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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Copyright:  Helen Shrimpton, 2018.  All rights reserved. 

By:  Helen at www.crystalsandcrochet.com 

 
Sponsored by Stylecraft yarns 

 
 
미국식 용어를 사용합니다. 

약어  

 

[] Hints: 이탤릭체나 보라색 글씨로 표시된 내용은, 초보자들이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참고 사진은 [P]에 연관된 사진 번호가 표기됩니다. 

 

* * 별표 사이의 지시사항을 명시된 횟수만큼 반복하세요.  

    보통 한단 전체에서 반복될 때 사용되며, 몇 가지 지시사항으로 구성됩니다. 

 

St, sts 코 Sc 짧은뜨기 Bl 뒤이랑뜨기 

R 단 Hdc 긴뜨기 Fl 앞이랑뜨기 

Ch 사슬 Dc 한길긴뜨기 Bp 뒤걸어뜨기 

Sl-st 빼뜨기  Tr 두길긴뜨기 Fp 앞걸어뜨기 

Yo  실 감기/실 걸기 Dtr 세길긴뜨기   

http://www.crystalsandcroch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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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 또는 ( ))사이의 지시사항을 명시된 횟수만큼 반복하세요.  

    비교적 작은 단위로 반복될 때 사용됩니다. 

특수 용어 

두길긴뜨기-피코뜨기: 두길긴뜨기를 뜬 후 사슬 3 코, 두길긴뜨기코의 앞이랑과 옆이랑에 한 번에 바늘을 넣는다. 바늘에 고리 

3 개가 되면, 실을 걸고 고리 3 개 사이로 빼낸다. 

 

한길긴뜨기 4 코 모아뜨기: 바늘에 실을 감고 코에 바늘을 넣은 다음 실을 걸어 뺀다(바늘에 3 코). 다시 실을 감고 2 코를 뺀다. 

다음 3 코에 반복한 후 바늘에 실을 걸고 5 코를 한 번에 빼낸다.  

 

두길긴뜨기 2 코 모아뜨기: 바늘에 실을 2 번 감고 해당 코에 바늘을 넣은 다음 실을 걸어 뺀다(바늘에 4 코). 다시 실을 감고 2 코씩 

2 번 뺀다. 다음 코에서 반복한 후 (바늘에 3 코) 바늘에 실을 걸고 3 코를 한 번에 빼낸다. 

 

67. 긴 변의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 기둥코로 실 연결 [P1] 

*짧은 변: 꼭짓점 2 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사슬 2 코, 한길긴뜨기), 다음 8 코에 한길긴뜨기, 다음 2 코 건너뛰기,  

(다음 1 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뒤이랑뜨기) x19,  

((다음 1 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다음 코 건너뛰기) x3, (다음 1 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뒤이랑뜨기) x16) x2,  

(다음 1 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다음 코 건너뛰기) x3, 

(다음 1 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뒤이랑뜨기) x18,  

다음 1 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2 코, 다음 2 코 건너뛰기, 다음 8 코에 한길긴뜨기 [P2] 

 

긴 변: 꼭짓점 2 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사슬 2 코, 한길긴뜨기), 다음 6 코에 한길긴뜨기, 다음 2 코 건너뛰기,  

(다음 1 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뒤이랑뜨기) x19,  

((다음 1 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다음 코 건너뛰기) x2, (다음 1 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뒤이랑뜨기) x16) x3, 

(다음 1 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다음 코 건너뛰기) x2 

(다음 1 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뒤이랑뜨기) x18, 다음 1 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2 코, 다음 2 코 건너뛰기, 

다음 6 코에 한길긴뜨기*[P3,4] 

 

*부터 *까지 2 번 반복하고 마지막 한길긴뜨기는 생략한다. 

한길긴뜨기 기둥코에 빼뜨기로 연결한다. 

콧수: 짧은 변: 한길긴뜨기 98 코, 한길긴뜨기로 뒤이랑뜨기 69 코, 꼭짓점 2 코 사슬 1 개 

긴 변: 한길긴뜨기 107 코, 한길긴뜨기로 뒤이랑뜨기 85 코, 꼭짓점 2 코 사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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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사슬 3 코[한길긴뜨기에 포함],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P1] 

*짧은 변: 꼭짓점 2 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사슬 2 코, 한길긴뜨기), 다음 7 코에 한길긴뜨기,  

