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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prising Shawl Pin 

 

 

저는 크기, 디자인, 색깔에 상관없이 모든 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숄과 함께 할 핀을 항상 찾습니다.  

이제까지 저에게 어울리는 멋지고 시크하고 적당한 가격의 핀을 찾지 못했습니다. 

My-triangle-shawl을 디자인하면서 적당한 핀을 찾다가 멋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숄 핀 패턴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즉시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핀을 숄에 

달아줄 고정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를 시도했고 그 다음에… … 

왜 우리가 이전에는 이 생각을 못했을까요?? 

꽈배기바늘 세트에 눈이 갔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어떤가요? 숄 핀으로 아주 좋지 않나요? 

이것이 숄 핀을 만들어내게 된 이야기 입니다… 

이 핀은 미니 CAL인 My Triangle Shawl 의 파트 3에서 소개됩니다.  

모든 도안은 제 블로그에 포스팅 될 것이며(이메일을 등록하면 업데이트 상황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레이블리와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업로드됩니다.  

http://hatchalotsarit.co.il/
http://www.ravelry.com/people/saritgrinberg
https://www.facebook.com/hatchalotsa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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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페이스북 그룹이나, 이번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페이스북 그룹인 CAL-CROCHET 

ALONG 에 사진이나 조언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는 

#hatchalot_simply_create 를 태그하시면 됩니다. 

이 도안은 선대, 로미엣이 번역했습니다.  

 

도안과 일정, 필요한 재료는 여기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파트 1 – 숄의 몸통 도안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파트 2 – 폼폼 테두리는 여기 서 볼 수 있습니다. 

재료: 

각자 원하는 색상의 실(각자 가지고 있는 실) – 저는 Medium 4 실 100g/205m (224 야드) 

사용했습니다. 

코바늘 – 실에 맞는 코바늘보다 약간 가는 사이즈 코바늘을 추천합니다. – 저는 4.5mm 

코바늘을 사용했습니다. 

꽈배기 바늘 세트 

약어: 

ch - 사슬뜨기 

sl st – 빼뜨기 

sc – 짧은뜨기 

dc – 긴뜨기  

P – 사진 

https://www.facebook.com/groups/1695414864015506/?fref=ts
https://www.facebook.com/groups/668646249929007/?fref=ts
https://www.facebook.com/groups/668646249929007/?fref=ts
https://www.instagram.com/hatchalot_simply_create/
http://hatchalotsarit.co.il/my-triangle-shawl-mini-cal/
http://www.ravelry.com/patterns/library/my-triangle-shawl-mini-cal
http://hatchalotsarit.co.il/mini-cal-my-triangle-shawl-part-1-main-shawl/
http://hatchalotsarit.co.il/mini-cal-my-triangle-shawl-part-2-pompon-b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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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 

사슬 15코, 1번째 코에 빼뜨기해서 원을 만든다.  



1단: 

Tip: 실 끝을 감싸주면서 뜨면 깔끔하게 보입니다.  

사슬 1코 (콧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 안에 짧은뜨기 40코, 1번째 짧은뜨기코에 

빼뜨기로 연결 (짧은뜨기 40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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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 

사슬 1코 ((콧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번째 코 건너뛰기,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건너뛴 코에 한길긴뜨기 (교차뜨기 완성), (다음 코 건너뛰기,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건너뛴 코에 한길긴뜨기) 19번 반복, 1번째 한길긴뜨기코에 빼뜨기로 연결 

(교차뜨기 20개) 

 





실을 자르고 매듭지어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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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 숄 핀의 놀라운 부분입니다… 

숄을 여미고 싶은 곳에 이 숄 핀을 올리고 꽈배기 바늘 하나를 고르세요.  

꽈배기바늘을 숄 핀 안 쪽으로 찔러 넣고, 숄을 통과한 후 다시 숄 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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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셨나요? 꽈배기 바늘을 숄 핀의 고정핀으로 사용합니다!! 

멋지지않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완성 사진을 공유해주세요. 저를 태그 해서, 놀라운 숄 핀이 달린 triangle shawl을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행복할 것 같아요…. 

 

Simply create…. 

Sar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