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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이름: Spiked Punch 

종류: 코바늘 모티브 

크기: 12인치 모티브 

실: 10ply 

바늘: 5.5mm 

게이지: 4단까지 약 3.75인치 

마지막 단 콧수: 모서리당 짧은뜨기 39코와 꼭짓점 2코 사슬 
 

 
 

특수 용어 

스파이크 스티치 – 지정된 코에 바늘을 넣고, 코를 빼서, 뜨고 있는 단까지 끌어 올린 후, 

실을 걸고 바늘에 있는 2코를 한번에 뺀다. 

(Tip: 스파이크 스티치를 할 때 코를 충분히 끌어올려서 편물이 안 쪽으로 말리지 않게 

합니다.) 
 
기둥코 짧은뜨기 – 한 단을 시작할 때, 코바늘에 매듭을 짓고, 지정된 코에 바늘을 넣은 후, 
실을 걸고 코를 뺀다. 다시 실을 걸고 바늘에 있는 2코를 한번에 뺀다.  
(Tip: 기둥코 세우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지정된 코에 빼뜨기, 사슬 1코, 짧은뜨기 
1코를 떠도 괜찮습니다.) 
 
기둥코 한길긴뜨기 – 한 단을 시작할 때, 코바늘에 매듭을 짓고, 매듭을 엄지 손가락이나 
다른 손가락으로 고정시킨 채, 실을 걸고 매듭과 같이 잡은 채로 지정된 코에 바늘을 
넣는다. 실을 걸고 코를 빼낸 다음, 조심스럽게 실을 걸고 바늘에 있는 코를 2코씩 2번 
빼낸다.  
(Tip: 기둥코 세우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지정된 코에 빼뜨기, 사슬 3코를 떠도 
괜찮습니다. 사슬 3코를 첫번째 한길긴뜨기코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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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자 안내사항 
매 단은 전 단의 실과 같은 실로 시작합니다. 실을 바꾸려면, [괄호] 안의 추가 안내사항을 
확인하세요.  
 

사진 도안 
everytrickonthehook.com에 공개된 오리지널 도안에는 코와 코의 위치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도안의 마지막 부분에 사진 설명이 있습니다. 
설명은 사진에 표시된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열되고, 사선(/) 표시로 
구분됩니다. 
 

도안 시작 
 

매직루프 만들기 
 

1단: 사슬 1코, (매직루프에 짧은뜨기, 사슬 3코) 4번 반복, 매직루프 오므리고, 첫번째 

짧은뜨기코에 빼뜨기로 연결, 매듭짓지 않는다.  
 

짧은뜨기 4코, 3코 사슬 4개 
 

2단: 다음 3코 사슬에 빼뜨기, 사슬 3코(이번 단과 이후 모든 단에서 첫번째 

한길긴뜨기코에 포함), 같은 3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사슬 2코, 한길긴뜨기 2코), 

[사슬 1코, 다음 짧은뜨기코 건너뛰기, 다음 3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2코, 사슬 2코, 

한길긴뜨기 2코)] 3번 반복, 사슬 1코, 첫번째 한길긴뜨기코에 빼뜨기로 연결한다. 
 

한길긴뜨기 16코(모서리당 한길긴뜨기 4코), 1코 사슬 4개, 꼭짓점 2코 사슬 4개 
 

3단: 다음 한길긴뜨기코에 빼뜨기, 다음 2코 사슬에 빼뜨기, 같은 2코 사슬에 사슬 1코, 

짧은뜨기, [색을 변경하는 경우: 꼭짓점 2코 사슬에 기둥코 짧은뜨기], 사슬 2코, 같은 2코 

사슬에 짧은뜨기, *^사슬 2코, 다음 한길긴뜨기 2코 건너뛰기, 다음 1코 사슬에 짧은뜨기, 

사슬 2코, 다음 한길긴뜨기 2코 건너뛰기,^다음 2코 사슬에 (짧은뜨기, 사슬 2코, 

짧은뜨기)*  

*부터 *까지 2번 반복하고 ^부터 ^까지 1번 더 반복한다.  

첫번째 짧은뜨기코에 빼뜨기로 연결한다. 
 

