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Butterfly Effect Part 7


작고 귀중한 날개의 한번의 푸덕거림으로 하급의 졸병 뿐만 아니라 왕의 인생의 여
정까지도 바뀌었다. 왜냐하면 모든 행위는 크든 작든 간에 영향을 줌으로, 그것은 

한 잎새의 떨어짐이나 벽의 허물어짐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46단 (A)

45단 코너의 뒤걸어짧은뜨기 두 코 사이의 다발에서 시작

[(긴뜨기 1, 사슬뜨기 2, 긴뜨기1), 사슬 10코 안에 긴뜨기 13, 짧은뜨기 건너뛰고,다음 코를 다발로 주
워(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1, 사슬뜨기 1,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1, 사슬뜨기 1,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1), 사슬뜨기 9, 사슬 2코 안에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1, 사슬뜨기 1, 한길긴뜨기 2코 구슬
뜨기 1), 사슬뜨기 2, 사슬 2코 안에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1, 사슬뜨기 1,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1), 사슬뜨기 14, 44단의 열네번째코에 빼뜨기, 사슬뜨기 14, 사슬 2코 안에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1, 사슬뜨기 1,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1), 사슬뜨기 2, 사슬 2코 안에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1, 
사슬뜨기 1,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1), 사슬뜨기 6, 사슬 2코 두개 건너뛰고, 사슬 1코 안에 (두길긴
뜨기 2코 구슬뜨기 1, 사슬뜨기 1, 두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1, 사슬뜨기 2, 두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1, 사슬뜨기 1, 두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1)

사슬뜨기 6, 사슬2코 두개 건너뛰고, 사슬 2코 안에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1, 사슬뜨기 1, 한길긴뜨
기 구슬뜨기 1), 사슬뜨기 2, 사슬 2코 안에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1, 사슬뜨기 1,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1), 사슬뜨기 14, 44단의 14째 코에 빼뜨기, 사슬뜨기 14, 사슬2코 안에 (한길긴뜨기 2코 구
슬뜨기 1, 사슬뜨기 1,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1), 사슬뜨기 2, 사슬 2코 안에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
기 1, 사슬뜨기 1,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1), 사슬뜨기 9, 마지막 긴뜨기를 다발로 주워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1, 사슬뜨기 1,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1, 사슬뜨기 1,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1), 짧
은뜨기 건너뛰고, 사슬 열 코 안에 긴뜨기 13] X 4


47단 (C)

코너의 사슬 2코 안에서 시작

[코너의 사슬 2코 안에 (한길긴뜨기 2, 사슬뜨기 2, 한길긴뜨기 2), 다음 열 네코에 뒤걸어한길긴뜨기 각 
1코씩, {구슬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안에 한길긴뜨기 1}X2, 구슬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 
아홉 안에 (한길긴뜨기 8, 45단 여섯번째 뒤걸어긴뜨기에 짧은뜨기 1, 사슬뜨기 2, 45단 일곱번째 뒤걸
어긴뜨기에 짧은뜨기 1, 한길긴뜨기 8), 구슬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안에 한길긴뜨기 1, 구슬코
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 2코 안에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1, 사슬뜨기 2, 45단 긴뜨기코에 앞걸
어한길긴뜨기 1, 사슬뜨기 2,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1), 구슬뜨기 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안
에 한길긴뜨기 1, 구슬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한길긴뜨기 14, 45단 아홉번째 코와, 사슬을 함께 한길긴뜨기 1, 43단 열번째 코에 짧은뜨기 1, 짧은
뜨기 1, 긴뜨기 4, 짧은뜨기 8), 46단 빼뜨기에 앞걸어짧은뜨기 1, (45단 15번째 코에서 부터 사슬을 함
께 한길긴뜨기 각 14코씩, 구슬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코에 한길긴뜨기 1, 구슬코에 앞걸어한길
긴뜨기 1, 사슬 2코 안에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1, 사슬뜨기 2, 45단의 긴뜨기에 앞걸어하한길긴뜨
기 1, 사슬뜨기 2,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1, 구슬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안에 한길긴뜨기 1, 
구슬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45단 두번째코에서부터 사슬6코와 함께 한길긴뜨기 각 1코씩 5코, 구슬뜨기 코에 앞걸어짧은뜨기1, 사
슬안에 짧은뜨기 1, 구슬뜨기 코에 앞걸어짧은뜨기 1, 사슬2코안에, (짧은뜨기 1, 긴뜨기 1, 사슬뜨기 2, 
긴뜨기 1, 짧은뜨기 1), 구슬뜨기 코에 앞걸어짧은뜨기 1, 사슬안에 짧은뜨기 1, 구슬뜨기코에 앞걸어짧
은뜨기 1, (45단 두번째코에서부터 사슬 6코와 함께 한길긴뜨기 각 1코씩 5코), 구슬뜨기 코에 앞걸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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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긴뜨기 1, 사슬안에 한길긴뜨기 1, 구슬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 2코 안에 (한길긴뜨기 2코 구
슬뜨기 1, 사슬뜨기 2, 45단 긴뜨기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뜨기 2,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1), 
구슬뜨기 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안에 한길긴뜨기 1, 구슬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45단 첫번
째 긴뜨기 코에서 시작해서  사슬 14코를 함께 한길긴뜨기 각 1코씩 14, 46단 빼뜨기에 앞걸어짧은뜨기 
1, 

