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Butterfly Effect Part 3
  

  동면에서 서서히 깨어나면서 10명의 사람들은 동시에 그들이 자라기 시작한 시계
처럼 화려한 빛을 받고 있었다. 10개의 서로 다른 우주들이 각각 그들의 역사와 조
상들이 부른 노래들을 이어받아 빅뱅으로 시작한다.

 25단 (G)
코너의 사슬 2코에서 시작
[코너의 사슬 2코에 (한길긴뜨기 1, 두길긴뜨기 2, 사슬뜨기 3, 두길긴뜨기 2, 한길긴뜨기 1), 사
슬뜨기 12, 22단의 사슬 2코에 짧은뜨기 1, 다음 일곱 코의 코 머리 뒤 사슬을 주워  짧은뜨기 
각 1코씩, 23단의 네번째 구슬코중 끝에 있는 다리를 다발로 주워 한길긴뜨기 4, 20단의 두번째 
구슬코중 끝에 있는 다리를 다발로 주워 한길긴뜨기 4, 19단의 사슬 2코 안에 한길긴뜨기 2, 그
다음 바로 보이는 23단의 한길긴뜨기 코에 짧은뜨기, 짧은뜨기 1, {2코피코뜨기, 짧은뜨기 1, 짧
은뜨기 1,} X 5,  2코피코뜨기, 짧은뜨기 1, 한 바뀌째 돌아오는 25단의 첫 짧은뜨기코에 짧은뜨
기, 방금 한 짧은뜨기와 사슬 12코를 함께 주워 앞걸어짧은뜨기 1, 사슬뜨기 12, 24단 중간 사
슬2코 안에 짧은뜨기 1, 사슬뜨기 2, 짧은뜨기 1, 사슬뜨기 12, 23단 사슬 2코 안에 짧은뜨기 1, 
{짧은뜨기 1, 짧은뜨기 1, 2코피코뜨기}  X 3, 짧은뜨기 1, 22단의 네번째 구슬코중 끝네 있는 
다리를 다발로 주워 한길긴뜨기 1, 2코피코뜨기, 같은 곳에 한길긴뜨기 2, 2코피코뜨기, 같은 곳
에 한길 긴뜨기 1, 20단의 두번째 구슬코 중 끝에 있는 다리를 다발로 주워 한길긴뜨기 1, 2코피
코뜨기, 같은 곳에 한길긴뜨기 3, 19단의 사슬 2코 안에 긴뜨기 3, 다음 바로 보이는 23단의 한
길긴뜨기 코에 짧은뜨기 1, 다음 다섯 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다음 일곱 코의 코 머리 뒤 사슬
을 주워 짧은뜨기 각 1코씩, 한 바퀴째 돌아오는 25단의 첫 짧은뜨기코에 짧은뜨기 1, 방금 한 
짧은뜨기와 사슬 12코를 함께 주워 앞걸어짧은뜨기 1,사슬뜨기 12] X 4

26단 (G)
코너의 사슬 3코에서 시작
[코너의 사슬 3코에 (짧은뜨기 2, 긴뜨기 1, 한길긴뜨기 1, 사슬뜨기 2, 한길긴뜨기 1, 긴뜨기 1, 
짧은뜨기 2), 다음 세 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사슬 12코 안에 짧은뜨기 16, 25단 앞걸어짧은
뜨기코에 앞걸어짧은뜨기 1, 사슬 12코 안에 짧은뜨기 16, 짧은뜨기 건너뛰고, 사슬 2코 안에(한
길긴뜨기 3, 사슬뜨기 1, 한길긴뜨기 3), 짧은뜨기 건너뛰고, 사슬 12코 안에 짧은뜨기 1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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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앞걸어짧은뜨기코에 앞걸어짧은뜨기 1, 사슬 12코 안에 짧은뜨기 16, 다음 세 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X 4

