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avelry Store: Johanna Lindahl Designs|Etsy Shop: MijoCrochetDesigns 
Blog:mijocrochet.se| Facebook: Mijo Crochet | Instagram: @mijocrochet 

 
Copyright Mijo Crochet 2017. Reproduction and publication of pictures and pattern is not allowed. 

1 
 Lost in Time  

Design by Johanna Lindahl  

 

 

 
 

 
 

 

 

  

https://www.ravelry.com/stores/johanna-lindahl-designs
https://www.etsy.com/shop/MijoCrochetDesigns
http://www.mijocrochet.se/
https://www.facebook.com/mijocrochet/
https://www.instagram.com/mijocrochet/


 

 
 

 
Ravelry Store: Johanna Lindahl Designs|Etsy Shop: MijoCrochetDesigns 
Blog:mijocrochet.se| Facebook: Mijo Crochet | Instagram: @mijocrochet 

 
Copyright Mijo Crochet 2017. Reproduction and publication of pictures and pattern is not allowed. 

2 
 

• 각 단을 마무리 한 후, 매번 작품을 뒤집어 새로운 단을 시작하세요.  

 

• 한 단의 첫 시작, 사슬 3 개는 한길긴뜨기 1 개로 칩니다.  

 

• 한 단의 첫 시작, 사슬 1 개는 한 코로 치지 않습니다.  

 

• 입체적인 것 보다 조금 더 단조로운 작품을 원하시는 경우,  

이 도안에 모든 팝콘뜨기는 한길긴뜨기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 

사슬 4, 첫 번째 사슬에 빼뜨기하여 링 만들기. 

 
 

1 단 

사슬 3, 시작 링에 {한길긴뜨기 4, 사슬 2, 한길긴뜨기 5} 

 

[한 면에 한길긴뜨기 5] 

 
 

2 단 

사슬 3, 시작코에 한길긴뜨기 2. 사슬-2 공간까지 모든 한길긴뜨기에 한길긴뜨기 1. 

사슬-2 공간에 {한길긴뜨기 2, 사슬 2, 한길긴뜨기 2}. 

모든 한길긴뜨기에 한길긴뜨기 1. 이전(1) 단 시작코 세 번째 사슬에 한길긴뜨기 3.  

 

[한 면에 한길긴뜨기 9] 

 
 

3 단 

사슬 3, 시작코에 한길긴뜨기 2. 사슬-2 공간까지 모든 한길긴뜨기에 한길긴뜨기 1 

사슬-2 공간에 {한길긴뜨기 2, 사슬 2, 한길긴뜨기 2}. 

모든 한길긴뜨기에 한길긴뜨기 1. 이전(2) 단 시작코 세 번째 사슬에 한길긴뜨기 3. 

 

[한 면에 한길긴뜨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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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 

사슬 4, 시작코에 한길긴뜨기 1. 한 쪽 면의 마지막 한길긴뜨기까지 (사슬 1, 한길긴뜨기 한 

개 건너뛰고, 다음 한길긴뜨기에 한길긴뜨기 1) 반복.   

사슬 1, 다음 사슬-2 공간에 {한길긴뜨기 1, 사슬 2, 한길긴뜨기 1}. 

사슬 1, 다음 한길긴뜨기에 한길긴뜨기 1. 마지막에서 세 번째 한길긴뜨기 까지 (사슬 1, 

한길긴뜨기 한 개 건너뛰고, 다음 한길긴뜨기에 한길긴뜨기 1) 반복. 사슬 1, 한길긴뜨기 한 

개 건너뛰고, 이전(3) 단 시작코 세 번째 사슬에 {한길긴뜨기 1, 사슬 1, 한길긴뜨기 1}.  

 

[한 면에 한길긴뜨기 9, 사슬-1 공간 8] 

 
 

5 단 

사슬 1, 시작코에 짧은뜨기 1. 한 쪽 면의 마지막 사슬-1 공간까지 (사슬 1, 다음 사슬-1 

공간에 짧은뜨기 1) 반복.  

