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utterfly Effect Part 10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이제 하나로 합쳐진 것으로, 그들의 여행은 땅을 가로지르고, 그들의 모
든 수색은 끝났다. 그들이 배운 모든 것과 그들이 본 모든 것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세상을 평
온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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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단 (A)
코너의 사슬에서 시작
[코너의 사슬안에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1, 사슬뜨기 1,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1, 사슬
뜨기 2,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1, 사슬뜨기 1,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1), {사슬뜨기 8, 11
코 건너뛰고,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1, 사슬뜨기 1,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1} X 3,
사슬뜨기 8, 11코 건너뛰고,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1, 사슬뜨기 1,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
기 1, 사슬뜨기 1,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1),
{사슬뜨기 8, 11코 건너뛰고,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1, 사슬뜨기 1,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
기 1)} X 3, 사슬뜨기 8, 11코 건너뛰고,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1, 사슬뜨기 1, 두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1, 사슬뜨기 2), (두길긴뜨
기 2코 구슬뜨기 1, 사슬뜨기 1,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1), {사슬뜨기 8, 11코 건너뛰고, (한
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1, 사슬뜨기 1,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1)} X 3, 사슬뜨기 8, 11코 건
너뛰고,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1, 사슬뜨기 1,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1, 사슬뜨기 1, 한
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1), {사슬뜨기 8, 11코 건너뛰고,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사슬뜨기
1,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1)} X 3, 사슬뜨기 8, 11코 건너뛰고] X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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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단 (B)
코너의 사슬에서 시작
[코너의 사슬에 (한길긴뜨기 2, 사슬뜨기 2, 한길긴뜨기 2), 구슬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사
슬안에 한길긴뜨기 1, 구슬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 8코 안에 (한길긴뜨기 4, 긴뜨기
4, 짧은뜨기), {구슬코에 앞걸어짧은뜨기 1, 사슬 1코 안에 (짧은뜨기 1, 2코피코뜨기, 짧은뜨
기 1), 구슬뜨기코에 앞걸어짧은뜨기 1, 사슬 8코안에 짧은뜨기 9} X 3,
구슬코에 앞걸어긴뜨기 1, 사슬1코 안에 (한길긴뜨기 1, 2코피코뜨기, 한길긴뜨기 1), 구슬뜨기
코에 앞걸어짧은뜨기 1, 사슬1코안에 (한길긴뜨기 1, 2코피코뜨기, 한길긴뜨기 1), 구슬코에
앞걸어긴뜨기 1,
{사슬 8코안에 짧은뜨기 9, 구슬코에 앞걸어짧은뜨기 1, 사슬 1코 안에 (짧은뜨기 1, 2코피코
뜨기, 짧은뜨기 1), 구슬코에 앞걸어짧은뜨기 1} X 3,
사슬 8코안에 (짧은뜨기 1, 긴뜨기 4, 한길긴뜨기 4), 구슬코에 앞걸어짧은뜨기 1, 사슬안에
한길긴뜨기 2, 구슬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1코안에 (한길긴뜨기 2, 사슬뜨기 1, 한길긴
뜨기 2), 구슬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안에 한길긴뜨기 2, 구슬코에 앞걸어짧은뜨기 1,
1

사슬 8코안에 (한길긴뜨기 4, 긴뜨기 4, 짧은뜨기 1), {구슬코에 앞걸어짧은뜨기 1, 사슬 1코
안에 (짧은뜨기 1, 2코피코뜨기1, 짧은뜨기1), 구슬코에 앞걸어짧은뜨기 1, 사슬 8코안에 짧
은뜨기 9} X 3,
구슬코에 앞걸어긴뜨기 1, 사슬 1코안에 (한길긴뜨기 1, 2코피코뜨기, 한길긴뜨기 1), 구슬코에
앞걸어짧은뜨기 1, 사슬 1코안에 (한길긴뜨기 1, 2코피코뜨기, 한길긴뜨기 1), 구슬코에 앞걸어
긴뜨기 1,
{사슬 8코안에 짧은뜨기 9, 구슬코에 앞걸어짧은뜨기 1, 사슬 1코 안에 (짧은뜨기 1, 2코피코
뜨기, 짧은뜨기 1), 구슬코에 앞걸어짧은뜨기 1}X 3, 사슬 안에 (짧은뜨기 1, 긴뜨기 4, 한길긴
