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utterfly Effect Part 6
그들은 아래 깊은 곳과 하늘 높은 곳을 여행했지만 결코 울지 않았다.
바람은 그들의 수송선이 되어 그들이 가는 길을 도울 것이고, 어떤 것
은 가장 어두운 밤으로 날아갔고, 어떤 것은 낮에만 날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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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의 사슬코에서 시작
[코너의 사슬코 안에(한길긴뜨기 1, 두길긴뜨기 2, 사슬뜨기 3, 두길긴뜨기 2, 한길
긴뜨기 1), 다음 두 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각 1코씩, 다음 세 코에 한길긴뜨기 각 1
코씩, 다음 세 코에 긴뜨기 각 1코씩, 짧은뜨기 1, 사슬뜨기 3, 38단 마커에 짧은뜨
기 1, 사슬뜨기 4, 36단 마커에 앞걸어짧은뜨기 1, 사슬뜨기 6, 33단 코너의 마커
에 짧은뜨기 1, 사슬뜨기 6, 36단 마커에 앞걸어짧은뜨기 1, 사슬뜨기 4, 38단 마
커에 짧은뜨기 1, 사슬뜨기 3.
39단 한길긴뜨기 사이 마커에 짧은뜨기 1, 38단 마커에 (한길긴뜨기 2코모아 구
슬뜨기, 사슬뜨기 1, 한길긴뜨기 2코모아 구슬뜨기, 사슬뜨기 1, 한길긴뜨기 2코모
아 구슬뜨기), 39단 마커에 짧은뜨기 1, 사슬뜨기 3, 38단 마커에 앞걸어짧은뜨기
1, 사슬뜨기 4, 36단 마커에 앞걸어짧은뜨기 1, 사슬뜨기 16, 코쿤 마커에 짧은뜨
기 1, 사슬뜨기 16, 36단 마커에 앞걸어짧은뜨기 1, 사슬뜨기 4, 38단 마커에 짧은
뜨기 1, 사슬뜨기 3.
39단 한길긴뜨기 사이에 짧은뜨기 1, 38단 마커에 (한길긴뜨기 2코모아 구슬뜨
기, 사슬뜨기 1, 한길긴뜨기 2코모아 구슬뜨기, 사슬뜨기 1, 한길긴뜨기 2코모아 구
슬뜨기), 39단 마커에 짧은뜨기 1, 사슬뜨기 3, 38단 마커에 짧은뜨기 1, 사슬뜨기
4, 36단마커에 앞걸어짧은뜨기 1, 사슬뜨기 11, 33단 마커에 앞걸어짧은뜨기 1,
사슬뜨기 14, 39단 마커에 짧은뜨기 1, 사슬 3코안에 (한길긴뜨기 2코모아 구슬뜨
기 , 사슬뜨기 1, 한길긴뜨기 2코 모아 구슬뜨기, 사슬뜨기 2, 한길긴뜨기 2코모아
구슬뜨기, 사슬뜨기 1, 한길긴뜨기 2코모아 구슬뜨기), 39단 마커에 짧은뜨기 1,
사슬뜨기 14, 33단 마커에 앞걸어짧은뜨기 1, 사슬뜨기 11, 36단 마커에 앞걸어
짧은뜨기 1, 사슬뜨기 4, 38단 마커에 짧은뜨기 1, 사슬뜨기 3, 39단마커에 짧은뜨
기 1, 38단 마커에 (한길긴뜨기 2코모아 구슬뜨기 1, 사슬뜨기 1, 한길긴뜨기 2코
모아 구슬뜨기 1, 사슬뜨기 1, 한길긴뜨기 2코모아 구슬뜨기), 39단 마커에 짧은뜨
기 1, 사슬뜨기 3, 38단 마커에 짧은뜨기 1, 사슬뜨기 4, 36단 마커에 앞걸어짧은
뜨기 1, 사슬뜨기 16, 코쿤 마커에 짧은뜨기 1, 사슬뜨기 16, 36단 마커에 앞걸어
짧은뜨기 1, 사슬뜨기 4, 38단 마커에 짧은뜨기 1, 사슬뜨기 3, 39단 마커에 짧은
뜨기 1, 38단 마커에 (한길긴뜨기 2코모아 구슬뜨기, 사슬뜨기 1, 한길긴뜨기 2코

모아 구슬뜨기, 사슬뜨기 1, 한길긴뜨기 2코모아 구슬뜨기), 39단 마커에 짧은뜨기