다음 4 코에 한길긴뜨기 4 코 모아뜨기 [P2,3], 다음 6 코에 긴뜨기, 다음 24 코에 짧은뜨기, 

(다음 6 코에 긴뜨기, 다음 3 코에 한길긴뜨기, 다음 6 코에 긴뜨기, 다음 20 코에 짧은뜨기) x2, 

다음 6 코에 긴뜨기, 다음 3 코에 한길긴뜨기, 다음 6 코에 긴뜨기, 다음 24 코에 짧은뜨기, 다음 6 코에 긴뜨기,  

다음 4 코에 한길긴뜨기 4 코 모아뜨기, 다음 7 코에 한길긴뜨기 [P4] 

 

긴 변: 꼭짓점 2 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사슬 2 코, 한길긴뜨기), 다음 5 코에 한길긴뜨기, 다음 4 코에 한길긴뜨기 4 코 

모아뜨기, 다음 6 코에 긴뜨기, 다음 24 코에 짧은뜨기, 

(다음 6 코에 긴뜨기, 다음 2 코에 한길긴뜨기, 다음 6 코에 긴뜨기, 다음 20 코에 짧은뜨기) x3, 

다음 6 코에 긴뜨기, 다음 2 코에 한길긴뜨기, 다음 6 코에 긴뜨기, 다음 24 코에 짧은뜨기, 다음 6 코에 긴뜨기,  

다음 4 코에 한길긴뜨기 4 코 모아뜨기, 다음 5 코에 한길긴뜨기*[P5] 

 

*부터 *까지 2 번 반복하고 마지막 한길긴뜨기 2 코는 생략한다. 

3 코 사슬의 맨 위 사슬에 연결하고 매듭지어 마무리한다. 

콧수:  

짧은 변: 짧은뜨기 88 코, 긴뜨기 48 코, 한길긴뜨기 25 코, 한길긴뜨기 4 코 모아뜨기 2 코, 꼭짓점 2 코 사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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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변: 짧은뜨기 108 코, 긴뜨기 60 코, 한길긴뜨기 20 코, 한길긴뜨기 4 코 모아뜨기 2 코, 꼭짓점 2 코 사슬 1 개 

 

 

 

69. 긴 변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 기둥코로 연결 [P1] 

*짧은 변: 꼭짓점 2 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2 코, 사슬 2 코, 한길긴뜨기 2 코), 다음 12 코에 한길긴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 피코뜨기[65 단]에 두길긴뜨기 [P2] 

(다음 8 코에 긴뜨기, (피코뜨기[65 단]에 두길긴뜨기, 다음 8 코에 짧은뜨기) x2, 다음 피코뜨기[65 단]에 두길긴뜨기, 

다음 8 코에 긴뜨기, 다음 피코뜨기[65 단] 2 개에 한 코씩 두길긴뜨기 2 코 모아뜨기 [P3], 다음 3 코[한길긴뜨기] 

건너뛰기) x3,  

다음 8 코에 긴뜨기, (피코뜨기[65 단]에 두길긴뜨기, 다음 8 코에 짧은뜨기) x2, 다음 피코뜨기[65 단]에 두길긴뜨기, 

다음 8 코에 긴뜨기, 피코뜨기[65 단]에 두길긴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 다음 12 코에 한길긴뜨기 [P4] 

 

긴 변: 꼭짓점 2 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2 코, 사슬 2 코, 한길긴뜨기 2 코), 다음 10 코에 한길긴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  

피코뜨기[65 단]에 두길긴뜨기,  

(다음 8 코에 긴뜨기, (피코뜨기[65 단]에 두길긴뜨기, 다음 8 코에 짧은뜨기) x2, 다음 피코뜨기[65 단]에 두길긴뜨기, 

다음 8 코에 긴뜨기, 다음 피코뜨기[65 단] 2 개에 한 코씩 두길긴뜨기 2 코 모아뜨기, 다음 2 코[한길긴뜨기] 건너뛰기) 

x4,  

다음 8 코에 긴뜨기, (피코뜨기[65 단]에 두길긴뜨기, 다음 8 코에 짧은뜨기) x2, 다음 피코뜨기[65 단]에 두길긴뜨기, 

다음 8 코에 긴뜨기, 피코뜨기[65 단]에 두길긴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 다음 10 코에 한길긴뜨기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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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까지 2 번 반복하고 마지막 한길긴뜨기는 생략한다. 

한길긴뜨기 기둥코 뒤이랑에 빼뜨기로 연결한다. 