짧은뜨기 12코(모서리당 3코), 2코 사슬 12개(꼭짓점 4개 포함, 모서리당 2개) 
 

4단: 다음 2코 사슬에 빼뜨기, 사슬 3코, [색을 변경하는 경우: 꼭짓점 2코 사슬에 기둥코 

한길긴뜨기], 같은 2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사슬 2코, 한길긴뜨기 2코), *^[다음 

짧은뜨기코 건너뛰기, 다음 2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3코] 2번 반복, 다음 짧은뜨기코 

건너뛰기,^꼭짓점 2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2코, 사슬 2코, 한길긴뜨기 2코)*  

*부터 *까지 2번 반복하고 ^부터 ^까지 1 번 더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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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한길긴뜨기코에 빼뜨기로 연결한다. 
 

한길긴뜨기 40코(모서리당 10코), 꼭짓점 2코 사슬 4개 
 

게이지를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권장 굵기의 실과 5.5mm 코바늘을 사용했다면, 

모티브의 모서리 길이가 대략 3.75 인치가 되어야 합니다. 모티브의 크기가 거의 

3.75 인치이면, 완성했을 때 크기가 거의 12 인치 정도 됩니다. 크기가 대략 3.75 인치가 

되지 않는다면, 알맞은 크기의 코바늘로 바꿔서 다시 시작하세요.  
 

Tip: 스파이크 스티치는 전 단 위쪽에 뜨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 

짧은뜨기의 위치를 알려드립니다. 짧은뜨기는 첫번째 한길긴뜨기코, 한길긴뜨기 3코 

그룹의 가운데 한길긴뜨기코, 모서리의 마지막 한길긴뜨기코에 뜹니다. 
 

5단: 다음 한길긴뜨기코에 빼뜨기, 같은 코(모서리의 마지막 한길긴뜨기코)에 사슬 1코, 

짧은뜨기, [색을 변경하는 경우: 모서리의 마지막 한길긴뜨기코에 기둥코 짧은뜨기] 

*꼭짓점 2코 사슬에 (짧은뜨기, 사슬 2코, 짧은뜨기), 다음 한길긴뜨기코에 짧은뜨기, 

[바로 아래 3단에서 건너뛴 짧은뜨기코에 스파이크 스티치 2코, 스파이크 스티치가 덮은 

한길긴뜨기 2코 건너뛰기, 다음 한길긴뜨기코에 짧은뜨기] 3번 반복 

*부터 *까지 3번 반복하고 마지막 짧은뜨기는 생략한다.  

첫번째 짧은뜨기코에 빼뜨기로 연결한다. 
 

모서리당 12코 

스파이크 스티치 24코 (모서리당 6코), 짧은뜨기 24코(모서리당 6코), 꼭짓점 2코 사슬 

4개 
 

6단: 앞 단에서 연결한 코에 사슬 1코, 짧은뜨기, [색을 변경하는 경우: 앞 단에서 연결한 

코에 기둥코 짧은뜨기], *^사슬 1코, 다음 짧은뜨기코 건너뛰기, 꼭짓점 2코 사슬에 

(짧은뜨기, 사슬 2코, 짧은뜨기), 사슬 1코, 다음 짧은뜨기코 건너뛰기, [다음 짧은뜨기코에 

짧은뜨기, 사슬 2코, 다음 스파이크 스티치 2코 건너뛰기] 3번 반복,^다음 짧은뜨기코에 

짧은뜨기*  

*부터 *까지 2번 반복하고 ^부터 ^까지 1번 더 반복한다.  

첫번째 짧은뜨기코에 빼뜨기로 연결한다. 
 

모서리당 14코(사슬코 포함) 

짧은뜨기 24코(모서리당 6코), 2코 사슬 16개(꼭짓점 4개 포함, 모서리당 3개), 1코 

사슬 8개(모서리당 2개) 
 

7단: 다음 1코 사슬에 빼뜨기, 사슬 3코, [색을 변경하는 경우: 앞 단에서 연결한 코 왼쪽에 

있는 1코 사슬에 기둥코 한길긴뜨기], 같은 1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다음 짧은뜨기코 

건너뛰기, 꼭짓점 2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2코, 사슬 2코, 한길긴뜨기 2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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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뜨기코 건너뛰기, 다음 1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2코, [다음 짧은뜨기코 건너뛰기, 다음 

2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3코] 3번 반복, 다음 짧은뜨기코 건너뛰기,^ 다음 1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2코*  

*부터 *까지 2번 반복하고 ^부터 ^까지 1번 더 반복한다.  