1, 사슬뜨기 3, 38단 마커에 짧은뜨기 1, 사슬뜨기 4, 36단 마커에 앞걸어짧은뜨기
1, 사슬뜨기 6, 33단 코너 마커에 짧은뜨기 1, 사슬뜨기 6, 36단 마커에 앞걸어짧
은뜨기 1, 사슬뜨기 4, 38단 마커에 짧은뜨기 1, 사슬뜨기 3, 39단 뒤걸어한길긴뜨
기 전 코에 짧은뜨기 1, 다음 세 코에 긴뜨기 각 1코씩, 다음 세 코에 한길긴뜨기 각
1코씩, 다음 두 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각 1코씩] X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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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단 (F)
33단 코너안 40단의 짧은뜨기에서 시작
[33단 코너안 40단의 짧은뜨기에 짧은뜨기 1, 사슬 6코안에 (짧은뜨기 7, 한길긴뜨
기 1), 앞걸어짧은뜨기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 4코 안에(긴뜨기 1, 짧은뜨기
4, 2코피코뜨기), 짧은뜨기에 앞걸어짧은뜨기 1, 사슬 3코 안에 짧은뜨기 3, 짧은뜨
기 건너뛰고, 구슬뜨기코에 앞걸어긴뜨기 1, 사슬 1코 안에 (한길긴뜨기 2, 두길긴
뜨기 1), 구슬뜨기코에 앞걸어두길긴뜨기 1, 사슬 1코 안에 (두길긴뜨기 1, 한길긴
뜨기 2), 구슬뜨기코에 앞걸어긴뜨기 1, 짧은뜨기 건너뛰고, 사슬3코 안에 짧은뜨
기 3, 짧은뜨기코에 앞걸어짧은뜨기 1, 사슬4코안에 (짧은뜨기 4, 긴뜨기 1), 앞걸
어짧은뜨기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 16코 안에 (한길긴뜨기 1, 2코피코뜨기,
긴뜨기 1, 짧은뜨기 3, 긴뜨기 1, 한길긴뜨기 1, 2코피코뜨기 - 방금 한길긴뜨기에
이어 사슬2개 뜨고 35단 마커에 빼뜨기한 후 방금한 한길긴뜨기 사슬머리에 빼뜨
기, 한길긴뜨기 1, 긴뜨기 1, 짧은뜨기 8, 32단의 마커한 곳에 사슬과 함께 긴뜨기
1, 한길긴뜨기 1, 2코피코뜨기, 한길긴뜨기 2, 긴뜨기 1, 짧은뜨기 6), 코쿤에 다발
로 짧은뜨기 한 코에 앞걸어 짧은뜨기 1, 다음 사슬코 안에 (짧은뜨기 3, 한길긴뜨
기 2, 2코피코뜨기, 한길긴뜨기 1, 긴뜨기 1, 31단과 32단 마커한곳에 짧은뜨기 1,
짧은뜨기 7,긴뜨기 1, 한길긴뜨기 2, 2코피코뜨기 - 방금 한 한길긴뜨기에 이어 사
슬2개 뜨고 35단 마커에 빼뜨기한 후 방금한 한길긴뜨기 사슬머리에 빼뜨기, 한길
긴뜨기 1, 긴뜨기 1, 한길긴뜨기 2, 두길긴뜨기 1, 2코피코뜨기 - 방금 한 두길긴뜨
기코에 이어 사슬2개 뜨고 39단 마커에 빼뜨기 한 후 방금한 두길긴뜨기 사슬머리
에 빼뜨기, 두길긴뜨기 1, 한길긴뜨기 1, 긴뜨기 1), 앞걸어짧은뜨기코에 앞걸어짧
은뜨기 1, 사슬 4코 안에 (짧은뜨기 5, 2코피코뜨기), 짧은뜨기 코에 앞걸어짧은뜨
기1, 사슬 3코안에 짧은뜨기 3, 짧은뜨기 건너뛰고, 구슬뜨기 코에 앞걸어긴뜨기 1,
사슬1코안에 (한길긴뜨기 2, 두길긴뜨기 1), 구슬뜨기코에 앞걸어두길긴뜨기 1, 사
슬1코 안에 (두길긴뜨기 1, 한길긴뜨기 2), 구슬뜨기 코에 앞걸어긴뜨기 1, 짧은뜨
기 건너뛰고, 사슬 3코안에 짧은뜨기 3, 짧은뜨기코에 앞걸어짧은뜨기 1,사슬 4코