콧수: 

짧은 변: 짧은뜨기 64 코, 긴뜨기 66 코, 한길긴뜨기 28 코, 두길긴뜨기 14 코, 두길긴뜨기 2 코 모아뜨기 3 코, 꼭짓점 

2 코 사슬 1 개 

긴 변: 짧은뜨기 80 코, 긴뜨기 82 코, 한길긴뜨기 24 코, 두길긴뜨기 17 코, 두길긴뜨기 2 코 모아뜨기 4 코, 꼭짓점 

2 코 사슬 1 개 

 

 

 

70. 사슬 3 코[한길긴뜨기로 뒤이랑뜨기에 포함], 다음 2 코에 한길긴뜨기로 뒤이랑뜨기 [P1] 

*짧은 변: 꼭짓점 2 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2 코, 사슬 2 코, 한길긴뜨기 2 코), 다음 15 코에 한길긴뜨기로 뒤이랑뜨기, 

다음 코[두길긴뜨기] 건너뛰기, 다음 9 코에 긴뜨기,  

(다음 17 코에 짧은뜨기, 다음 6 코에 긴뜨기, 다음 3 코 건너뛰기, 사슬 1 코, 다음 코에 (두길긴뜨기-피코뜨기, 사슬 

1 코) x2 [P2], 다음 3 코 건너뛰기, 다음 6 코에 긴뜨기) x3,  

다음 17 코에 짧은뜨기, 다음 9 코에 긴뜨기, 다음 코[두길긴뜨기] 건너뛰기, 다음 15 코에 한길긴뜨기로 뒤이랑뜨기 

[P3] 

 

긴 변: 꼭짓점 2 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2 코, 사슬 2 코, 한길긴뜨기 2 코), 다음 13 코에 한길긴뜨기로 뒤이랑뜨기, 

다음 코[두길긴뜨기] 건너뛰기, 다음 9 코에 긴뜨기,  

(다음 17 코에 짧은뜨기, 다음 6 코에 긴뜨기, 다음 3 코 건너뛰기, 사슬 1 코, 다음 코에 (두길긴뜨기-피코뜨기, 사슬 

1 코) x2, 다음 3 코 건너뛰기, 다음 6 코에 긴뜨기) x4,  

다음 17 코에 짧은뜨기, 다음 9 코에 긴뜨기, 다음 코[두길긴뜨기] 건너뛰기, 다음 13 코에 한길긴뜨기로 뒤이랑뜨기 

*[P4,5] 

 

*부터 *까지 2 번 반복하고 한길긴뜨기로 뒤이랑뜨기 3 코는 생략한다. 

3 코 사슬의 맨 위 사슬에 연결하고 매듭지어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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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수:  

짧은 변: 짧은뜨기 68 코, 긴뜨기 54 코, 한길긴뜨기 4 코, 한길긴뜨기로 뒤이랑뜨기 30 코, 두길긴뜨기-피코뜨기 6 코, 

1 코 사슬 9 개, 꼭짓점 2 코 사슬 1 개 

긴 변: 짧은뜨기 85 코, 긴뜨기 66 코, 한길긴뜨기 4 코, 한길긴뜨기로 뒤이랑뜨기 26 코, 두길긴뜨기-피코뜨기 8 코, 

1 코 사슬 12 개, 꼭짓점 2 코 사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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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긴 변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 기둥코로 연결 [P1] 

*짧은 변: 꼭짓점 2 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2 코, 사슬 2 코, 한길긴뜨기 2 코), 다음 17 코에 한길긴뜨기, 다음 9 코에 

긴뜨기,  

(다음 17 코에 짧은뜨기, 다음 6 코에 긴뜨기, (다음 1 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다음 코 건너뛰기) x2 [P2],  

다음 1 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다음 6 코에 긴뜨기) x3, [1 코 사슬 왼쪽의 첫 번째 긴뜨기코 놓치지 않기] 

다음 17 코에 짧은뜨기, 다음 9 코에 긴뜨기, 다음 17 코에 한길긴뜨기 [P3] 

 

긴 변: 꼭짓점 2 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2 코, 사슬 2 코, 한길긴뜨기 2 코), 다음 15 코에 한길긴뜨기, 다음 9 코에 

긴뜨기,  

(다음 17 코에 짧은뜨기, 다음 6 코에 긴뜨기, (다음 1 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다음 코 건너뛰기) x2, 다음 1 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다음 6 코에 긴뜨기) x4, [1 코 사슬 왼쪽의 첫 번째 긴뜨기코 놓치지 않기] 

다음 17 코에 짧은뜨기, 다음 9 코에 긴뜨기, 다음 15 코에 한길긴뜨기 *[P4,5] 

 

*부터 *까지 2 번 반복하고 마지막 한길긴뜨기는 생략한다. 