사슬 1, 다음 사슬-2 공간에 {짧은뜨기 1, 사슬 2, 짧은뜨기 1}.  

마지막 사슬-1 공간까지 (사슬 1, 다음 사슬-1 공간에 짧은뜨기 1) 반복. 

사슬 1, 이전(4) 단 시작코 세 번째 사슬에 짧은뜨기 1.  

 

[한 면에 짧은뜨기 10, 사슬-1 공간 9]     

 
 

6 단 

사슬 3, 시작코에 한길긴뜨기 1.  

한 쪽 면의 마지막 사슬-1 공간까지 (사슬 1, 다음 사슬-1 

공간에 한길긴뜨기 1) 반복.  

사슬 1, 다음 사슬-2 공간에 {한길긴뜨기 2, 사슬 2, 

한길긴뜨기 2}. 

마지막 사슬-1 공간까지 (사슬 1, 다음 사슬-1 공간에 한길긴뜨기 1) 반복.  

사슬 1, 마지막 짧은뜨기에 한길긴뜨기 2.  

 

[한 면에 한길긴뜨기 13, 사슬-1 공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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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 

사슬 1, 시작코에 짧은뜨기 2. 한 쪽 면의 마지막 사슬-1 

공간까지 (사슬 1, 다음 사슬-1 공간에 짧은뜨기 1) 반복. 

사슬 1, 한길긴뜨기 한 개 건너뛰고, 다음 한길긴뜨기에 

짧은뜨기 1.  

다음 사슬-2 공간에 {짧은뜨기 1, 사슬 2, 짧은뜨기 1}.  

다음 한길긴뜨기에 짧은뜨기 1. 마지막 사슬-1 공간까지 

(사슬 1, 다음 사슬-1 공간에 짧은뜨기 1) 반복.  

사슬 1, 이전(6) 단 시작코 세 번째 사슬에 짧은뜨기 2. 

 

[한 면에 짧은뜨기 14, 사슬-1 공간 11] 

 

8 단 

사슬 4, 시작코에 한길긴뜨기 1. 한 쪽 면의 마지막 사슬-1 

공간까지 (사슬 1, 다음 사슬-1 공간에 한길긴뜨기 1) 반복. 사슬 

1, 짧은뜨기 한 개 건너뛰고, 다음 짧은뜨기에 한길긴뜨기 1.  

사슬 1, 다음 사슬-2 공간에 {한길긴뜨기 1, 사슬 2, 한길긴뜨기 1}. 

사슬 1, 다음 짧은뜨기에 한길긴뜨기 1. 마지막 사슬-1 공간까지 

(사슬 1, 다음 사슬-1 공간에 한길긴뜨기 1) 반복.  

사슬 1, 마지막 짧은뜨기에 {한길긴뜨기 1, 사슬 1, 한길긴뜨기 1}.  

 

[한 면에 한길긴뜨기 15, 사슬-1 공간 14] 

 
 

9 단 

사슬 1, 시작코에 짧은뜨기 1.  

한 쪽 면의 마지막 사슬-1 공간까지 (사슬 1, 다음 사슬-1 공간에 짧은뜨기 1) 반복.  

사슬 1, 다음 사슬-2 공간에 {짧은뜨기 1, 사슬 2, 짧은뜨기 1}. 

마지막 사슬-1 공간까지 (사슬 1, 다음 사슬-1 공간에 짧은뜨기 1) 반복.  

사슬 1, 이전(8) 단 시작코 세 번째 사슬에 짧은뜨기 1. 

 

[한 면에 짧은뜨기 16, 사슬-1 공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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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단 

사슬 4, 시작코에 한길긴뜨기 1. 사슬 1, 다음 짧은뜨기에 팝콘뜨기.  