안에 (한길긴뜨기 1, 2코피코뜨기, 한길긴뜨기 2, 긴뜨기 1, 짧은뜨기 1), 앞걸어짧
은뜨기 코에 앞걸어짧은뜨기 1, 사슬 11코 안에 (긴뜨기 8, 짧은뜨기 6), 앞걸어짧
은뜨기 코에 앞걸어짧은뜨기 1, 다음 사슬 14코 안에 (짧은뜨기 6, 긴뜨기 2, 바로
전 사슬 11코 안에서 3번째 긴뜨기와 사슬을 함께 긴뜨기 1,긴뜨기 1, 35단 마커와
사슬을 함께 짧은뜨기 1, 긴뜨기 3, 39단 마커표시한 곳과 사슬을 함께 긴뜨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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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뜨기 2), 짧은뜨기 건너뛰고, 구슬뜨기코에 앞걸어긴뜨기 1, 사슬1코안에 한길긴
뜨기 2, 구슬뜨기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1, 사슬2코안에 (한길긴뜨기 2, 두길긴뜨
기1, 사슬뜨기 1, 두길긴뜨기 1, 한길긴뜨기 2), 구슬뜨기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 1코안에 한길긴뜨기2, 구슬뜨기코에 앞걸어긴뜨기 1, 짧은뜨기 건너뛰고, 사
슬 14코 안에 (긴뜨기 2, 39단 마커표시한곳과 사슬을 함께 긴뜨기 1, 긴뜨기 3, 35
단 마커한곳과 사슬을 함께 짧은뜨기 1, 긴뜨기 4, 짧은뜨기 6), 앞걸어짧은뜨기 코
에 앞걸어짧은뜨기 1, 사슬 11코안에 (짧은뜨기 6, 긴뜨기 5, 방금 한 사슬 14코 안
에서 7번째 긴뜨기다리에 걸어 빼뜨기, 긴뜨기 3), 앞걸어짧은뜨기에 앞걸어짧은
뜨기 1, 사슬 4코안에(짧은뜨기 1, 긴뜨기 1, 한길긴뜨기 2, 2코피코뜨기, 한길긴뜨
기 1), 짧은뜨기코에 앞걸어짧은뜨기 1, 사슬3코안에 짧은뜨기 3, 짧은뜨기 건너뛰
고, 구슬뜨기코에 앞걸어긴뜨기 1, 사슬 1코 안에 (한길긴뜨기 2, 두길긴뜨기 1),
구슬뜨기코에 앞걸어두길긴뜨기 1, 사슬1코안에 (두길긴뜨기 1, 한길긴뜨기 2), 구
슬뜨기 코에 앞걸어긴뜨기 1, 짧은뜨기 건너뛰고, 사슬3코 안에 짧은뜨기 3, 짧은뜨
기코에 앞걸어짧은뜨기 1, 2코피코뜨기, 사슬 4코 안에 짧은뜨기 5, 앞걸어짧은뜨
기에 앞걸어짧은뜨기 1, 사슬 16코 안에 (긴뜨기 1, 한길긴뜨기 1, 두길긴뜨기 1, 2
코피코뜨기 - 두길긴뜨기한 후 사슬2개 뜨고 39단 마커한곳에 빼뜨기 한 후 방금한
두길긴뜨기 사슬머리에 빼뜨기, 두길긴뜨기 1, 한길긴뜨기 2, 긴뜨기 1, 한길긴뜨기
1, 2코피코뜨기 - 한길긴뜨기한 후 사슬2개 뜨고 35단의 마커 한 곳에 빼뜨기한 후
방금한 한길긴뜨기 사슬머리에 빼뜨기, 한길긴뜨기 2, 긴뜨기 1, 짧은뜨기 7, 31단
과 32단 마커한곳에 짧은뜨기 1, 긴뜨기 1, 한길긴뜨기 1, 2코피코뜨기, 한길긴뜨
기 2, 짧은뜨기 3, 코쿤 다발로 주은 짧은뜨기 코에 앞걸어짧은뜨기 1, 사슬 16코
안에 (짧은뜨기 6, 긴뜨기 1, 한길긴뜨기 2, 2코피코뜨기, 한길긴뜨기 1, 32단 마커
한 곳과 사슬을 함께 긴뜨기 1, 짧은뜨기 8, 긴뜨기 1, 한길긴뜨기 1, 2코피코뜨기 한길긴뜨기한 후 사슬2개 뜨고 35단의 마커한곳에 빼뜨기한 후 방금한 한길긴뜨기
사슬머리에 빼뜨기, 한길긴뜨기 1, 긴뜨기 1, 짧은뜨기 3, 긴뜨기 1, 2코피코뜨기,
