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utterfly Effect Part 5
이별의 외로움은 실로 강력한 힘을 만들어 주었고, 그들은 모두 신의 속도로 서로를
찾기를 간절히 바랐다. 비록 그들 모두는 홀로 남겨진 땅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지
만, 그들은 이곳이 단지 휴식처일 뿐 결코 그들의 집이 아닐 것을 알았다.

34단 (D)
코너의 사슬 2코 안에서 시작
[코너의 사슬 2코 안에 (한길긴뜨기 1, 사슬뜨기 2, 한길긴뜨기 1), 사슬뜨기 50, 중
간의 사슬 2코 안에 짧은뜨기 1, 사슬뜨기 50] X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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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단 (D)
코너의 사슬 코뒤 사슬 50코 안에서 시작
[코너의 사슬 코 뒤 사슬 50코와 코너의 사슬 2코와 앞 사슬 50코를 한길긴뜨기 3
코 모아뜨기, 사슬 50코 안에 짧은뜨기 60, 짧은뜨기에 앞걸어짧은뜨기 1, 사슬50코
안에 짧은뜨기 60] X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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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단 (B)
코너의 한길긴뜨기 3코 모아뜨기코에서 시작
[코너의 한길긴긴뜨기 3코 모아뜨기코에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 사슬뜨기 1,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사슬뜨기 2,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사슬뜨기 1, 한길긴
뜨기 2코 구슬뜨기), 다음 60개의 짧은뜨기 코에 뒤걸어긴뜨기 각 1코씩, 앞걸어짧은
뜨기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다음 60개의 짧은뜨기 코에 뒤걸어긴뜨기 각 1코씩] X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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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단 (A)
코너의 사슬 2코 안에서 시작
[코너의 사슬 2코안에 (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 사슬뜨기 1, 한길긴뜨기 2코 구
슬뜨기, 사슬뜨기 2,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사슬뜨기 1,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
기), 구슬뜨기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사슬 1코 안에 한길긴뜨기 1, 구슬뜨기 코에 앞
걸어한길긴뜨기 1, 다음 60개의 코에 한길긴뜨기 각 1코씩, 앞걸어한길긴뜨기에 앞걸
어한길긴뜨기 1, 다음 60개의 코에 한길긴뜨기 각 1코씩, 구슬뜨기코에 앞걸어한길긴
뜨기 1, 사슬 1코 안에 한길긴뜨기 1, 구슬뜨기 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X 4
38단 (C)
코너의 사슬 2코 안에서 시작
[코너의 사슬 2코 안에 (한길긴뜨기 2, 두길긴뜨기 1, 사슬뜨기 2, 두길긴뜨기 1, 한
길긴뜨기 2) 구슬뜨기 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 1코 안에 한길긴뜨기 1, 구슬뜨
기 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다음 58개의 코에 뒤걸어짧은뜨기 각 1코씩, 다음 두 코
1

에 뒤걸어긴뜨기 각 1코씩, 뒤걸어한길긴뜨기 1, 뒤걸어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 한
코 건너뛰고, 33단의 중간부분 체인 안으로 34단의 짧은뜨기 다리를 앞으로 걸고 나
오면서 한길긴뜨기 1, 2코피코뜨기, 같은 곳에 같은 방법으로 한길긴뜨기 1, 뒤걸어한
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 뒤걸어한길긴뜨기 1, 다음 두 코에 뒤걸어긴뜨기 각 1코씩, 다
음 58개의 코에 뒤걸어짧은뜨기 각 1코씩, 구슬뜨기 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
1코 안에 한길긴뜨기 1, 구슬뜨기 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X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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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단 (E)
코너의 사슬 2코 안에서 시작
[코너의 사슬 2코 안에 (긴뜨기 1, 한길긴뜨기 1, 사슬뜨기 2, 한길긴뜨기 1, 긴뜨기
1), 다음 여섯 코에 뒤걸어한길긴뜨기 각 1코씩, 한길긴뜨기 1, 사슬뜨기 1, 한코 건너
뛰고, {다음 두 코에 한길긴뜨기 각 1코씩, 사슬뜨기 1, 한코 건너뛰고}X 18, 한길긴뜨
기 1, 다음 네코에 뒤걸어긴뜨기 각 1코씩, 모아뜨기 코에 뒤걸어긴뜨기 1, 사슬뜨기 3,
중간 피코주변 코를 건너뛰고, 다음 모아뜨기 코에 뒤걸어긴뜨기 1, 다음 네코에 뒤걸
어긴뜨기 각 1코씩, 한길긴뜨기 1, 사슬뜨기 1, 한코 건너뛰고, {다음 두 코에 한길긴
뜨기 각 1코씩, 사슬뜨기 1, 한코 건너뛰고} X 18, 한길긴뜨기 1, 다음 여섯 코에 뒤걸
어 한길긴뜨기 각 1코씩] X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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