첫번째 한길긴뜨기코에 빼뜨기로 연결한다. 
 

모서리당 17코 

한길긴뜨기 68코(모서리당 17코), 꼭짓점 2코 사슬 4개 
 

8단: 다음 한길긴뜨기코에 빼뜨기, 같은 코에 사슬 1코, 짧은뜨기, [색을 변경하는 경우: 앞 

단에서 연결한 코 바로 왼쪽에 있는 한길긴뜨기코에 기둥코 짧은뜨기, 이 한길긴뜨기코는 

모서리 끝에서 3번째 한길긴뜨기코] *다음 한길긴뜨기 2코에 짧은뜨기, 꼭짓점 2코 

사슬에 (짧은뜨기, 사슬 2코, 짧은뜨기), 다음 한길긴뜨기 3코에 짧은뜨기, [바로 아래 

6단에서 건너뛴 짧은뜨기코에 스파이크 스티치 2코, 스파이크 스티치가 덮은 한길긴뜨기 

2코 건너뛰기, 다음 한길긴뜨기코에 짧은뜨기] 4번 반복* 

*부터 *까지 3번 반복하고 마지막 짧은뜨기코는 생략한다. 

첫번째 짧은뜨기코에 빼뜨기로 연결한다. 
 

모서리당 19코 

스파이크 스티치 32코(모서리당 8코), 짧은뜨기 44코(모서리당 11코), 꼭짓점 2코 사슬 

4개 
 

9단: 앞 단에서 연결한 코에 사슬 1코, 짧은뜨기, [색을 변경하는 경우: 앞 단에서 연결한 

코에 기둥코 짧은뜨기], *사슬 1코, 다음 짧은뜨기코 건너뛰기, 다음 짧은뜨기코에 

짧은뜨기, 사슬 1코, 다음 짧은뜨기코 건너뛰기, 꼭짓점 2코 사슬에 (짧은뜨기, 사슬 2코, 

짧은뜨기), [사슬 1코, 다음 짧은뜨기코 건너뛰기, 다음 짧은뜨기코에 짧은뜨기] 2번 반복, 

[사슬 2코, 다음 스파이크 스티치 2코 건너뛰기, 다음 짧은뜨기코에 짧은뜨기] 4번 반복*  

*부터 *까지 3번 반복하고 마지막 짧은뜨기코는 생략한다. 

첫번째 짧은뜨기코에 빼뜨기로 연결한다. 
 

모서리당 21코(사슬코 포함) 

짧은뜨기 36코(모서리당 9코), 2코 사슬 20개(꼭짓점 4개 포함, 모서리당 4개), 1코 

사슬 16개(모서리당 4개) 
 

10단: 다음 1코 사슬에 빼뜨기, 사슬 3코, [색을 변경하는 경우: 앞 단에서 연결한 코 

왼쪽에 있는 1코 사슬에 기둥코 한길긴뜨기], 같은 1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다음 

짧은뜨기코 건너뛰기, 다음 1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2코, *^다음 짧은뜨기코 건너뛰기, 

꼭짓점 2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2코, 사슬 2코, 한길긴뜨기 2코), [다음 짧은뜨기코 

건너뛰기, 다음 1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2코] 2번 반복, [다음 짧은뜨기코 건너뛰기, 다음 

2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3코] 4번 반복,^[다음 짧은뜨기코 건너뛰기, 다음 1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2코] 2번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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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까지 2번 반복하고 ^부터 ^까지 1번 더 반복한다.  

첫번째 한길긴뜨기코에 빼뜨기로 연결한다. 
 