한길긴뜨기 2, 앞걸어짧은뜨기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 4코 안에 (긴뜨기 1, 짧
은뜨기 4), 짧은뜨기코에 앞걸어짧은뜨기 1, 사슬3코안에 짧은뜨기 3, 짧은뜨기 건
너뛰고, 구슬뜨기코에 앞걸어긴뜨기 1, 사슬 1코 안에, (한길긴뜨기 2, 두길긴뜨기
1), 구슬뜨기코에 앞걸어두길긴뜨기 1, 사슬1코안에 (두길긴뜨기 1, 한길긴뜨기
2), 구슬뜨기 코에 앞걸어긴뜨기 1, 짧은뜨기 건너뛰고, 사슬 3코 안에 짧은뜨기 3,
짧은뜨기코에 앞걸어짧은뜨기 1, 사슬 4코 안에 (2코피코뜨기, 짧은뜨기 4, 긴뜨기
1), 앞걸어짧은뜨기 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 6코 안에(한길긴뜨기 1, 짧은
뜨기 7, 짧은뜨기 코에 짧은뜨기 1] X4
42단 (B)
40단 코너의 사슬 2코에서 시작
[40단 코너 사슬 2코 안에 (긴뜨기 2, 한길긴뜨기 1, 사슬뜨기 2, 한길긴뜨기 1, 긴
뜨기 2), 다음 열 두코에 긴뜨기 각 1코씩, 이어지는 39단의 열세코에 한길긴뜨기

각 1코씩, 사슬뜨기 5, 다섯 코 건너뛰고, 다음 스물여덟코에 한길긴뜨기 각 1코씩,
사슬뜨기 5, 다섯 코 건너뛰고, 다음 여섯 코에 한길긴뜨기 각 1코씩, 사슬뜨기 12,
여덟코 건너뛰고, 다음 스물 여덟 코에 한길긴뜨기 각 1코씩, 사슬뜨기 5, 다섯 코
건너뛰고, 다음 열세 코에 한길긴뜨기 각 1코씩, 다음 이어지는 40단의 열 두코에
긴뜨기 각 1코씩] X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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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단 (A)
코너의 사슬 2코에서 시작
[코너의 사슬 2코안에 (긴뜨기 2, 사슬뜨기 1, 긴뜨기 2), {한길긴뜨기 1, 같은코에
뒤걸어한길긴뜨기 1} X 3, 다음 아홉 코에 한길긴뜨기 각 1코씩, 다음 세 코에 긴뜨
기 각 1코씩, 다음 열세코에 한길긴뜨기 각 1코씩, 사슬뜨기 5, 다섯 코 건너뛰고,
다음 스물여덟코에 한길긴뜨기 각 1코씩, 사슬뜨기 5, 다섯 코 건너뛰고, 다음 여섯
코에 한길긴뜨기 각 1코씩, 사슬뜨기 5, 41단의 사슬 1코와, 42단의 사슬 12코를
함께 짧은뜨기 1, 사슬뜨기 1, 같은자리에 짧은뜨기 1, 사슬뜨기 5, 다음 여섯 코에
한길긴뜨기 각 1코씩, 사슬뜨기 5, 다섯 코 건너뛰고, 다음 스물여덟코에 한길긴뜨
기 각 1코씩, 사슬뜨기 5, 다섯 코 건너뛰고, 다음 열 세코에 한길긴뜨기 각 1코씩,
다음 세 코에 긴뜨기 각 1코씩, 다음 아홉 코에 한길긴뜨기 각 1코씩, {한길긴뜨기
1, 같은코에 뒤걸어한길긴뜨기 1} X 3] X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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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단 (C)
코너의 사슬 1코에서 시작
[코너의 사슬 1코 안에 (한길긴뜨기 2, 두길긴뜨기 3, 한길긴뜨기 2), 다음 두개의
코를 함께 앞걸어한길긴뜨기 1, 다음 여섯 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각 1코씩, 한길긴