사슬 14코 안에 (짧은뜨기 8, 긴뜨기 4, 짧은뜨기 1, 43단 4번재 코에 짧은뜨기 1, 45단과 뒤에서 아홉
번째 긴뜨기와 사슬을 함께 한길긴뜨기 1, 한길긴뜨기 14, 구슬뜨기 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안에 
한길긴뜨기 1, 구슬뜨기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 2코 안에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1, 사슬뜨기 
1, 45단 긴뜨기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뜨기 2,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1), 구슬코에 앞걸어한길
긴뜨기 1, 사슬안에 한길긴뜨기 1, 구슬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 9코 안에 (한길긴뜨기 8, 45단 
여섯 번째 긴뜨기코에 짧은뜨기 1,사슬뜨기 2, 45단 일곱번째 긴뜨기코에 짧은뜨기 1, 한길긴뜨기 8, {구
슬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안에 한길긴뜨기 1} X 2, 구슬코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다음 14코에 
뒤걸어한길긴뜨기 각 1코씩] X4


48단 (D) 

코너의 사슬 2코에서 시작

[코너의 사슬 2코안에 (한길긴뜨기 2, 사슬뜨기 2, 한길긴뜨기 2), 다음 스물여섯코에 뒤걸어한길긴뜨기 
각 1코씩, 다음 세 코에 뒤걸어짧은뜨기 각 1코씩, 짧은뜨기 건너뛰고,사슬 2코 안에 한길긴뜨기 5코 팝
콘뜨기, 짧은뜨기 건너뛰고, 다음 세 코에 뒤걸어짧은뜨기 각 1코씩, 다음 여덟코에 뒤걸어한길긴뜨기 
각 1코씩, 구슬코에 앞걸어짧은뜨기 1, 41단 앞걸어두길긴뜨기의 오른쪽 코 다발로 주워 세길긴뜨기 1, 
사슬 2코안에 한길긴뜨기 3, 앞걸어한길긴뜨기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 2코안에 한길긴뜨기 3, 41
단 앞걸어두길긴뜨기의 왼쪽 코 다발로 주워 세길긴뜨기 1, 구슬코에 앞걸어짧은뜨기 1,

 다음 여덟코에 뒤걸어한길긴뜨기 각 1코씩, 다음 네 코에 뒤걸어긴뜨기 각 1코씩, 다음 여섯코에 짧은
뜨기 각 1코씩, 앞걸어짧은뜨기에 앞걸어짧은뜨기 1, 

 다음 네 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다음 다섯코에 긴뜨기 각 1코씩, 다음 네 코에 한길긴뜨기 각 1코씩, 
앞걸어짧은뜨기에 앞걸어짧은뜨기 1, 다음 열일곱 코에 뒤걸어한길긴뜨기 각 1코씩,

 구슬뜨기코에 앞걸어짧은뜨기 1, 41단 앞걸어두길긴뜨기의 오른쪽 코 다발로 주워 앞걸어세길긴뜨기 
1, 사슬 2코안에 한길긴뜨기 3, 앞걸어한길긴뜨기에 앞걸어한길긴뜨기, 사슬 2코안에 한길긴뜨기 3, 41
단 앞걸어두길긴뜨기의 왼쪽 코 다발로 주워 앞걸어세길긴뜨기 1, 구슬코에 앞걸어짧은뜨기 1, 

 다음 여덟코에 뒤걸어한길긴뜨기 각 1코씩, 사슬뜨기 1, 5코 건너뛰고, 사슬 2코안에 ({한길긴뜨기 1, 
사슬뜨기 1} X 5), 다섯코 건너뛰고, 다음 여덟코에 뒤걸어한길긴뜨기 각 1코씩, 

 구슬코에 앞걸어짧은뜨기 1, 41단 앞걸어두길긴뜨기코의 오른쪽 코 다발로 주워 세길긴뜨기 1, 사슬 2
코 안에 한길긴뜨기 3, 앞걸어한길긴뜨기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 2코안에 한길긴뜨기 3, 41단 앞
걸어두길긴뜨기의 왼쪽 코 다발로 주워 세길긴뜨기 1, 구슬코에 앞걸어짧은뜨기 1, 

