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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mond 
Earth 

 

 

2018 Crochet A Long CAL “Friends Around the World"의 일부로 디자인한 작품입니다. 

디자이너의 허가 없이 재생산, 배포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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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Worsted weight(샘플 사용 실: Colour Crafter Scheepjes Veenendaal, Zeeman Royal 로 대체 가능)  

-코바늘: 5mm 

 

용어(미국식): 

 

St, sts 코 BL 뒤이랑뜨기 

Ch 사슬 FL 앞이랑뜨기 

Sl-st 빼뜨기 BP 뒤걸어뜨기 

Sc 짧은뜨기 FP 앞걸어뜨기 

Hdc 긴뜨기 R 단 

Dc 한길긴뜨기 Yo 실 감기/실 걸기 

Tr 두길긴뜨기 Dc2tog 한길긴뜨기 2 코 

모아뜨기 

* * 별표 사이의 내용을 명시된 횟수만큼 반복합니다. 대부분 한 모서리 전체에 대한 설명이며 뜨기 

지시사항이 2 개 이상 들어있습니다.  

  

샘플 완성작 크기: 30cm(12 인치) 정사각형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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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 매직링으로 시작, 사슬 1 코(콧수에 포함 

안 됨), 짧은뜨기 6 코, 실 끝을 당겨 원 조이기, 

첫 짧은뜨기코에 빼뜨기 

   

(짧은뜨기 6 코)  

  

  

 

 

 

 
  

2 단: 사슬 1 코(콧수에 포함 안 됨), 모든 

코(짧은뜨기 6 코)에 짧은뜨기 2 코, 첫 

짧은뜨기코에 빼뜨기로 연결  

  

(짧은뜨기 12 코)  

  

 

3 단: 사슬 1 코(콧수에 포함 안 됨), 모든 

코(짧은뜨기 12 코)에 짧은뜨기로 뒤걸어뜨기, 

첫 짧은뜨기로 뒤걸어뜨기코에 빼뜨기 

  

(짧은뜨기로 뒤걸어뜨기 12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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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 사슬 1 코(콧수에 포함 안 됨), 모든 

코(짧은뜨기로 뒤걸어뜨기 12 코)에 짧은뜨기 

2 코, 첫 짧은뜨기코에 빼뜨기로 연결   

  

(짧은뜨기 24 코)  

  

  

5 단: 사슬 1 코(콧수에 포함 안 됨), 모든 

코(짧은뜨기 24 코)에 짧은뜨기로 뒤걸어뜨기, 

첫 짧은뜨기로 뒤걸어뜨기코에 빼뜨기로 연결 

   

(짧은뜨기로 뒤걸어뜨기 24 코)  

  

 

 

 

 

 

  

6 단: 사슬 3 코(콧수에 포함), 한길긴뜨기 2 코,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2 코, 사슬 2 코, 

한길긴뜨기 2 코)(꼭짓점), 한길긴뜨기 5 코* x3,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2 코, 사슬 2 코, 

한길긴뜨기 2 코), 한길긴뜨기 2 코, 3 코 

사슬의 맨 위에 빼뜨기로 연결 

 

(한길긴뜨기 20 코, 꼭짓점 (한길긴뜨기 2 코, 

사슬 2 코, 한길긴뜨기 2 코) x4)  

  

모서리: 한길긴뜨기 5 코, (한길긴뜨기 2 코, 

사슬 2 코, 한길긴뜨기 2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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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 사슬 3 코(콧수에 포함), 한길긴뜨기 

4 코,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2 코, 사슬 2 코, 

한길긴뜨기 2 코)(꼭짓점), 숨어있는 코 

건너뛰기, 한길긴뜨기 8 코* x3,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2 코, 사슬 2 코, 한길긴뜨기 

2 코), 숨어있는 코 건너뛰기, 한길긴뜨기 

3 코, 3 코 사슬의 맨 위에 빼뜨기로 연결 

  

(한길긴뜨기 32 코, 꼭짓점 (한길긴뜨기 2 코, 

사슬 2 코, 한길긴뜨기 2 코) x4)  

  

모서리: 한길긴뜨기 8 코, (한길긴뜨기 2 코, 

사슬 2 코, 한길긴뜨기 2 코) 

8 단:  정사각형 안에 또 다른 정사각형을 

만들게 됩니다. 

 

이 단은 특별히 더 집중해서 떠야 합니다. 

