뜨기에 뒤걸어짧은뜨기 1,  {사슬 5코에 
한길긴뜨기 1, 11단에 뒤걸어한길긴뜨기 1} X 2, 사슬 5코 안에 (두길긴뜨기 1, 피코뜨기, 두길
                                                                                                                          picot3a                  
긴뜨기 1), {11단에 뒤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 5코에 한길긴뜨기 1} X 2, 11단에  뒤걸어짧은뜨
기 1, 두 코 건너뛰고, 12단 구슬뜨기에 앞걸어한길긴뜨기, 사슬 1코 안에 한길긴뜨기 1, 12단 
구슬뜨기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 6코 안에(한길긴뜨기 4, 두길긴뜨기 1, 사슬뜨기 1, 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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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뜨기 1, 한길긴뜨기 4), 12단 구슬뜨기에  앞걸어한길긴뜨기, 사슬 1코 안에 한길 긴뜨기 1, 
12단 구슬뜨기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X 4


14단 (C) 
코너의 사슬 2코 안에서 시작

[코너의 사슬 2코 안에 (빼뜨기 1, 사슬뜨기 3, 빼뜨기 1), 사슬뜨기 3 , 한코 건너뛰고, 뒤걸어빼
뜨기 1, {사슬뜨기 2, 두코 건너뛰고, 뒤걸어빼뜨기1} X 3, 사슬뜨기 2, 사슬 1코 건너뛰고, 뒤걸
어빼뜨기 1, {사슬뜨기 2, 두 코 건너뛰고, 뒤걸어빼뜨기1} X 2, 사슬뜨기 2, 네 코 건너뛰고, 뒤
걸어빼뜨기 1, 사슬뜨기 3, 피코를 포한한 네 코 건너뛰고, 뒤걸어빼뜨기 1, 사슬뜨기 2, 네코 건
너뛰고 빼뜨기 1, {사슬뜨기 2, 두 코 건너뛰고 뒤걸어빼뜨기1} X 2, 사슬 1코 건너뛰고 뒤걸어
빼뜨기 1, {사슬뜨기 2, 두 코 건너뛰고  뒤걸어빼뜨기 1} X 3, 사슬뜨기 3, 한 코 건너뛴다] X 4


15단 (F) 
코너를 기준으로 뒤어서 첫번째 사슬 2코 안에서 시작 

✫뒤에서 첫번째는 사슬 3코, 뒤에서 두번째가 사슬 2코이므로 사슬 2코 안에서 시작한다

[코너뒤 첫번째 사슬 2코 안에 (빼뜨기 1, 사슬뜨기 2, 한길긴뜨기 1, 두길긴뜨기 1), 코너의 첫
번째 사슬 2코와 첫번째 사슬 3코를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로 연결, 코너 뒤 첫번째 사슬 3코 
안에 (긴뜨기 1, 짧은뜨기 1, 긴뜨기 3), 14단의 빼뜨기 한 코에 앞걸어 짧은뜨기 1, 사슬 3코 안
에 (긴뜨기 3, 한길긴뜨기 1, 긴뜨기 3), 빼뜨기에 앞걸에 짧은뜨기 1, 사슬 3코안에, (긴뜨기 3, 
짧은뜨기 1, 긴뜨기 1), 코너의 첫번째 사슬 3코와 첫번째 사슬 2코를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
로 연결, (두길긴뜨기 1, 한길긴뜨기 1, 사슬뜨기 2, 빼뜨기 1) 이렇게 코너는 만들어 졌다.

다음 다섯개의 사슬 2코안에, 짧은뜨기를 각 3코씩 뜬다.  

(한길긴뜨기 2, 긴뜨기 1, 짧은뜨기1), (짧은뜨기 1, 긴뜨기 1, 한길긴뜨기 1, 사슬뜨기 1, 한길긴
뜨기 1, 긴뜨기 1, 짧은뜨기 1), (짧은뜨기 1, 긴뜨기 1, 한길긴뜨기 2) 다음 다섯개의 사슬2코 안
에 짧은뜨기를 각 3코씩 뜬다] X 4 


16단 (E, A조금)

※한길긴뜨기 5코 팝콘뜨기 할때 3번째 한길긴뜨기코는 A색상으로 떠줍니다. ※

                                            Toffee popcorn

14단의 뒤걸어빼뜨기에서 시작

[14단의 뒤걸어빼뜨기에 뒤걸어빼뜨기1, 사슬뜨기 3, 한길긴뜨기 5코 팝콘뜨기, 사슬뜨기 3,  

                                                                                Toffee Popcorn

14단의 뒤걸어빼뜨기에 뛰걸어빼뜨기 1, 사슬뜨기 5, 다음 첫번째 짧은뜨기에 빼뜨기, {피코뜨
기, 빼뜨기 1, 빼뜨기 1} X 3, 6코피코뜨기, 짧은뜨기 건너뛰고, {빼뜨기 1, 빼뜨기 1, 피코뜨기} 