한 쪽 면의 마지막 짧은뜨기까지  

(사슬 1, 다음 짧은뜨기에 한길긴뜨기 1, 사슬 1, 다음 짧은뜨기에 팝콘뜨기 1) 반복.  

사슬 1, 다음 사슬-2 공간에 {한길긴뜨기 1, 사슬 2, 한길긴뜨기 1}. 

사슬 1, 다음 짧은뜨기에 팝콘뜨기. 마지막에서 두 번째  짧은뜨기까지 (사슬 1, 다음 

짧은뜨기에 한길긴뜨기 1, 사슬 1, 다음 짧은뜨기에 팝콘뜨기 1) 반복. 사슬 1, 마지막 

짧은뜨기에 {한길긴뜨기 1, 사슬 1, 한길긴뜨기 1}. 

 

[한 면에 한길긴뜨기 10, 팝콘뜨기 8. 한길긴뜨기와 팝콘뜨기 사이마다 사슬 1] 

 
 

11 단 

사슬 4, 한 쪽 면의 마지막 한길긴뜨기까지 (다음 한길긴뜨기에 {한길긴뜨기 1, 사슬 2, 

한길긴뜨기 1}) 반복.  

다음 사슬-2 공간에 {한길긴뜨기 1, 사슬 2, 한길긴뜨기 1}. 

마지막에서 두 번째 한길긴뜨기까지 (다음 한길긴뜨기에 {한길긴뜨기 1, 사슬 2, 한길긴뜨기 

1}) 반복. 사슬 1, 이전(10) 단 시작코 세 번째 사슬에 한길긴뜨기 1. 

 

[한 면에 사슬-1 공간 1, 사슬-2 공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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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단 

사슬 3, 시작코에 한길긴뜨기 1. 다음 사슬-2 공간에 한길긴뜨기 8, 한 쪽 면의 마지막 사슬-

2 공간까지 (사슬-2 공간 한 개 건너뛰고, 다음 사슬-2 공간에 한길긴뜨기 8) 반복.  

다음 사슬-2 공간에 {한길긴뜨기 1, 사슬 2, 한길긴뜨기 1}. 

다음 사슬-2 공간에 한길긴뜨기 8, 마지막 사슬-2 공간까지 (사슬-2 공간 한 개 건너뛰고, 

다음 사슬-2 공간에 한길긴뜨기 8) 반복. 이전(11) 단 시작코 세 번째 사슬에 한길긴뜨기 2. 

 

[한 면에 8 개-한길긴뜨기 그룹 5] 

 

 

 

 

13 단 

 

Tip: 첫 부채꼴 모양을 시작하기 전,  

 두번째 한길긴뜨기에도 앞걸어뜨기를 하셨는지 

 꼭 확인하세요!! 

 

사슬 3, 시작코에 한길긴뜨기 2. 한 쪽 면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한길긴뜨기까지 모든 한길긴뜨기에 앞걸어뜨기 1.  

다음 사슬-2 공간에 {한길긴뜨기 3, 사슬 2, 한길긴뜨기 3}.  

한길긴뜨기 한 개 건너뛰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한길긴뜨기까지 모든 한길긴뜨기에 

앞걸어뜨기 1. 마지막 한길긴뜨기에 한길긴뜨기 3.  

 

[한 면에 한길긴뜨기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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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단 

 

사슬 3, 시작코에 한길긴뜨기 2. 다음 3 개의 한길긴뜨기에 각각 뒤걸어뜨기 1.  

12 단의 첫 8 개-한길긴뜨기 그룹이 시작되기 직전 공간에 팝콘뜨기(사진 1).  