 

- 사슬 1 코(콧수에 포함 안 됨), 

*뒤로(오른쪽으로) 돌아가서 7 단의 4 번째 

한길긴뜨기코와 5 번째 코 사이에 짧은뜨기 

2 코 

 

-사슬 1 코, 다음 한길긴뜨기코(7 단의 5 번째 

한길긴뜨기코)에 짧은뜨기로 앞걸어뜨기 

 

-사슬 1 코, 6 단 꼭짓점의 첫 한길긴뜨기코 

이랑 바로 아래에 짧은뜨기로 앞걸어뜨기 

 

-사슬 1 코, 5 단 꼭짓점 사슬코(6 단 꼭짓점 

2 번째 코와 3 번째 코 사이)에 짧은뜨기 

 

-사슬 1 코, 6 단 꼭짓점의 마지막 한길긴뜨기코 

이랑 바로 아래에 짧은뜨기로 앞걸어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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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슬 1 코, 7 단 꼭짓점 왼쪽으로 4 번째 

한길긴뜨기코에 짧은뜨기로 앞걸어뜨기, 7 단 

5 번째 한길긴뜨기코에 빼뜨기, 사슬 1 코* 

 

-*부터 *까지 4 번 반복, 첫 짧은뜨기코에 

빼뜨기로 연결 

 

실 끊고 마무리 

 

 

 

 

 

 

 

 

 

 

 

 

 

  

9 단: 꼭짓점 사슬코에 실 연결  

 

사슬 1 코(콧수에 포함 안 됨) *꼭짓점 

사슬코에 (짧은뜨기 2 코, 사슬 2 코, 짧은뜨기 

2 코), 숨어있는 코 건너뛰기, 짧은뜨기 

10 코(짧은뜨기 10 코를 뜰 때 짧은뜨기 2 코가 

있는 7 단의 4 번째 한길긴뜨기코와 5 번째 코 

사이를 건너뛰게 됩니다.)* x4, 첫 

짧은뜨기코에 빼뜨기로 연결  

  

(짧은뜨기 40 코, 꼭짓점 (짧은뜨기 2 코, 사슬 

2 코, 짧은뜨기 2 코) x4)  

  

모서리: 짧은뜨기 10 코, (짧은뜨기 2 코, 사슬 

2 코, 짧은뜨기 2 코) 



 
English-VS Terms-7 

 

 
   

Brietna Copyright 2019. This pattern is only for personal use. The pattern and parts may not be 
reproduced. The pattern may not be published (online or in printed version), changed or sold. 

 

 

 

 

 

 

 

 

 

 

 

 

 

 

  

꼭짓점 사슬코로 빼뜨기 

 

10 단: 사슬 1 코(콧수에 포함 안 됨), *꼭짓점 

사슬코에 (짧은뜨기, 사슬 2 코, 짧은뜨기), 

긴뜨기로 뒤걸어뜨기 14 코* x4, 첫 

짧은뜨기코에 빼뜨기로 연결  

  

(긴뜨기로 뒤걸어뜨기 56 코, 꼭짓점 (짧은뜨기, 

사슬 2 코, 짧은뜨기) x4) 

  

모서리: 긴뜨기로 뒤걸어뜨기 14 코, (짧은뜨기, 

사슬 2 코, 짧은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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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짓점 사슬코로 빼뜨기 

 

11 단: 사슬 1 코(콧수에 포함 안 됨), *꼭짓점 

사슬코에 (긴뜨기, 사슬 2 코, 긴뜨기), 긴뜨기 

16 코* x4, 첫 긴뜨기코에 빼뜨기로 연결   

  

(긴뜨기 64 코, 꼭짓점 (긴뜨기, 사슬 2 코, 

긴뜨기) x4)   

  

모서리: 긴뜨기 16 코, (긴뜨기, 사슬 2 코, 

긴뜨기) 

  

꼭짓점 사슬코로 빼뜨기 

 

12 단: 사슬 1 코(콧수에 포함 안 됨) *(긴뜨기, 

사슬 2 코, 긴뜨기) 숨어있는 코 건너뛰기, 

긴뜨기 17 코* x4, 첫 긴뜨기코에 빼뜨기로 연결 

  

(긴뜨기 68 코, 꼭짓점 (긴뜨기, 사슬 2 코, 

긴뜨기) x4)   

  

 모서리: 긴뜨기 17 코, (긴뜨기, 사슬 2 코, 

긴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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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짓점 사슬코로 빼뜨기 

 

13 단: 사슬 1 코(콧수에 포함 안 됨)  

 

*꼭짓점 사슬코에 (짧은뜨기, 사슬 2 코, 

짧은뜨기), 

 

숨어있는 코 건너뛰기, 짧은뜨기, (10 단 

꼭짓점의 마지막 짧은뜨기코와 첫 번째 

긴뜨기로 뒤걸어뜨기코 사이에 두길긴뜨기, 

12 단의 다음 코에 짧은뜨기) x5, 

 