 다음 열일곱코에 뒤걸어한길긴뜨기 각 1코씩, 앞걸어짧은뜨기에 앞걸어짧은뜨기 1, 다음 네코에 한길
긴뜨기 각 1코씩, 다음 다섯코에 긴뜨기 각 1코씩, 다음 네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앞걸어짧은뜨기코에 
앞걸어짧은뜨기 1, 

 다음 여섯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다음 네 코에 뒤걸어긴뜨기 각 1코씩, 다음 여덟코에 뒤걸어한길긴
뜨기 각 1코씩, 

 구슬코에 앞걸어짧은뜨기 1, 41단 앞걸어두길긴뜨기코의 오른쪽 코 다발로 주워 앞걸어세길긴뜨기 1, 
사슬 2코 안에 한길긴뜨기 3, 앞걸어한길긴뜨기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 2코안에 한길긴뜨기 3, 41
단 앞걸어두길긴뜨기의 왼쪽 코 다발로 주워 앞걸어세길긴뜨기 1, 구슬코에 앞걸어짧은뜨기 1,

 다음 여덟코에 뒤걸어한길긴뜨기 각 1코씩, 다음 세코에 뒤걸어짧은뜨기 각 1코씩, 짧은뜨기 건너뛰고, 
사슬 2코안에 한길긴뜨기 5코 팝콘뜨기, 짧은뜨기 건너뛰고, 다음 세코에 뒤걸어짧은뜨기 1, 다음 스물
여섯코에 뒤걸어한길긴뜨기 각 1코씩] X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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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단 (E)

코너의 사슬 2코 안에서 시작

[코너의 사슬 2코안에 (긴뜨기 2, 사슬뜨기 2, 긴뜨기 2), 다음 열여덟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2코모아
짧은뜨기 3, 사슬뜨기 2, 한코 건너뛰고, 뒤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뜨기 2, 두코 건너뛰고, 건너뛴 다음 
코와 팝콘뜨기를 포함한 5코를 건너뛴 다음코에 뒤걸어 2코모아 한길긴뜨기 1, 사슬뜨기 2, 두코 건너뛰
고, 뒤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뜨기 2, 두코 건너뛰고, 다음 두 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세길긴뜨기코를 다발로 주워 짧은뜨기 1, 앞걸어짧은뜨기 건너뛰고, 다음 세코에 뒤걸어짧은뜨기 각 1
코씩, 앞걸어한길긴뜨기 건너뛰고, 다음 세 코에 뒤걸어짧은뜨기 각 1코씩, 세길긴뜨기코의 앞쪽을 다발
로 주워 짧은뜨기 1, 앞걸어짧은뜨기 건너뛰고, 

 다음 네 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사슬뜨기 2, 두코 건너뛰고, 두코 건너뛴 다음 코와 다음 열네번째 코
를 함께 한길긴뜨기 1, 사슬뜨기 2, 두코 건너뛰고, 다음 다섯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사슬뜨기 2, 두코 
건너뛰고, 앞걸어짧은뜨기에 앞걸어한길긴뜨기 1, 한코 건너뛰고, 다음 열다섯 코에 긴뜨기 각 1코씩,

세길긴뜨기코를 다발로 주워 짧은뜨기 1, 앞걸어짧은뜨기 건너뛰고, 다음 세 코에 뒤걸어짧은뜨기 각 1
코씩, 앞걸어한길긴뜨기 건너뛰고, 다음 세 코에 뒤걸어짧은뜨기 각 1코씩, 세길긴뜨기코의 앞쪽을 다발
로 주워 짧은뜨기 1, 앞걸어짧은뜨기 건너뛰고,

한코 건너뛰고, 다음 일곱 코에 긴뜨기 각 1코씩, 사슬 1코 안에 짧은뜨기 2, (47단 사슬 2코 안에 뜬 48
단의 첫번에 한길긴뜨기 왼쪽에 한길긴뜨기 1, 사슬뜨기 1, 두번째 한길긴뜨기 왼쪽에 한길긴뜨기 1, 사
슬뜨기 1, 세번째 한길긴뜨기 왼쪽에 한길긴뜨기 1, 네번째 한길긴뜨기 왼쪽에 한길긴뜨기 1, 48단 사슬 
1코 안에 짧은뜨기 2, 다음 일곱코에 긴뜨기 각 1코씩,