뜨기 2코 모아뜨기 6, 40단의 사슬안에 (두길긴뜨기 1, 한길긴뜨기 2), 앞걸어짧은
뜨기에 뒤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 4코 안에 한길긴뜨기 5, 앞걸어짧은드기에 뒤걸
어한길긴뜨기 1, 사슬 안에 한길긴뜨기 6, 같은 사슬과 다음 사슬을 두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 1로 연결, 사슬안에 한길긴뜨기 6, 앞걸어짧은뜨기코에 뒤걸어한길긴뜨
기 1, 다음 사슬안에 한길긴뜨기 5, 앞걸어짧은뜨기코에 뒤걸어한길긴뜨기 1, 다음
사슬코에 (한길긴뜨기 2, 두길긴뜨기 1), 이어지는 43단의 긴뜨기 코에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 6,다음 여섯 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각 1코씩, 다음 두 코를 한번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실을 잘라 마무리 ] X 4.
45단 (G)
44단의 코쿤을 기준으로 오른쪽 사이드 첫번째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에서 시작
[{(긴뜨기 1, 한길긴뜨기 1, 2코피코뜨기), (한길긴뜨기 1, 긴뜨기 1),(짧은드기 1,
긴뜨기 1)} X 4, 긴드기 1, 다음 두코를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 1, 다음 세 코를
두길긴뜨기 3코 모아뜨기 1, 다음 두 코를 한길긴드기 2코 모아뜨기 1, {(긴뜨기 1,
한길긴뜨기 1, 2코피코뜨기), 한길긴뜨기 1, 긴뜨기 1), 짧은뜨기 1, 긴뜨기 1)}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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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긴뜨기 1, 한길긴뜨기 1, 2코피코뜨기), 한길긴뜨기 1, 긴뜨기 1), 다음 열 코에
긴뜨기 각 1코씩, 다음 네 코에 한길긴뜨기 각 1코씩, 다음 네 코를 한길긴뜨기 4코
모아뜨기 1, 다음 네 코에 한길긴뜨기 각 1코씩, 다음 열 코에 긴뜨기 각 1코씩, 45
단 시작한 긴뜨기 코에 빼뜨기, 43단 마커에 짧은뜨기 1, 사슬뜨기 10, 40단 코너
의 마커에 뒤걸어짧은뜨기 1, 사슬뜨기 10, 43단의 마커에 짧은뜨기 1, 다음 열 두
코에 뒤걸어긴뜨기 각 1코씩, 사슬뜨기 2, 두단의 사슬을 함께 긴뜨기 1, 사슬뜨기
2, 다음 스물여덟코에 뒤걸어긴뜨기 각 1코씩, 사슬뜨기 2, 두단의 사슬을 함께 긴
뜨기 1, 사슬뜨기 2, 다음 여섯 코에 뒤걸어긴뜨기 각 1코씩, 사슬뜨기 2, 두단의 사
슬을 함께 긴뜨기 1, 사슬뜨기 2, 43단 사슬 1코 안에 (긴뜨기 1, 사슬뜨기 1, 긴뜨
기 1), 사슬뜨기 2, 두개 사슬을 함께 긴뜨기 1, 사슬뜨기 2, 다음 여섯 코에 뒤걸어
긴뜨기 1, 사슬뜨기 2, 두단의 사슬을 함께 긴뜨기 1, 사슬뜨기 2, 다음 스물 여덟
코에 뒤걸어긴뜨기 1, 사슬뜨기 2, 두단의 사슬을 함께 긴뜨기 1, 사슬뜨기 2, 다음
열 두 코에 뒤걸어긴뜨기 각 1코씩, 한코 건너뛰고] X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