12 단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8 개-한길긴뜨기 그룹까지 (한길긴뜨기 한 개 건너뛰고, 다음 

7 개의 한길긴뜨기에 각각 뒤걸어뜨기 1 개씩, 12 단의 8 개-한길긴뜨기 두 그룹 사이에 

팝콘뜨기(사진 2)) 반복.  한길긴뜨기 한 개 건너뛰고, 다음 7 개의 한길긴뜨기에 각각 

뒤걸어뜨기 1 개씩, 12 단의 마지막 8 개-한길긴뜨기 그룹과 마지막 한길긴뜨기 그룹 사이에 

팝콘뜨기. 한길긴뜨기 한 개 건너뛰고, 다음 2 개의 한길긴뜨기에 각각 뒤걸어뜨기 1 개씩.  

 

다음 사슬-2 공간에 {한길긴뜨기 2, 사슬 2, 한길긴뜨기 2}. 

 

다음 2 개의 한길긴뜨기에 각각 뒤걸어뜨기 1 개씩, 한길긴뜨기 한 개 건너뛰고,  

12 단의 첫 한길긴뜨기 그룹과 첫 8 개-한길긴뜨기 그룹 사이에 팝콘뜨기.  

12 단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8 개-한길긴뜨기 그룹까지 (다음 7 개의 한길긴뜨기에 각각 

뒤걸어뜨기 1 개씩, 한길긴뜨기 한 개 건너뛰고, 12 단의 8 개-한길긴뜨기 두 그룹 사이에 

팝콘뜨기(사진 2)) 반복.  

다음 7 개의 한길긴뜨기에 각각 뒤걸어뜨기 1 개씩, 한길긴뜨기 한 개 건너뛰고,  

12 단의 마지막 8 개-한길긴뜨기 그룹과 마지막 한길긴뜨기 그룹 사이에 팝콘뜨기.  

다음 3 개의 한길긴뜨기에 각각 뒤걸어뜨기 1,  

이전(13) 단의 시작코 세 번째 사슬에 한길긴뜨기 3.  

 

[한 면에 팝콘뜨기 6, 한길긴뜨기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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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단 

 

사슬 4, 시작코에 한길긴뜨기 1.  

(사슬 1, 한길긴뜨기 한 개 건너뛰고, 다음 한길긴뜨기에 앞걸어뜨기 1) 2 회 반복.  

사슬 1, 한길긴뜨기 한 개 건너뛰고, 다음 팝콘에 한길긴뜨기 1.  

한 쪽 면의 마지막 팝콘까지 ((사슬 1, 한길긴뜨기 한 개 건너뛰고, 다음 한길긴뜨기에 

앞걸어뜨기 1) 3 회 반복, 사슬 1, 한길긴뜨기 한 개 건너 뛰고, 다음 팝콘에 한길긴뜨기 1) 

반복. (사슬 1, 한길긴뜨기 한 개 건너뛰고, 다음 한길긴뜨기에 앞걸어뜨기 1) 2 회 반복. 

 

사슬 1, 다음 사슬-2 공간에 {한길긴뜨기 1, 사슬 2, 한길긴뜨기 1}  

 

사슬 1, 다음 한길긴뜨기에 앞걸어뜨기 1. 사슬 1, 한길긴뜨기 한 개 건너뛰고, 다음 

한길긴뜨기에 앞걸어뜨기 1, 사슬 1, 한길긴뜨기 한 개 건너뛰고, 다음 팝콘에 한길긴뜨기 1. 

마지막 팝콘까지 ((사슬 1, 한길긴뜨기 한 개 건너뛰고, 다음 한길긴뜨기에 앞걸어뜨기 1) 

3 회 반복, 사슬 1, 한길긴뜨기 한 개 건너뛰고, 다음 팝콘에 한길긴뜨기 1) 반복.  

(사슬 1, 한길긴뜨기 한 개 건너뛰고, 다음 한길긴뜨기에 앞걸어뜨기 1) 2 회 반복.  

사슬 1, 한길긴뜨기 한 개 건너뛰고,   

이전(14) 단 시작코 세 번째 사슬에 {한길긴뜨기 1, 사슬 1, 한길긴뜨기 1}. 