한길긴뜨기 기둥코에 연결하고 매듭지어 마무리한다. 

콧수:  

짧은 변: 짧은뜨기 68 코, 긴뜨기 54 코, 한길긴뜨기 47 코, 꼭짓점 2 코 사슬 1 개 

긴 변: 짧은뜨기 85 코, 긴뜨기 66 코, 한길긴뜨기 46 코, 꼭짓점 2 코 사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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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긴 변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로 뒤걸어뜨기 기둥코로 연결하기 [P1] 

*짧은 변: 꼭짓점 2 코 사슬에 (긴뜨기, 사슬 2 코, 긴뜨기),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뒤걸어뜨기,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 x9,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뒤걸어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로 앞걸어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로 뒤걸어뜨기) x4, 다음 코에 긴뜨기로 앞걸어뜨기 [P2] 

 

(다음 17 코에 짧은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로 앞걸어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로 뒤걸어뜨기) x2,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뒤걸어뜨기) x3,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로 뒤걸어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로 앞걸어뜨기) x2) x3 [P3] 

 

다음 17 코에 짧은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로 앞걸어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로 뒤걸어뜨기) x4,  

다음 코에 긴뜨기로 앞걸어뜨기,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뒤걸어뜨기,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 x9,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뒤걸어뜨기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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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변: 꼭짓점 2 코 사슬에 (긴뜨기, 사슬 2 코, 긴뜨기),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뒤걸어뜨기,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 x8,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뒤걸어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로 앞걸어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로 뒤걸어뜨기) x4, 다음 코에 긴뜨기로 앞걸어뜨기,  

 

(다음 17 코에 짧은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로 앞걸어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로 뒤걸어뜨기) x2,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뒤걸어뜨기) x3,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로 뒤걸어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로 앞걸어뜨기) x2) x4, 다음 17 코에 짧은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로 앞걸어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로 뒤걸어뜨기) x4, 다음 코에 긴뜨기로 앞걸어뜨기,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뒤걸어뜨기,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 x8,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뒤걸어뜨기 

*[P5,6] 

 

*부터 *까지 2 번 반복하고 한길긴뜨기로 뒤걸어뜨기는 생략한다. 

한길긴뜨기로 뒤걸어뜨기 기둥코에 연결하고 매듭지어 마무리한다. 

콧수:  

짧은 변: 짧은뜨기 68 코, 긴뜨기 2 코, 긴뜨기로 뒤걸어뜨기 20 코, 긴뜨기로 앞걸어뜨기 22 코, 한길긴뜨기로 

뒤걸어뜨기 29 코, 한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 30 코, 꼭짓점 2 코 사슬 1 개 

긴 변: 짧은뜨기 85 코, 긴뜨기 2 코, 긴뜨기로 뒤걸어뜨기 24 코, 긴뜨기로 앞걸어뜨기 26 코, 한길긴뜨기로 

뒤걸어뜨기 30 코, 한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 32 코, 꼭짓점 2 코 사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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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nt: 이어지는 단에서는 뒤걸어뜨기코에 앞걸어뜨기를 뜨고 앞걸어뜨기코에 뒤걸어뜨기를 뜬다. 

 

73. 긴 변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로 뒤걸어뜨기 기둥코로 연결 [P1] 

*짧은 변: 꼭짓점 2 코 사슬에 (긴뜨기, 사슬 2 코, 긴뜨기),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뒤걸어뜨기,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 x10,  

(다음 코에 긴뜨기로 뒤걸어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로 앞걸어뜨기) x5,  

(다음 15 코에 짧은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로 앞걸어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로 뒤걸어뜨기) x2,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뒤걸어뜨기) x4,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로 뒤걸어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로 앞걸어뜨기) x2) x3,  

다음 15 코에 짧은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로 앞걸어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로 뒤걸어뜨기) x5,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뒤걸어뜨기) x10, [P2,3] 

 

긴 변: 꼭짓점 2 코 사슬에 (긴뜨기, 사슬 2 코, 긴뜨기),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뒤걸어뜨기,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 x9,  

(다음 코에 긴뜨기로 뒤걸어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로 앞걸어뜨기) x5,  

(다음 15 코에 짧은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로 앞걸어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로 뒤걸어뜨기) x2,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뒤걸어뜨기) x4,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로 뒤걸어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로 앞걸어뜨기) x2) x4,  

다음 15 코에 짧은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로 앞걸어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로 뒤걸어뜨기) x5,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뒤걸어뜨기) x9 *[P4,5] 

 

*부터 *까지 2 번 반복하고 한길긴뜨기로 뒤걸어뜨기 마지막코는 생략한다. 