뜨기 4), 구슬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안에 한길긴뜨기 1, 구슬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X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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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단 (G)
코너의 사슬에서 시작
[코너의 사슬에서 (한길긴뜨기 2, 사슬뜨기 2, 한길긴뜨기 2), 다음 두 코에 뒤걸어짧은뜨기
각 1코씩, 뒤걸어긴뜨기 1, 다음 일곱코에 뒤걸어한길긴뜨기 각 1코씩, 다음 다섯코에 짧은뜨
기 각 1코씩, {사슬뜨기 2, (짧은뜨기, 2코피코, 짧은뜨기)-건너뛰고, 다음 열한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X 3,
사슬뜨기 2, (한길긴뜨기, 2코피코, 한길긴뜨기)-건너뛰고, 앞걸어짧은뜨기에 뒤걸어짧은뜨기
1, 사슬뜨기 2, (한길긴뜨기, 2코피코뜨기, 한길긴뜨기) - 건너뛰고, {다음 열한코에 짧은뜨기,
사슬뜨기 2, (짧은뜨기, 2코피코, 짧은뜨기) - 건너뛰고} X 3,
다음 세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다음 두코에 뒤걸어긴뜨기 각 1코씩, 다음 네코에 뒤걸어한길
긴뜨기 각 1코씩, 뒤걸어긴뜨기 1, 사슬뜨기 3, 여섯 코 건너뛰고, 71단의 사슬안에 짧은뜨기 1,
사슬뜨기 3, 사슬 건너뛰고, 다음 여섯 코 건너뛰고,
뒤걸어긴뜨기 1, 다음 네코에 뒤걸어한길긴뜨기 각 1코씩, 다음 두 코에 뒤걸어긴뜨기 각 2코
씩, 다음 세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사슬뜨기 2, (한길긴뜨기 , 2코피코, 한길긴뜨기) - 건너
뛰고, 다음 열한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X 3,
사슬뜨기 2, (한길긴뜨기, 2코피코, 한길긴뜨기) - 건너뛰고, 앞걸어짧은뜨기에 뒤걸어짧은뜨
기 1, 사슬뜨기 2, (한길긴뜨기, 2코피코, 한길긴뜨기) - 건너뛰고, {다음 열한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사슬뜨기 2, (짧은뜨기, 2코피코, 짧은뜨기} X 3,
다음 다섯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다음 7코에 뒤걸어한길긴뜨기 각 1코씩, 뒤걸어긴뜨기 1, 다
음 두코에 뒤걸어짧은뜨기 각 1코씩] X 4
74단 (F)
코너의 사슬에서 시작
[코너의 사슬안에 (한길긴뜨기 3, 두길긴뜨기 1, 2코피코뜨기, 두길긴뜨기 1, 한길긴뜨기 3),
다음 두 코에 긴뜨기 각 1코씩, 다음 세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다음 두코에 긴뜨기 각 1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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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코에 한길긴뜨기 각 1코씩, 긴뜨기 1, 다음 세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뒤걸어짧은뜨기
1, 한코 건너뛰고,
{(한길긴뜨기 3, 2코피코뜨기, 한길긴뜨기 3), 한코건너뛰고, 다음 아홉코에 뒤걸어짧은뜨기
각 1코씩, 한코건너뛰고} X 3,
(한길긴뜨기 3, 2코피코뜨기, 한길긴뜨기 2, 긴뜨기 2), 뒤걸어짧은뜨기코에 앞걸어긴뜨기 1, (긴
뜨기 2, 한길긴뜨기 2, 2코피코뜨기, 한길긴뜨기 3), {한코건너뛰고, 다음 아홉코에 뒤걸어짧
은뜨기 각 1코씩, 한코건너뛰고, (한길긴뜨기 3, 2코피코뜨기, 한길긴뜨기 3)} X 3,
한코건너뛰고, 다음 두 코에 뒤걸어짧은뜨기 각 1코씩, 한코건너뛰고, 긴뜨기 1, 다음 다섯코에
한길긴뜨기 각 2코씩, 사슬안에 한길긴뜨기 3, 짧은뜨기에 앞걸어짧은뜨기 1, 사슬안에 한길
긴뜨기 3, 다음 다섯코에 한길긴뜨기 각 2코씩, 긴뜨기 1, 한코건너뛰고, 다음 두 코에 뒤걸어
짧은뜨기 각 1코씩, 한코 건너뛰고,
{(한길긴뜨기 3, 2코피코뜨기, 한길긴뜨기 3), 한코건너뛰고, 다음 아홉코에 뒤걸어짧은뜨기
각 1코씩, 한코건너뛰고} X 3,
(한길긴뜨기 3, 2코피코뜨기, 한길긴뜨기 2, 긴뜨기 2), 뒤걸어짧은뜨기에 앞걸어짧은뜨기 1, (긴
뜨기 2, 한길긴뜨기 2, 2코피코뜨기, 한길긴뜨기 3), {한코건너뛰고, 다음 다음 아홉코에 뒤걸
어짧은뜨기 각 1코씩, 한코건너뛰고, (한길긴뜨기 3, 2코피코뜨기, 한길긴뜨기 3)} X 3
한코건너뛰고, 뒤걸어짧은뜨기 1, 다음 세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긴뜨기 1, 다음 네코에 한길
긴뜨기 각 1코씩, 다음 두코에 긴뜨기 각 1코씩, 다음 세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다음 두코에
긴뜨기 각 1코씩] X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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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목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합하고 한테 묶는 것이었으며, 이 갈망의 시간의 틀안에서 사람들
모두가 칼을 내려 놓고 싸움을 멈추게 하려는 의도였다.
이제는 모두가 마을을 열고 창의성을 통해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고결한 친구들 자체는 버터플라이 효과의 목적이며 의미 자체이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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