 

[한 면에 한길긴뜨기 28, 사슬-1 공간 27] 

 
 

16 단 

 

사슬 1, 시작코에 짧은뜨기 1.   

한 쪽 면의 마지막 사슬-1 공간까지 (사슬 1, 다음 사슬-1 공간에 짧은뜨기 1) 반복. 

사슬 1, 다음 사슬-2 부분에 {짧은뜨기 1, 사슬 2, 짧은뜨기 1}. 

마지막 사슬-1 공간까지 (사슬 1, 다음 사슬-1 공간에 짧은뜨기 1).  

사슬 1, 이전(15) 단 시작코 세 번째 사슬에 짧은뜨기 1. 

  

[한 면에 짧은뜨기 29, 사슬-1 공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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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단 

사슬 3, 시작코에 한길긴뜨기 1.  

한 쪽 면의 마지막 사슬-1 공간까지 (사슬 1, 다음 사슬-1 공간에 한길긴뜨기 1) 반복.  

사슬 1, 다음 사슬-2 공간에 {한길긴뜨기 2, 사슬 2, 한길긴뜨기 2}. 

마지막 사슬-1 공간까지 (사슬 1, 다음 사슬-1 공간에 한길긴뜨기 1) 반복. 

사슬 1, 마지막 짧은뜨기에 한길긴뜨기 2.  

 

[한 면에 한길긴뜨기 32, 사슬-1 공간 29] 

 
 

18 단 

사슬 1, 시작코에 짧은뜨기 2. 

한 쪽 면의 마지막 사슬-1 공간까지 (사슬 1, 다음 사슬-1 공간에 짧은뜨기 1) 반복.  

사슬 1, 한길긴뜨기 한 개 건너뛰고, 다음 한길긴뜨기에 짧은뜨기 1.  

다음 사슬-2 공간에 {짧은뜨기 1, 사슬 2, 짧은뜨기 1}. 

다음 한길긴뜨기에 짧은뜨기 1.  

마지막 사슬-1 공간까지 (사슬 1, 다음 사슬-1 공간에 짧은뜨기 1) 반복.  

사슬 1, 이전(17) 단 시작코 세 번째 사슬에 짧은뜨기 2. 

 

[한 면에 짧은뜨기 33, 사슬-1 공간 30] 

 
 

19 단 

사슬 4, 시작코에 한길긴뜨기 1.  

한 쪽 면의 마지막 사슬-1 공간까지 (사슬 1, 다음 사슬-1 공간에 한길긴뜨기 1) 반복.  

사슬 1, 짧은뜨기 한 개 건너뛰고, 다음 짧은뜨기에 한길긴뜨기 1.  

사슬 1, 다음 사슬-2 공간에 {한길긴뜨기 1, 사슬 2, 한길긴뜨기 1}. 

사슬 1, 다음 짧은뜨기에 한길긴뜨기 1.  

마지막 사슬-1 공간까지 (사슬 1, 다음 사슬-1 공간에 한길긴뜨기 1) 반복.  

사슬 1, 마지막 짧은뜨기에 {한길긴뜨기 1, 사슬 1, 한길긴뜨기 1}. 

 

[한 면에 한길긴뜨기 34, 사슬-1 공간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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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단 

사슬 1, 시작코에 짧은뜨기 1.  

한 쪽 면의 마지막 사슬-1 공간까지 (사슬 1, 다음 사슬-1 공간에 짧은뜨기 1) 반복. 

사슬 1, 다음 사슬-2 공간에 {짧은뜨기 1, 사슬 2, 짧은뜨기 1}. 

마지막 사슬-1 공간까지 (사슬 1, 다음 사슬-1 공간에 짧은뜨기 1) 반복.  

사슬 1, 이전(19) 단 시작코 세 번째 사슬에 짧은뜨기 1. 