한길긴뜨기로 뒤걸어뜨기 기둥코에 연결하고 매듭지어 마무리한다. 

콧수:  

짧은 변: 짧은뜨기 60 코, 긴뜨기 2 코, 긴뜨기로 뒤걸어뜨기 22 코, 긴뜨기로 앞걸어뜨기 22 코, 한길긴뜨기로 

뒤걸어뜨기 32 코, 한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 35 코, 꼭짓점 2 코 사슬 1 개 

긴 변: 짧은뜨기 75 코, 긴뜨기 2 코, 긴뜨기로 뒤걸어뜨기 26 코, 긴뜨기로 앞걸어뜨기 26 코, 한길긴뜨기로 

뒤걸어뜨기 34 코, 한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 38 코, 꼭짓점 2 코 사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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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긴 변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로 뒤걸어뜨기 기둥코로 연결 [P1] 

*짧은 변: 꼭짓점 2 코 사슬에 (긴뜨기, 사슬 2 코, 긴뜨기),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뒤걸어뜨기,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 x14,  

(다음 코에 긴뜨기로 뒤걸어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로 앞걸어뜨기) x2,  

(다음 13 코에 짧은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로 앞걸어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로 뒤걸어뜨기) x2,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뒤걸어뜨기) x5,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로 뒤걸어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로 앞걸어뜨기) x2) x3,  

다음 13 코에 짧은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로 앞걸어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로 뒤걸어뜨기) x2,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뒤걸어뜨기) x14 [P2] 

 

긴 변: 꼭짓점 2 코 사슬에 (긴뜨기, 사슬 2 코, 긴뜨기),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뒤걸어뜨기,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 x13,  

(다음 코에 긴뜨기로 뒤걸어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로 앞걸어뜨기) x2,  

(다음 13 코에 짧은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로 앞걸어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로 뒤걸어뜨기) x2,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뒤걸어뜨기) x5,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로 뒤걸어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로 앞걸어뜨기) x2) x4,  

다음 13 코에 짧은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로 앞걸어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로 뒤걸어뜨기) x2,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뒤걸어뜨기) x13 *[P3,4] 

 

*부터 *까지 2 번 반복하고 마지막 한길긴뜨기로 뒤걸어뜨기는 생략한다. 

한길긴뜨기로 뒤걸어뜨기 기둥코에 빼뜨기로 연결한다. 

콧수:  

짧은 변: 짧은뜨기 52 코, 긴뜨기 2 코, 긴뜨기로 뒤걸어뜨기 16 코, 긴뜨기로 앞걸어뜨기 16 코, 한길긴뜨기로 

뒤걸어뜨기 43 코, 한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 46 코, 꼭짓점 2 코 사슬 1 개 

긴 변: 짧은뜨기 65 코, 긴뜨기 2 코, 긴뜨기로 뒤걸어뜨기 20 코, 긴뜨기로 앞걸어뜨기 20 코, 한길긴뜨기로 

뒤걸어뜨기 46 코, 한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 50 코, 꼭짓점 2 코 사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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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사슬 1 코, 같은 코에 짧은뜨기, 다음 코에 짧은뜨기 [P1] 

*짧은 변: 꼭짓점 2 코 사슬에 (짧은뜨기, 사슬 2 코, 짧은뜨기), 다음 175 코에 짧은뜨기 [P2] 

 

긴 변: 꼭짓점 2 코 사슬에 (짧은뜨기, 사슬 2 코, 짧은뜨기), 다음 203 코에 짧은뜨기 *[P3,4] 

 

*부터 *까지 2 번 반복하고 마지막 짧은뜨기 2 코는 생략한다. 

첫 번째 짧은뜨기코에 연결하고 매듭지어 마무리한다. 

콧수: 짧은 변: 짧은뜨기 177 코, 꼭짓점 2 코 사슬 1 개  

긴 변: 짧은뜨기 205 코, 꼭짓점 2 코 사슬 1 개 

 

 

 

 

파트 6 끝 

 

편물 크기: 

DK(Double Knitting) 실, 4mm G 코바늘:  

짧은 변: 41.5 인치/105cm 

긴 변: 49 인치/124.5cm 

 

Aran 실, 5.5mm 코바늘:  

짧은 변: 53 인치/134cm 

긴 변: 60 인치/152c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