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Butterfly Effect Part 2


 
 바람에 흩날리고, 온 땅에 흔적을 남기고, 산에 올라가거나, 모래에 씻겨 올라오는 자들
이 있다.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비록 숨겨진 것이기는 하지만, 밝게 웃고 있었다. 그들은 
재결합할 때, 기쁨을 퍼뜨리고 삶에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18단 (A)
코너의 뒷면 사슬 5코 안에서 시작 
[코너의 뒷면 사슬 5코 안에 한길긴뜨기 7, 사슬뜨기 3, 사슬 5코 안에 한길긴뜨기 7,  사슬뜨기 2, 첫번
째 3코피코에 짧은뜨기, {사슬뜨기 1, 다음 3코피코에 짧은뜨기 1} X 2, 사슬뜨기 2, 6코피코에 짧은뜨
기, 사슬뜨기 2, 3코피코에 짧은뜨기 1, { 사슬뜨기 1, 3코피코에 짧은뜨기1} X 2, 사슬뜨기 1, 이파리 
뒤 사슬2코안에 (한길긴뜨기 2, 두길긴뜨기 2,) 사슬뜨기 1, 13단의 피코를 17단 정중앙에 위치한 이파
리의 사슬2코 안에  넣어 뒤로 뺀다음 짧은뜨기 1, 사슬뜨기 1, 이파리 뒤 사슬 3코 안에 (두길긴뜨기 2, 
한길긴뜨기 2), {사슬뜨기 1, 3코피코에 짧은뜨기 1} X 3, 사슬뜨기 2,, 6코피코에 짧은뜨기 1, 사슬뜨
기 2, {3코피코안에 짧은뜨기 1, 사슬뜨기 1} X 2, 3코피코안에 짧은뜨기 1, 사슬뜨기 2] X 4

19단 (B}
코너의 사슬 3코안에서 시작 
[코너의 사슬 3코안에 (짧은뜨기 2, 사슬뜨기 2, 짧은뜨기 2), 다음 일곱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사슬안
에 짧은뜨기 1, {18단 짧은뜨기 코에 짧은뜨기 1, 뒷면 17단 사슬안에 한길긴뜨기 1} X 3, 사슬 2코 건
너뛰고, {다음 짧은뜨기코에 짧은뜨기 1, 뒷면 17단 사슬안에 (한길긴뜨기 1, 사슬뜨기 2, 한길긴뜨기 
1) 방금전 짧은뜨기코에 짧은뜨기 1}, 사슬 2코 건너뛰고, {뒷면 15단 사슬안에 한길긴뜨기 1, 18단 짧
은뜨기 코에 짧은뜨기 1} X 3, 사슬 안에 짧은뜨기 1, 다음 네 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사슬코 건너뛰
고, 14단 피코에 짧은뜨기 한 18단의 짧은뜨기 코에 (짧은뜨기 1, 사슬뜨기 2, 짧은뜨기 1), 사슬코에 짧
은뜨기 1, 다음 네 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18단 짧은뜨기 코에 짧은뜨기 1, 뒷면 17단 사슬안에 한길
긴뜨기 1} X 3, 사슬 2코 건너뛰고, {다음 짧은뜨기코에 짧은뜨기 1, 뒷면 17단 사슬안에 (한길긴뜨기 
1, 사슬뜨기 2, 한길긴뜨기 1) 방금 전 짧은뜨기코에 짧은뜨기 1}, 사슬 2코 건너뛰고, {뒷면 17단 사슬
안에 한길긴뜨기 1, 17단 짧은뜨기 코에 짧은뜨기 1} X 3, 사슬코 안에 짧은뜨기 1, 다음 일곱코에 짧은
뜨기 각 1코씩] X 4