                                            picot3a

X 3, 빼뜨기 1, 사슬뜨기 3, 14단의 뒤걸어빼뜨기에 뒤걸어빼뜨기 1, 사슬뜨기 4, 11단의 뒤걸
어한길긴뜨기 세번째 코와 네번째 코 사이에 한길긴뜨기 5코 팝콘뜨기, 사슬뜨기 4, 14단의 뒤
걸어빼뜨기 한 곳에 뒤걸어빼뜨기 1, 사슬뜨기 3, 다음 첫번째 짧은뜨기에 빼뜨기, {피코뜨기,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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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기 1, 빼뜨기 1}X 3, 6코피코뜨기, 짧은뜨기 건너뛰고, {빼뜨기 1, 빼뜨기 1, 피코뜨기} X 3, 
빼뜨기, 사슬뜨기 5] X 4


17단 (F) 
✫17단은 16단을 건너뛰고, 15단의 코를 뜹니다. 

15단의 코너 뒤 첫번째 사슬 2코에서 시작
15단 코너 뒤 첫번째 사슬 2코에  (긴뜨기 2, 한길긴뜨기 1, 2코피코뜨기), 한길긴뜨기 1, 긴뜨
                                                                                     picot2b

기1, 긴짧은뜨기 1, 긴뜨기 1, 긴뜨기 1, (한길긴뜨기 1, 2코피코뜨기, 한길긴뜨기 1), 긴뜨기 1, 

             esc

짧은뜨기, 한코 건너뛴다. 코너의 팝콘뜨기 하기전 사슬뜨기 세코와 뒤 15단 코너의 긴뜨기를 함
께 빼뜨기 1, 긴뜨기 1, 한길긴뜨기 1, (한길긴뜨기 2, 16단의 팝콘뜨기를 앞걸어한길긴뜨기, 2
코피코뜨기, 한길긴뜨기 2), 한길긴뜨기 1, 긴뜨기 1, 빼뜨기 1, 한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1, 긴
뜨기 1, (한길긴뜨기 1, 2코피코뜨기, 한길긴뜨기 1), 긴뜨기 1, 긴뜨기 1, 한길긴뜨기 2코 모아
뜨기의 사이에 긴짧은뜨기 1, 긴뜨기 1, 한길긴뜨기 1, 2코피코뜨기, 사슬 2코 안에 (한길긴뜨기

1, 긴뜨기 2), 빼뜨기 1, 16단의 첫번째 피코 뒤 산에 빼뜨기한다.사슬뜨기 1, 첫번째 피코 아래 
다리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뜨기 2, 첫번째 피코와 두번째 피코 아래 다리를 앞걸어한길긴
뜨기 2코 모아뜨기, 사슬뜨기 2, 두번째 삐코 아래 다리와 세번째 피코 다리 아래에 앞걸어한길
긴뜨기 2코 모아뜨기, 사슬뜨기 2, 세번째 피코 아래 다리와 6코피코 앞의 사슬 1코를 앞걸어한
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 사슬뜨기 3, 6코피코앞의 사슬 1코와 네번째 피코 아래 다리에 앞걸어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  사슬뜨기 2, 네번째 피코 아래 다리와 다섯번째 피코 아래 다리를 앞
걸어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 사슬 뜨기 2, 다섯번째 피코 아래 다리와 여섯번째 피코 아래 다
리를 앞걸어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 사슬뜨기 2, 여섯번째 피코 아래 다리에 앞걸어 한길긴뜨
기 1, 사슬뜨기 1, 16단의 마지막 피코 뒤 산에 빼뜨기한다. 

(짧은뜨기, 한길긴뜨기 2, 2코피코뜨기, 긴뜨기 1), 긴뜨기 1, 긴뜨기 1, 짧은뜨기 1, 빼뜨기 1, 
긴뜨기 2, 긴뜨기 2, 15단의 사슬 1코 안에 (한길긴뜨기 1, 사슬뜨기 2, 한길긴뜨기 1), 긴뜨기 
2, 긴뜨기 2, 빼뜨기 1, 짧은뜨기 1, 긴뜨기 1, 긴뜨기 1, (긴뜨기 1, 한길긴뜨기 1, 2코피코뜨기, 
한길긴뜨기 1, 짧은뜨기 1), 16단 피코 뒤에 빼뜨기한다.

사슬뜨기 1, 첫번째 피코 아래 다리를 앞걸어한길긴뜨기, 사슬 뜨기 2, 첫번째 피코 아래 다리와 
두번째 피코 아래 다리를 앞걸어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 사슬뜨기 2, 두번째와 세번째 피코 아
래 다리를 앞걸어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 사슬뜨기 2, 세번째 피코 아래 다리와 6코피코 앞의 
사슬 1코를 앞걸어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 사슬뜨기 2, 6코피코 앞의 사슬 1코와 네번째 피코 
아래 다리를 앞걸어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 사슬뜨기 2, 네번째와 다섯번째 피코 아래 다리를 
앞걸어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 사슬뜨기 2, 다섯번째와 여섯번째 피코 아래 다리를 앞걸어한
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 사슬뜨기 2, 여섯번째 피코 아래 다리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뜨기 
1, 여섯번째 피코 뒤에 빼뜨기] X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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