 앞걸어짧은뜨기 건너뛰고, 세길긴뜨기코를 다발로 주워 짧은뜨기 1, 다음 세 코에 뒤걸어짧은뜨기 각 1
코씩, 앞걸어한길긴뜨기 건너뛰고, 다음 세 코에 뒤걸어짧은뜨기 각 1코씩, 세길긴뜨기 코를 다발로 주
워 짧은뜨기 1, 앞걸어짧은뜨기 건너뛰고, 다음 열다섯 코에 긴뜨기 각 1코씩, 앞걸어짧은뜨기에 앞걸어
한길긴뜨기 1, 사슬뜨기 2, 세코 건너뛰고, 다음 다섯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사슬뜨기 2, 한코 건너뛰
고, 한코 건너뛴 코와 다음 14코 건너뛴 코를 함께 한길긴뜨기 1, 사슬뜨기 2, 두코 건너뛰고, 다음 네 코
에 짧은뜨기 각 1코씩,

세길긴뜨기코를 다발로 주워 짧은뜨기 1, 앞걸어짧은뜨기 건너뛰고, 다음 세 코에 뒤걸어짧은뜨기 각 1
코씩, 앞걸어한길긴뜨기 건너뛰고, 다음 세코에 뒤걸어짧은뜨기 각 1코씩, 앞걸어세길긴뜨기코를 다발
로 주워 짧은뜨기, 앞걸어짧은뜨기 건너뛰고,

 다음 두 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사슬뜨기 2, 두코 건너뛰고, 뒤걸어한길긴뜨기 1, 사슬뜨기 2, 두코 건
너뛰고, 두코 건너뛴 다음코와 팝콘뜨기를 포함해 다섯 코 건너뛴 다음 코를 뒤걸어2코모아한길긴뜨기 
1, 사슬뜨기 2, 두코 건너뛰고, 뒤걸어긴뜨기 1, 사슬뜨기 2, 한코 건너뛰고, 2코모아짧은뜨기 3, 다음 
열여덟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X 4


50단 (B)

코너의 사슬 2코 안에서 시작

[코너의 사슬 2코 안에 (짧은뜨기 2, 사슬뜨기 2, 짧은뜨기 2), 다음 스물세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사
슬안에 짧은뜨기 1, 짧은뜨기 1}X 4, 다음 네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2코모아짧은뜨기 1, 다음 일곱코
에 짧은뜨기 각 1코씩, {사슬안에 짧은뜨기 1, 짧은뜨기 1} X 2, 다음 네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사슬안
에 짧은뜨기 1, 다음 열아홉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2코모아짧은뜨기 1, 다음 열세코에 짧은뜨기 각 1
코씩, {사슬건너뛰고, 짧은뜨기 1}X 3, 다음 열두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2코모아짧은뜨기 1, 다음 열
아홉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사슬안에 짧은뜨기 1, 다음 다섯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사슬안에짧은뜨
기 1, 짧은뜨기 1} X 2, 다음 여섯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2코모아뜨기 1, 다음 다섯코에 짧은뜨기 각 1
코씩, {사슬안에짧은뜨기 1, 짧은뜨기 1} X 4, 다음 스물두코안에 짧은뜨기 각 1코씩] X 4


51단 (A)

코너의 사슬 2코 안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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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의 사슬 2코안에 짧은뜨기 2, 사슬뜨기 2, 짧은뜨기 2), 다음 열네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2코모아
짧은뜨기 1, 다음 열아홉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2코모아짧은뜨기 1, 짧은뜨기 1, 2코모아짧은뜨기 1, 
다음 열여섯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2코모아짧은뜨기 1, 다음 열세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2코모아짧
은뜨기 1, 짧으뜨기 1, 2코모아짧은뜨기 1, 다음 이십사코안에 짧은뜨기 각 1코씩, 2코모아짧은뜨기 1, 
짧은뜨기 1, 2코모아짧은뜨기 1, 다음 열세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2코모아짧은뜨기 1, 다음 열여섯코
에 짧은뜨기 각 1코씩, 2코모아짧은뜨기 1,  짧은뜨기 1, 2코모아짧은뜨기 1, 다음 열아홉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2코모아짧은뜨기 1, 다음 열네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X 4


52단 ( C)

코너의 사슬 2코에서 시작


[코너의 사슬 2코안에 (짧은뜨기 1, 사슬뜨기 2, 짧은뜨기 1), 나머지 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X 4 


53단 (F)

코너의 사슬 2코에서 시작

[코너의 사슬 2코안에 (짧은뜨기 1, 사슬뜨기 2, 짧은뜨기 1), 다음 서른두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2코
모아짧은뜨기 1, 다음 서른두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2코모아짧은뜨기 1, 다음 서른네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2코모아짧은뜨기 1, 다음 서른두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2코모아짧은뜨기 1, 다음 서른두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X 4


54단 (G)

코너의 사슬 2코에서 시작

[코너의 사슬 2코 안에 ( 짧은뜨기 1, 사슬뜨기 2, 짧은뜨기 1), {다음 열두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2코
모아짧은뜨기 1} X 6, {2코모아짧은뜨기 1, 다음 열두코에 짧은뜨기 각 1코씩} X 6] X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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