20단  (E)
코너의 사슬 2코 안에서 시작
[코너의 사슬 2코 안에 (한길긴뜨기 3, 사슬뜨기 2, 한길긴뜨기 3), 두코 건너뛰고, 다음 여섯 코에 뒤걸
어한긴긴뜨기 각 6코씩, 뒤걸어긴뜨기 1, 뒤걸어짧은뜨기 1, 사슬뜨기 2, 여덟 코 건너뛰고, 사슬 2코 안
에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사슬뜨기 2,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사슬뜨기 2, 여덟 코 건너뛰고, 
다음 일곱 코에 뒤걸어짧은뜨기 각 1코씩, 사슬 2코안에(짧은뜨기 1, 사슬뜨기 2, 짧은뜨기 1), 다음 일
곱 코에 뒤걸어짧은뜨기 각 1코씩, 사슬뜨기 1, 편물을 뒤집어서 마지막 짧은뜨기 한코에 짧은뜨기 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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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네 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다음 두 코에 각 빼뜨기, 한코 건너뛰고, 사슬2코안에 빼뜨기, 사슬뜨기 1, 
한코 건너뛰고, 다음 두 코에 각 빼뜨기, 다음 다섯코에 짧은뜨기 각 5코씩, 사슬뜨기 1, 편물을 다시 뒤
집는다. 마지막 짧은뜨기 코에 긴뜨기 1, 한길긴뜨기 1, 한길긴뜨기 2, 긴뜨기 1, 짧은뜨기 1, 빼뜨기 2
코 건너뛰고, 20단의 사슬 2코 안에 (한길긴뜨기 3, 사슬뜨기 3, 한길긴뜨기 3),  빼뜨기 2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1, 긴뜨기 1, 한길긴뜨기 2, 한길긴뜨기 1, 긴뜨기 1, 방금전 긴뜨기의 다리에 빼뜨기, 방금전 
빼뜨기 한 아래 짧은뜨기에 빼뜨기, 사슬뜨기 2, 여덟 코 건너뛰고,사슬 2코안데, 한길긴뜨기 2코 모아 
구슬뜨기, 사슬뜨기 2, 한길긴뜨기 2코 모아 구슬뜨기), 사슬뜨기 2, 여덟 코 건너뛰고, 뒤걸어짧은뜨기 
1, 뒤걸어긴뜨기 1, 다음 여섯 코에 뒤걸어한길긴뜨기 1, 두 코 건너뛴다] X 4

 21단 (D)
코너의 사슬 2코 안에서 시작
[코너의 사슬 2코 안에 (한길긴뜨기 1, 두길긴뜨기 1, 사슬뜨기 2, 두길긴뜨기 1, 한길긴뜨기 1), 다음 세 
코에 뒤걸어한길긴뜨기  각 1코씩, 다음 일곱 코에 뒤걸어긴뜨기 각 1코씩(6번째 뒤걸어긴뜨기에 마커 
표시), 뒤걸어짧은뜨기 1, 사슬 2코안에 짧은뜨기 3, 20단 구슬코에 앞걸어 짧은뜨기 1, 사슬 2코안에 (짧
은뜨기 1, 사슬뜨기 2, 짧은뜨기 1) 20단의 구슬코에 앞걸어짧은뜨기 1, 사슬 2코안에 짧은뜨기 3, 다음 
다섯 코에 뒤걸어짧은뜨기 각 1코씩, 한코 건너뛰고, 17단의 사슬 2코 안에 앞걸어두길긴뜨기 1, 다음 
세코에 뒤걸어짧은뜨기 각 1코씩, 사슬안에 (짧은뜨기 1, 한길긴뜨기 1, 사슬뜨기 2, 한길긴뜨기 1, 짧은
뜨기 1), 다음 세 코에 뒤걸어짧은뜨기 각 3코씩, 17단의 사슬 안에 앞걸어두길긴뜨기 1, 한코 건너뛰고, 
다음 다섯 코에 뒤걸어 짧은뜨기 각 1코씩, 사슬 2코안에 짧은뜨기 3, 20단의 구슬코에 앞걸어 짧은뜨기 
1, 사슬안에 (짧은뜨기 1, 사슬뜨기 2, 짧은뜨기 1) 20단의 구슬코에 앞걸어짧은뜨기 1, 사슬2코안에 짧
은뜨기 3, 뒤걸어짧은뜨기 1, 다음 일곱코에 뒤걸어긴뜨기 각 1코씩, 다음 세 코에 뒤걸어한길긴뜨기 각 
1코씩) X 4