짧은뜨기, (10 단 7 번째 긴뜨기로 

뒤걸어뜨기코와 8 번째 코 사이에 두길긴뜨기, 

12 단의 다음 코에 짧은뜨기) x5, 

 

짧은뜨기, (10 단 마지막 긴뜨기로 

뒤걸어뜨기코와 꼭짓점의 첫 짧은뜨기코 

사이에 두길긴뜨기) x5* x4, 첫 짧은뜨기코에 

빼뜨기로 연결  

 

(두길긴뜨기 60 코+ 짧은뜨기 72 코, 꼭짓점 

(짧은뜨기, 사슬 2 코, 짧은뜨기) x4)  

  

모서리: 두길긴뜨기 15 코 + 짧은뜨기 18 코, 

(짧은뜨기, 사슬 2 코, 짧은뜨기) 

  

꼭짓점 사슬코로 빼뜨기 

 

14 단: 사슬 1 코(콧수에 포함 안 됨), *꼭짓점 

사슬코에 (짧은뜨기, 사슬 2 코, 짧은뜨기), 

긴뜨기로 뒤걸어뜨기, (긴뜨기로 뒤걸어뜨기, 

[다음 두길긴뜨기코와 짧은뜨기코에 동시에 

긴뜨기로 뒤걸어뜨기] x5) x3, 긴뜨기로 

뒤걸어뜨기* x4, 첫 짧은뜨기코에 빼뜨기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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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뜨기로 뒤걸어뜨기 80 코, 꼭짓점 

(짧은뜨기, 사슬 2 코, 짧은뜨기) x4)  

  

모서리: 긴뜨기로 뒤걸어뜨기 20 코, 

(짧은뜨기, 사슬 2 코, 짧은뜨기) 

  

꼭짓점 사슬코로 빼뜨기 

 

15 단: 사슬 1 코(콧수에 포함 안 됨), 

*꼭짓점 사슬코에 (짧은뜨기, 사슬 2 코, 

짧은뜨기), 짧은뜨기 22 코* x4, 첫 

짧은뜨기코에 빼뜨기로 연결  

  

(짧은뜨기 88 코, 꼭짓점 (짧은뜨기, 사슬 

2 코, 짧은뜨기) x4)  

  

모서리: 짧은뜨기 22 코, (짧은뜨기, 사슬 

2 코, 짧은뜨기) 

 

  

꼭짓점 사슬코로 빼뜨기 

 

16 단: 사슬 1 코(콧수에 포함 안 됨), 

*꼭짓점 사슬코에 (짧은뜨기, 사슬 2 코, 

짧은뜨기), 긴뜨기로 뒤걸어뜨기 24 코* x4, 

첫 짧은뜨기코에 빼뜨기로 연결  

  

(긴뜨기로 뒤걸어뜨기 96 코, 꼭짓점 

(짧은뜨기, 사슬 2 코, 짧은뜨기) x4)  

 

모서리: 긴뜨기로 뒤걸어뜨기 24 코, 

(짧은뜨기, 사슬 2 코, 짧은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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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짓점 사슬코로 빼뜨기 

 

17 단: 사슬 1 코(콧수에 포함 안 됨), 

*꼭짓점 사슬코에 (긴뜨기, 사슬 2 코, 

긴뜨기), 숨어있는 코 건너뛰기, 긴뜨기 

25 코* x4, 첫 긴뜨기코에 빼뜨기로 연결  

 

두 꼭짓점 사슬코 사이에 있는 2 번째, 

5 번째, 8 번째, 11 번째, 14 번째, 17 번째, 

20 번째, 23 번째, 26 번째 긴뜨기코에 

마커로 표시하면 19 단에서 쉽게 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긴뜨기 100 코, 꼭짓점 (긴뜨기, 사슬 2 코, 

긴뜨기) x4)  

 

모서리: 긴뜨기 25 코, (긴뜨기, 사슬 2 코, 

긴뜨기) 

 

 

  

꼭짓점 사슬코로 빼뜨기 

 

18 단: 사슬 1 코(콧수에 포함 안 됨), 

*(긴뜨기, 사슬 2 코, 긴뜨기), 긴뜨기 

27 코* x4, 첫 긴뜨기코에 빼뜨기로 연결 

  

(긴뜨기 108 코, 꼭짓점 (긴뜨기, 사슬 2 코, 

긴뜨기) x4)  

  

 모서리: 긴뜨기 27 코, (긴뜨기, 사슬 2 코, 

긴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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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짓점 사슬코로 빼뜨기 

 

19 단: 사슬 1 코(콧수에 포함 안 됨),  

*-꼭짓점 사슬코에 (긴뜨기, 사슬 2 코, 

긴뜨기), 긴뜨기, 17 단에서 표시한 첫 번째 

코에 두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 18 단의 

다음 코 건너뛰기, 긴뜨기 2 코, 

두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를 뜬 코에 다시 

두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 

  