 

[한 면에 짧은뜨기 35, 사슬-1 공간 34] 

 
 

21 단 

사슬 1, 시작코에 짧은뜨기 1.  

한 쪽 면의 마지막 사슬-1 공간까지 (사슬 1, 다음 사슬-1 공간에 짧은뜨기 1) 반복.  

사슬 1, 다음 사슬-2 공간에 {짧은뜨기 1, 사슬 2, 짧은뜨기 1}. 

마지막 사슬-1 공간까지 (사슬 1, 다음 사슬-1 공간에 짧은뜨기 1) 반복. 

사슬 1, 마지막 짧은뜨기에 짧은뜨기 1. 

 

[한 면에 짧은뜨기 36, 사슬-1 공간 35] 

 
 

22 단 

사슬 4, 시작코에 한길긴뜨기 1. 사슬 1, 다음 짧은뜨기에 팝콘뜨기,  

한 쪽 면의 마지막 짧은뜨기까지 (사슬 1, 다음 짧은뜨기에 한길긴뜨기 1, 사슬 1, 다음 

짧은뜨기에 팝콘뜨기) 반복.  
 

사슬 1, 다음 사슬-2 공간에 {한길긴뜨기 1, 사슬 2, 한길긴뜨기 1}. 
 

사슬 1, 다음 짧은뜨기에 팝콘뜨기,  

마지막에서 두 번째 짧은뜨기까지 (사슬 1, 다음 짧은뜨기에 한길긴뜨기 1, 사슬 1, 다음 

짧은뜨기에 팝콘뜨기) 반복.  

사슬 1, 마지막 짧은뜨기에 {한길긴뜨기 1, 사슬 1, 한길긴뜨기 1}. 

 

[한 면에 한길긴뜨기 20, 팝콘뜨기 18. 한길긴뜨기와 팝콘뜨기 사이마다 사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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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단 

사슬 4, 한 쪽 면의 마지막 한길긴뜨기까지 (다음 한길긴뜨기에 {한길긴뜨기 1, 사슬 2, 

한길긴뜨기 1}) 반복.  

다음 사슬-2 부분에 {한길긴뜨기 1, 사슬 2, 한길긴뜨기 1}. 

마지막에서 두 번째 한길긴뜨기까지 (다음 한길긴뜨기에 {한길긴뜨기 1, 사슬 2, 한길긴뜨기 

1}) 반복. 사슬 1, 이전(22) 단 시작코 세 번째 사슬에 한길긴뜨기 1.  

 

[한 면에 사슬-1 공간 1, 사슬-2 공간 19] 

 

 

 

24 단 

사슬 3, 시작코에 한길긴뜨기 1. 다음 사슬-2 공간에 한길긴뜨기 8. 

한 쪽 면의 마지막 사슬-2 공간까지  

(사슬-2 공간 한 개 건너뛰고, 다음 사슬-2 공간에 한길긴뜨기 8) 반복.  

다음 사슬-2 공간에 {한길긴뜨기 1, 사슬 2, 한길긴뜨기 1}. 

다음 사슬-2 공간에 한길긴뜨기 8, 마지막 사슬-2 공간까지 (사슬-2 공간 한 개 건너뛰고, 

다음 사슬-2 공간에 한길긴뜨기 8) 반복, 이전(23) 단 시작코 세 번째 사슬에 한길긴뜨기 2. 

 

[한 면에 8 개-한길긴뜨기 그룹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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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단 

사슬 3, 시작코에 한길긴뜨기 2.  

한 쪽 면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한길긴뜨기까지  

모든 한길긴뜨기에 앞걸어뜨기 1.  
 

다음 사슬 2 공간에  

{한길긴뜨기 3, 사슬 2, 한길긴뜨기 3}. 
 

한길긴뜨기 한 개 건너뛰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한길긴뜨기까지 모든 한길긴뜨기에 앞걸어뜨기 1.  

마지막 한길긴뜨기에 한길긴뜨기 3. 