22단 (A)
코너의 사슬 2코 안에서 시작
[코너의 사슬 2코 안에 ( 한길긴뜨기 2코 모아구슬뜨기, 사슬뜨기1, 한길긴뜨기 2코 모아구슬뜨기, 사슬
뜨기 2, 한길긴뜨기 2코 모아구슬뜨기, 사슬뜨기 1,한길긴뜨기 2코 모아구슬뜨기), 사슬뜨기 9, {20단의 
사슬 2코 안에 한길긴뜨기 2코 모아 구슬뜨기, 사슬뜨기 1, (21단의 사슬 2코 안에 한길긴뜨기 2코 모아
구슬뜨기, 사슬뜨기 2, 한길긴뜨길 2코 모아 구슬뜨기, 사슬뜨기 1), 20단의 사슬 2코 안에 한길긴뜨기 
2코 모아구슬뜨기}, 사슬뜨기 3, 21단의 두길긴뜨기 한 바로 다발에 (한길긴뜨기 2코 모아 구슬뜨기, 사
슬뜨기 1, 한길긴뜨기 2코 모아 구슬뜨기), 사슬뜨기 1, 사슬 2코 안에 (한길긴뜨기 2코 모아 구슬뜨기 , 
사슬뜨기 1, 한길긴뜨기 2코 모아 구슬뜨기, 사슬뜨기 2, 한길긴뜨기 2코 모아 구슬뜨기, 사슬뜨기 1, 한
길긴뜨기 2코 모아 구슬뜨기), 사슬뜨기 1, 21단의 두길긴뜨기 바로 뒤 다발에 (한길긴뜨기 2코모아 구
슬뜨기, 사슬뜨기 1, 한길긴뜨기 2코모아 구슬뜨기) 사슬뜨기 3, {20단의 사슬 2코 안에 한길긴뜨기 2코
모아 구슬뜨기, 사슬뜨기 1, (21단의 사슬 2코 안에 한길긴뜨기 2코모아 구슬뜨기, 사슬뜨기 2, 한길긴
뜨기 2코모아 구슬뜨기, 사슬뜨기 1), 20단의 사슬 2코 안에 한길긴뜨기 2코모아 구슬뜨기, 사슬뜨기 9] 
X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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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단 (C)
코너의 사슬 2코 안에서 시작
[코너의 사슬 2코 안에 (한길긴뜨기 2, 두길긴뜨기 1, 사슬뜨기 2, 두길긴뜨기 1, 한길긴뜨기 2), 구슬코
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안에 한길긴뜨기 1, 구슬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 9코에 긴뜨기 13, 
사슬뜨기 4, ❤{빼뜨기 (동영상 part 1. 1:43:00 참고)},  구슬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코에 긴뜨
기 1, 구슬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 2코 안에 (한길긴뜨기 3, 두길긴뜨기 1, 사슬뜨기 1, 두길긴뜨
기 1, 한길긴뜨기 3), 구슬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코에 한길긴뜨기 1, 구슬코에 앞걸어한길긴뜨
기 1, 사슬 3코안에 긴뜨기 6, 구슬코에 긴뜨기 1, {사슬 코에 긴뜨기 1, 구슬코에 긴뜨기 1} X 3, 사슬 2
코 안에 (긴뜨기 2, 사슬뜨기 1, 긴뜨기 2), {구슬코에 긴뜨기 1, 사슬 코에 긴뜨기 1} X 3, 구슬코에 긴
뜨기 1,사슬 3코안에 긴뜨기 6, 사슬뜨기 4, ❤{빼뜨기 (동영상 part 1. 1:43:00 참고)}, 구슬코에 앞걸
어한길긴뜨기 1, 사슬코에 한길긴뜨기 1, 구슬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 2코 안에 (한길긴뜨기 3, 
두길긴뜨기 1, 사슬뜨기 1, 두길긴뜨기 1, 한길긴뜨기 3), 구슬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코에 한길
긴뜨기 1, 구슬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 9코에 긴뜨기 13, 구슬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코
에 한길긴뜨기 1, 구슬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X 4

24단 (D)
코너의 사슬 2에서 시작
[코너의 사슬 2코 안에 (긴뜨기 2, 사슬뜨기 2, 긴뜨기 2), 다음 여섯 코에 뒤걸어짧은뜨기 각 6코씩, 다
음 6코에 뒤걸어한길긴뜨기 각 6코씩, 다음 네 코에 짧은뜨기 각 4코씩, 21단 마커표시 해둔 코와 다음 
코를 함께 짧은뜨기 1, 다음 두 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23단 사슬 4코에 짧은뜨기 1, 21단 사슬 2코에
(22단의 구슬뜨기 다리 뒤)짧은뜨기 1, 21단 사슬 2코(22단의 구슬뜨기 다리 앞)에 짧은뜨기, 23단 사
슬안에 뜬 여섯개의 긴뜨기 코 중 첫번째 긴뜨기코에  뒤걸어짧은뜨기 1, 뒤걸어긴뜨기 1, 다음 세 코에 
뒤걸어한길긴뜨기 각 3코씩, 뒤걸어긴뜨기 1, 다음 아홉 코에 뒤걸어짧은뜨기 각 1코씩, 사슬안에 (짧은
뜨기 1, 사슬뜨기 2, 짧은뜨기 1), 다음 아홉코에 뒤걸어짧은뜨기 각 1코씩, 뒤걸어긴뜨기1, 다음 세코에 
뒤걸어한길긴뜨기 각 1코씩, 뒤걸어긴뜨기 1, 뒤걸어짧은뜨기 1, 21단 사슬 2코 안(22단의 구슬뜨기 다
리 뒤) 짧은뜨기1, (22단의 구슬뜨기 다리 앞)짧은뜨기 1, 열세개의 긴뜨기 중 첫번째 긴뜨기에 짧은뜨
기 1, 짧은뜨기 1,21단의 긴뜨기 코(뒤에서 11번째 코)와 다음코를 함께 짧은뜨기 1, 다음 네 코에 짧은
뜨기 각 1코씩, 다음 여섯 코에 뒤걸어한길긴뜨기 각 1코씩, 다음 여섯코에 뒤걸어짧은뜨기 각 1코씩} X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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