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mic Cal 2018 소개
제 작품의 디자인에서 알 수 있듯이 저는 전 세계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이들이 코바늘과 실에
대한 공통된 열정을 바탕으로 모두 하나가 된다는 점을 좋아합니다.
Cosmic Cal 은 연결과 확장을 의미합니다. 이 작품의 디자인에서 우주, 별, 삶의 연결망 또는 무엇을 느끼던 사랑과
감사한 마음과 관련이 있길 바랍니다.

“As above, so below, as within, so without, as the universe, so the soul…” – Hermes Trisma“
“Cosmic consciousness, a consciousness of the life and order of the universe which is possessed by few men at
present.
It is a further stage of human evolution which will be reached by all humanity in the future.”
Gistus
대천사 메타트론과 관련된 영적인 일에서 작품의 아이디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성 기하학에
속하는 메타트론의 큐브는 더 높은 차원의 의식에 이르는 명상에 자주 사용됩니다. 또한
메타트론의 큐브는 가능한 모든 모양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계 맺기와 성장을
나타내는 기호인 삶의 꽃(Flower of Life)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러한 도형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CAL(crochet a-long)은 Stylecraft Yarns 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CAL 을 Stylecraft Yarns 와 함께 진행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Stylecraft 의 실은 제가 작업할 때 선호하는 실입니다. 그리고 인기가 많은 실 중에서 멋진 색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여러분과 함께 코바늘로 작업할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공식 Facebook 그룹에서 여러분과 함께 진행 상황과 최신 소식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CAL(crochet a-long) 진행 방식
9 개 파트로 구성되고 매주 새로운 파트가 공개됩니다.
4 월 17 일(화요일) 파트 1 을 시작으로 6 월 12 일(화요일) 파트 9 로 막을 내립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 시(영국 시각) Stylecraft 에 사진 설명이 포함된 각 파트의 도안을 영어(영국식, 미국식)와 독일어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가 게시됩니다. 제 유투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ZfC7l_OgaZ6aoC6TD4pXw/videos)에 게시될 동영상 튜토리얼 링크도 Stylecraft 에 포함됩니다.

저의 페이스북 페이지와 페이스북 그룹에도 제 웹사이트 링크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웹사이트에 다음 언어로 번역된
도안이 포함됩니다.

♥ Bulgarian – Български
♥ Czech -Čeština
♥ Danish – Dansk
♥ Dutch – Nederlands
♥ Finnish – Suomi
♥ French – Français
♥ German – Deutsch
♥ Hebrew – עברית
♥ Hungarian – Magyar
♥ Italian - Italiano
♥ Korean – 한국어.
♥ Norwegian – Norsk
♥ Spanish – Español
♥ Swedish -Svenska
♥ Urdu - اردو
우리 모두가 함께 멋진 직사각형의 블랭킷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도안은 무료로 제공되고 이후에도 영구적으로 저의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저의
선물입니다. 다른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Cosmic Cal 작품도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개인적으로 도안을 다운로드하고
인쇄하거나 소셜 미디어에서 친구들과 CAL 링크를 공유할 수 있지만, 도안의 일부 또는 전체를 게시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고 존중해주세요.
 필요한 재료
네 가지로 제공되는 공식 실 패키지 중에서 구매하거나 나만의 색을 사용하여 작업할 수 있습니다.
저의 페이스북 그룹 회원들은 아래의 컬러보드를 아실 것입니다. 공식 실 패키지를 구성하면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컬러보드를 소개합니다.

Creation
Stylecraft Classique cotton Dk 는 튜토리얼의 사진에서 사용한 실입니다.
Classique 는 부드러운 면의 질감으로 작업하기에 좋고 수년간 지속될 블랭킷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창의력을 돋보이게
해주는 색상으로 어떤 것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Creation 실 패키지 구성 내용: 50g 볼 49 개
권장 바늘: 4mm(G) 코바늘
Lapis

x 12

Greek Blue

x7

Azure

x4

Lavender

x5

Wisteria

x3

Fondant

x6

Shell Pink

x4

Sunflower

x4

Ivory

x4

완성작 크기: 짧은 변 - 약 137cm(54 인치), 긴 변 - 약 157.5cm(62 인치)

Harmony
Stylecraft Special Dk 는 100% 프리미엄 아크릴 실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실이기도 하고 아주 멋진 색상이 많습니다.
부드럽고 손세탁이 가능하며 내구성이 좋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색상은 어디서나 잘
어울립니다.

Harmony 실 패키지 구성 내용: 100g 볼 16 개
권장 바늘: 4mm(G) 코바늘
Walnut

x3

Parchment

x3

Mustard

x3

Lemon

x3

Pistachio

x4

완성작 크기: 짧은 변 - 약 137cm(54 인치), 긴 변 - 약 157.5cm(62 인치)

Peace and Tranquillity
Stylecraft Life Dk, Batik Dk, Batik Elements Dk 가 혼합된 패키지로 아크릴 울 혼방입니다. 단색 실과 여러 색이 혼합된
실로 매우 가볍고 부드럽습니다.
바다와 대지의 색 그리고 시원하고 차분한 푸른색과 녹색으로 평온함과 고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Peace and Tranquillity 실 패키지 구성 내용: Stylecraft Life Dk 100g 볼 9 개, Stylecraft Batik 50g 볼 12 개
권장 바늘: 4mm(G) 코바늘
French Blue

x2

White

x2

Aqua

x3

Ivy

x2

Teal

x5

Krypton

x4

Coral

x3

완성작 크기: 짧은 변 - 약 137cm(54 인치), 긴 변 - 약 157.5cm(62 인치)

Love and Light
Stylecraft Special Baby Aran(100% 아크릴) 실은 매우 부드럽고 포근하며 작업하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부드러운
파스텔 계열의 색과 약간의 깊이가 느껴지는 Baby Denim 으로 사랑과 밝은 기운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이
있더라도 밝게 비출 수 있습니다.

Love and Light 실 패키지 구성 내용: 100g 볼 28 개
권장 바늘: 5.5mm(I) 코바늘
Baby Denim

x7

Baby Cream

x6

Baby Lemon

x3

Baby Pink

x5

Baby Mint

x4

Baby Blue

x6

완성작 크기: 짧은 변 - 약 167cm(66 인치), 긴 변 - 약 195cm(77 인치)

 나만의 색으로 만들기
소개한 실 패키지 내용을 바탕으로 사용할 실의 종류와 두께에 따라 필요한 실의 양과 색상 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실의 종류마다 필요한 양이 달라집니다. 제가 사용한 실의 양을 참조하세요.
Stylecraft Special Dk: 약 4,192m
Stylecraft Life 및 Batik 혼합: 약 2,915m
Stylecraft Classique Cotton Dk: 약 4,012m
Stylecraft Baby Aran: 약 4,485m

 실 패키지 구매 가능 시기
2 월 19 일부터 각 지역의 해당 실 상점에서 모든 실 패키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월 26 일부터 해당 온라인 상점에서 모든 실 패키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판매가 시작되는 대로 링크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Love Hel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