27단 (F)
코너의 사슬 2코에서 시작
[코너의 사슬 2코에 (두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사슬뜨기 1,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사슬뜨기 
1, 두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두길긴뜨기 2, 한길긴뜨기 2, 짧은뜨기 1, 한길긴뜨기 1, 한길긴
뜨기 3, 25단의 가운데 두길긴뜨기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앞걸어한길긴뜨기 하기 전 한길긴
뜨기 세번 한 바로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3, 한길긴뜨기 1, 긴뜨기 1, 다음 열 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빼뜨기, 사슬뜨기 6, 두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두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X2, 26단 
앞걸어짧은뜨기코에 앞걸어두길긴뜨기 1, 한 코 건너뛰고, 한길긴뜨기 1, 한길긴뜨기 2코 모아
뜨기, 긴뜨기 1, 다음 일곱 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한코 건너뛰고, 한길긴뜨기 3, (한길긴뜨기 
2, 긴뜨기 1,), 한코건너뛰고, 앞걸어짧은뜨기 1, 다음 세코에 뒤걸어한길긴뜨기 3, 사슬안에 (한
길긴뜨기 1, 짧은뜨기 1, 한길긴뜨기 1), 다음 세코에 뒤걸어한길긴뜨기 각 1코씩, 앞걸어짧은뜨
기, 한코건너뛰고, (긴뜨기 1, 한길긴뜨기 2), 한길긴뜨기 3, 한코건너뛰고, 다음 일곱코에 짧은
뜨기 각 1코씩, 긴뜨기 1,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 한길긴뜨기 1, 26단 앞걸어짧은뜨기코에 
앞걸어두길긴뜨기 1, 한코건너뛰고, {두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 X 2, (두길긴뜨기 2코 구슬뜨
기, 사슬뜨기 6, 빼뜨기), 다음 열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긴뜨기 1, 한길긴뜨기 1, 한길긴뜨기 
3, 25단의 가운데 두길긴뜨기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한길긴뜨기 3, 긴뜨기 1, 짧은뜨기 1, 
한길긴뜨기 2, 두길긴뜨기 2] X 4

28단 (F)
코너의 구슬뜨기에서 시작
[구슬코에 앞걸어 한길긴뜨기 1, 사슬 코에 한길긴뜨기 2, 구슬코에 앞걸어짧은뜨기 1, 사슬 코
에 한길긴뜨기 2, 구슬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뒤걸어한길긴뜨기 1, 다음 두 코에 뒤걸어긴뜨
기 각 1코씩, 뒤걸어한길긴뜨기 1, 짧은뜨기코에 앞걸어짧은드기 1, 다음 네 코에 뒤걸어한길긴
뜨기 각 1코씩, 27단 앞걸어한길긴뜨기코에  앞걸어짧은뜨기 1, 다음 다섯 코에 뒤걸어한길긴뜨
기 각 1코씩, 두 코 건너뛰고, 다음 여섯코에 뒤걸어짧은뜨기 각 1코씩, 세 코 건너뛰고, 27단 빼
뜨기 한 26단의 코에 한길긴뜨기 2, 27단 사슬6코 다음에 있는 두길긴뜨기구슬코에 (한길긴뜨
기 3, 2코피코뜨기, 긴뜨기 1), (짧은뜨기 1, 긴뜨기 1, 한길긴뜨기 2), 한길긴뜨기 3, 27단 앞걸
어두길긴뜨기에 앞걸어짧은뜨기 1, 다음 두코에 한길긴뜨기 각 2코씩, 짧은뜨기 1, 사슬뜨기 3, 
일곱 코 건너뛰고, 다음 여섯 코에 뒤걸어짧은뜨기 각 1코씩, 앞걸어짧은뜨기 1,  다음 세 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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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걸어한길긴뜨기 각 1코씩, 앞걸어한길긴뜨기 1, (한길긴뜨기 2, 사슬뜨기 1, 한길긴뜨기  2), 
앞걸어한길긴뜨기 1, 다음 세 코에 뒤걸어한길긴뜨기 각 1코씩, 앞걸어짧은뜨기 1, 다음 여섯 코
에 뒤걸어짧은뜨기 각 1코씩, 사슬뜨기 3, 일곱 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1, 다음 두 코에 한길긴뜨
기 각 2코씩, 27단 앞걸어두길긴뜨기에  앞걸어짧은뜨기 1, 한길긴뜨기 3, (한길긴뜨기 2, 긴뜨
기 1, 짧은뜨기 1), (긴뜨기 1, 한길긴뜨기 1, 2코피코뜨기, 한길긴뜨기 2), 여섯 코 건너뛰고, 27
단에서 빼뜨기 한 26단의 코에 한길긴뜨기 2, 세 코 건너뛰고, 다음 여섯 코에 뒤걸어짧은뜨기 
각 1코씩, 두 코 건너뛰고, 다음 다섯 코에 뒤걸어한길긴뜨기 각 1코씩, 앞걸어한길긴뜨기에 앞
걸어짧은뜨기 1, 다음 네 코에 뒤걸어한길긴뜨기 각 1코씩, 짧은뜨기에 앞걸어짧은뜨기 1, 뒤걸
어한길긴뜨기 1, 다음 두 코에 뒤걸어긴뜨기 각 1코씩, 뒤걸어한길긴뜨기 1] X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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