 

[한 면에 한길긴뜨기 87] 

 
 

26 단 

사슬 3, 시작코에 한길긴뜨기 2. 다음 3 개의 한길긴뜨기에 각각 뒤걸어뜨기 1 개씩.  

24 단의 첫 8 개-한길긴뜨기 그룹 전에 팝콘뜨기(사진 1).  

한 쪽 면의 24 단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8 개-한길긴뜨기 그룹까지  

(한길긴뜨기 한 개 건너뛰고, 다음 7 개의 한길긴뜨기에 뒤걸어뜨기 각각 1 개씩,  

24 단의 두 8 개-한길긴뜨기 그룹 사이에 팝콘뜨기(사진 2)) 반복.  

한길긴뜨기 한 개 건너뛰고, 다음 7 개의 한길긴뜨기에 뒤걸어뜨기 각각 1 개씩,  

24 단의 마지막 8 개-한길긴뜨기 그룹과 마지막 한길긴뜨기 그룹 사이에 팝콘뜨기.  

한길긴뜨기 한 개 건너뛰고, 다음 2 개의 한길긴뜨기에 뒤걸어뜨기 각각 1 개씩.  

 

다음 사슬 2 공간에 {한길긴뜨기 2, 사슬 2, 한길긴뜨기 2}. 

 

다음 2 개의 한길긴뜨기에 뒤걸어뜨기 각각 1 개씩, 한길긴뜨기 한 개 건너뛰고, 24 단의 첫 

한길긴뜨기 그룹과 첫 8 개-한길긴뜨기 그룹 사이에 팝콘뜨기. 24 단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8 개-한길긴뜨기 그룹까지 (다음 7 개의 한길긴뜨기에 뒤걸어뜨기 각각 1 개씩, 한길긴뜨기 

한 개 건너뛰고, 24 단의 두 8 개-한길긴뜨기 그룹 사이에 팝콘뜨기)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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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7 개의 한길긴뜨기에 뒤걸어뜨기 각각 1 개씩, 한길긴뜨기 한 개 건너뛰고, 24 단의 

마지막 8 개-한길긴뜨기 그룹과 마지막 한길긴뜨기 그룹 사이에 팝콘뜨기. 다음 3 개의 

한길긴뜨기에 뒤걸어뜨기 각각 1 개씩, 이전(25) 단 시작코 세 번째 사슬에 한길긴뜨기 3.  

 

[한 면에 팝콘뜨기 11, 한길긴뜨기 80] 

 

 

 

 
 

숄이 원하는 사이즈가 될 때 까지 15~26 단을 반복하세요.  

마무리 단에 들어가기 전에 26 단으로 끝났는지 꼭 확인하세요. 

 

 

  

https://www.ravelry.com/stores/johanna-lindahl-designs
https://www.etsy.com/shop/MijoCrochetDesigns
http://www.mijocrochet.se/
https://www.facebook.com/mijocrochet/
https://www.instagram.com/mijocrochet/


 

 
 

 
Ravelry Store: Johanna Lindahl Designs|Etsy Shop: MijoCrochetDesigns 
Blog:mijocrochet.se| Facebook: Mijo Crochet | Instagram: @mijocrochet 

 
Copyright Mijo Crochet 2017. Reproduction and publication of pictures and pattern is not allowed. 

14 
 

마무리 

 

각 단을 다 뜨신 후에는 항상 뒤집어주세요.  

마무리 1 단은 뒷 면에서 시작됩니다.  

 

 

마무리 1 단 

 

사슬 4, 시작코에 한길긴뜨기.  

한 쪽 면의 마지막 팝콘까지 (사슬 5, 다음 팝콘에 

{한길긴뜨기 1 + 사슬 2 + 한길긴뜨기 1}) 반복. 사슬 5. 
 

다음 사슬-2 공간에 {한길긴뜨기 1, 사슬 2, 한길긴뜨기 1}. 
 