-(17 단에서 표시한 다음 코에 

두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 18 단의 다음 

코 건너뛰기, 긴뜨기 2 코, 두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를 뜬 코에 다시 두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 x8, 긴뜨기*  

 

*부터 *까지 4 번 반복, 첫 긴뜨기코에 

빼뜨기로 연결 

  

(두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 72 코, 긴뜨기 

80 코, 꼭짓점 (긴뜨기, 사슬 2 코, 긴뜨기) 

x4)  

 

모서리: 두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 18 코, 

긴뜨기 20 코, (긴뜨기, 사슬 2 코, 긴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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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짓점 사슬코로 빼뜨기 

 

20 단: 사슬 1 코(콧수에 포함 안 됨) , 

*꼭짓점 사슬코에 (긴뜨기, 사슬 2 코, 

긴뜨기), 다음 긴뜨기 2 코에 긴뜨기, 

두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코에 

한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 긴뜨기 2 코, 

(두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 2 코에 

한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 2 코 모아뜨기, 

긴뜨기 2 코) x8, 마지막 두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코에 한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 

긴뜨기 2 코* x4, 첫 긴뜨기코에 빼뜨기로 

연결  

  

(한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 8 코, 

한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 2 코 모아뜨기 

32 코,  긴뜨기 88 코, 꼭짓점 (긴뜨기, 사슬 

2 코, 긴뜨기) x4)  

 

모서리: 한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 2 코, 

한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 2 코 모아뜨기 

8 코, 긴뜨기 22 코, (긴뜨기, 사슬 2 코, 

긴뜨기) 

  

  

꼭짓점 사슬코로 빼뜨기 

 

21 단: 사슬 1 코(콧수에 포함 안 됨), 

*(짧은뜨기, 사슬 2 코, 짧은뜨기), 

짧은뜨기로 뒤걸어뜨기 3 코, 

한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코에 짧은뜨기로 

뒤걸어뜨기, 짧은뜨기로 뒤걸어뜨기 2 코, 

(한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 2 코 

모아뜨기코에 짧은뜨기로 뒤걸어뜨기, 

짧은뜨기로 뒤걸어뜨기 2 코) x8, 

한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코에 짧은뜨기로 

뒤걸어뜨기, 짧은뜨기로 뒤걸어뜨기 3 코* 

x4, 첫 짧은뜨기코에 빼뜨기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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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뜨기로 뒤걸어뜨기 136 코, 꼭짓점 

(짧은뜨기, 사슬 2 코, 짧은뜨기) x4)  

  

모서리: 짧은뜨기로 뒤걸어뜨기 34 코, 

(짧은뜨기, 사슬 2 코, 짧은뜨기) 

 

꼭짓점 사슬코로 빼뜨기.  

 

22 단: 사슬 1 코(콧수에 포함 안 됨), 

*(긴뜨기, 사슬 2 코, 긴뜨기), 긴뜨기로 

앞걸어뜨기 36 코* x4, 첫 긴뜨기코에 

빼뜨기로 연결 

 

 

(긴뜨기로 앞걸어뜨기 144 코, 꼭짓점 

(긴뜨기, 사슬 2 코, 긴뜨기) x4)  

 

모서리: 긴뜨기로 앞걸어뜨기 36 코, 

(긴뜨기, 사슬 2 코, 긴뜨기) 

  

 

꼭짓점 사슬코로 빼뜨기. 

 

23 단: 사슬 1 코(콧수에 포함 안 됨), 

*(긴뜨기, 사슬 2 코, 긴뜨기), 긴뜨기로 

앞걸어뜨기 38 코* x4, 첫 긴뜨기코에 

빼뜨기로 연결, 매듭짓고 마무리 

  

(긴뜨기로 앞걸어뜨기 152 코, 꼭짓점 

(긴뜨기, 사슬 2 코, 긴뜨기) x4)  

  

모서리: 긴뜨기로 앞걸어뜨기 38 코, 

(긴뜨기, 사슬 2 코, 긴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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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브를 즐겁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디자인한 작품이고 앞으로도 계속 도전할 것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Friends Athe World CAL 3 의 다른 모티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calcrochetalong.com/ 

여러분이 만든 다른 버전도 보고싶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brietnablockeel 을 사용하거나 

페이스북 페이지(https://www.facebook.com/Brietna/)에 사진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저작권을 보유한 디자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임의로 복사, 재생산, 번역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이 디자인으로 만든 작품을 판매하거나 사진을 게시할 때 도안 출처와 웹사이트 링크 

(www.brietna.be)를 함께 언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Véronique Blocke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