마지막 팝콘까지 (사슬 5, 다음 팝콘에 {한길긴뜨기 1 + 사슬 2 + 한길긴뜨기 1}) 반복. 

사슬 5, 이전 단 시작코의 세 번째 사슬에 {한길긴뜨기 1, 사슬 1, 한길긴뜨기 1}.  

 

 

 

마무리 2 단 

 

사슬 3, 시작코에 한길긴뜨기 1. 다음 사슬-1 공간에 한길긴뜨기 4.  

한 쪽 면의 마지막 사슬-2 공간까지 (다음 사슬-2 공간에 한길긴뜨기 8) 반복. 
 

다음 사슬-2 공간에 {한길긴뜨기 5, 사슬 2, 한길긴뜨기 5}.  
 

마지막 사슬-2 공간까지 (다음 사슬-2 공간에 한길긴뜨기 8) 반복. 

다음 사슬-1 공간에 한길긴뜨기 4,  

이전 단(마무리 1 단) 시작코의 세 번째 사슬에 한길긴뜨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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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3 단 

 

숄에 테슬을 달지 않으시려면,  

숄의 꼭지점(시작과 끝)에 사슬과 빼뜨기 대신 피코뜨기를 하세요.  

 

사슬 6, 시작코에 짧은뜨기 1. 다음 4 개의 한길긴뜨기에 각각 앞 쪽 반코에 빼뜨기 

1 개씩(사진 1). (한길긴뜨기 한 개 건너뛰고, 한길긴뜨기 그룹 두 개 사이에 마무리 1 단과 

마무리 2 단을 함께 잡아 {짧은뜨기 1,  사슬 2 개짜리 피코뜨기, 짧은뜨기 1} (사진 2, 3).  

 

한 쪽 면의 마지막 8 개-한길긴뜨기 그룹까지 (한길긴뜨기 한 개 건너뛰고, 다음 6 개의 

한길긴뜨기에 각각 앞 쪽 반코에 빼뜨기 1 개씩, 한길긴뜨기 한 개 건너뛰고,  한길긴뜨기 두 

그룹 사이에 마무리 1 단과 마무리 2 단을 함께 잡아 {짧은뜨기 1,  사슬 2 개짜리 피코뜨기, 

짧은뜨기 1}) 반복.   

 

한길긴뜨기 한 개 건너뛰고, 다음 4 개의 한길긴뜨기에 각각 앞 쪽 반코에 빼뜨기 한 개씩, 

사슬 2, 다음 4 개의 한길긴뜨기에 각각 앞 쪽 반코에 빼뜨기 한 개씩. 한길긴뜨기 한 개 

건너뛰고, 한길긴뜨기 그룹 두 개 사이에 마무리 1 단과 마무리 2 단을 함께 잡아 (짧은뜨기 

1,  사슬 2 개짜리 피코뜨기, 짧은뜨기 1).  

 

마지막 8 개-한길긴뜨기 그룹까지 (한길긴뜨기 한 개 건너뛰고, 다음 6 개의 한길긴뜨기에 

각각 앞 쪽 반코에 빼뜨기 1 개씩, 한길긴뜨기 한 개 건너뛰고, 한길긴뜨기 두 그룹 사이에 

마무리 1 단과 마무리 2 단을 함께 잡아 {짧은뜨기 1,  사슬 2 개짜리 피코뜨기, 짧은뜨기 1}) 

반복.   

 

한길긴뜨기 한 개 건너뛰고, 다음 4 개의 한길긴뜨기에 각각 앞 쪽 반코에 빼뜨기 한 개씩. 

이전 단(마무리 2 단) 시작코 세 번째 사슬에 {짧은뜨기 1, 사슬 5, 짧은뜨기 1}. 

 

숄의 꼭지점 사슬 공간에 테슬이나 프린지를 달아 완성하세요.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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