모서리당 24코 

한길긴뜨기 96코(모서리당 24코), 꼭짓점 2코 사슬 4개 
 

11단: 다음 한길긴뜨기코에 빼뜨기, 같은 코에 사슬 1코, 짧은뜨기, [색을 변경하는 경우:  

앞 단에서 연결한 코 바로 왼쪽에 있는 한길긴뜨기코에 기둥코 짧은뜨기, 이 

한길긴뜨기코는 모서리 끝에서 5번째 한길긴뜨기코], *다음 한길긴뜨기 4코에 짧은뜨기, 

꼭짓점 2코 사슬에 (짧은뜨기, 사슬 2코, 짧은뜨기), 다음 한길긴뜨기 5코에 짧은뜨기, 

[바로 아래 9단에서 건너뛴 짧은뜨기코에 스파이크 스티치 2코, 스파이크 스티치가 덮은 

한길긴뜨기 2코 건너뛰기, 다음 한길긴뜨기코에 짧은뜨기] 5번 반복* *부터 *까지 3번 

반복하고 마지막 짧은뜨기는 생략한다. 

첫번째 짧은뜨기코에 빼뜨기로 연결한다. 
 

모서리당 26코 

스파이크 스티치 40코(모서리당 10코), 짧은뜨기 64코(모서리당 16코), 꼭짓점 2코 

사슬 4개 
 

12단: 앞 단에서 연결한 코에 사슬 1코, 짧은뜨기, [색을 변경하는 경우: 앞 단에서 연결한 

코에 기둥코 짧은뜨기], *[사슬 1코, 다음 짧은뜨기코 건너뛰기, 다음 짧은뜨기코에 

짧은뜨기] 2번 반복, 사슬 1코, 다음 짧은뜨기코 건너뛰기, 꼭짓점 2코 사슬에 (짧은뜨기, 

사슬 2코, 짧은뜨기), [사슬 1코, 다음 짧은뜨기코 건너뛰기, 다음 짧은뜨기코에 짧은뜨기] 

3번 반복, [사슬 2코, 다음 스파이크 스티치 2코 건너뛰기, 다음 짧은뜨기코에 짧은뜨기] 

5번 반복* 

*부터 *까지 3번 반복하고, 마지막 짧은뜨기는 생략한다.  

첫번째 짧은뜨기코에 빼뜨기로 연결한다. 
 

모서리당 28코(사슬코 포함) 

짧은뜨기 48코(모서리당 12코), 2코 사슬 24개(꼭짓점 4개 포함, 모서리당 5개), 1코 

사슬 24개(모서리당 6개) 
 

13단: 다음 1코 사슬에 빼뜨기, 사슬 3코, [색을 변경하는 경우: 앞 단에서 연결한 코에 

왼쪽에 있는 1코 사슬에 기둥코 한길긴뜨기], 같은 1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다음 

짧은뜨기코 건너뛰기, 다음 1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2코] 2번 반복, *^다음 짧은뜨기코 

건너뛰기, 다음 꼭짓점 2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2코, 사슬 2코, 한길긴뜨기 2코), [다음 

짧은뜨기코 건너뛰기, 다음 1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2코] 3번 반복, [다음 짧은뜨기코 

건너뛰기, 다음 2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3코] 5번 반복,^ [다음 짧은뜨기코 건너뛰기, 다음 

1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2코] 3번 반복*  

*부터 *까지 2번 반복하고^부터 ^까지 1 번 더 반복한다. 

첫번째 한길긴뜨기코에 빼뜨기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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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서리당 31코 

한길긴뜨기 124코(모서리당 31코), 꼭짓점 2코 사슬 4개 
 

14단: 다음 한길긴뜨기코에 빼뜨기, 같은 코에 사슬 1코, 짧은뜨기, [색을 변경하는 경우:  

앞 단에서 연결한 코 바로 왼쪽에 있는 한길긴뜨기코에 기둥코 짧은뜨기, 이 

한길긴뜨기코는 모서리 끝에서 7번째 한길긴뜨기코], *다음 한길긴뜨기 6코에 짧은뜨기, 

꼭짓점 2코 사슬에 (짧은뜨기, 사슬 2코, 짧은뜨기), 다음 한길긴뜨기 7코에 짧은뜨기, 

[바로 아래 12단에서 건너뛴 짧은뜨기코에 스파이크 스티치 2코, 스파이크 스티치가 덮은 

한길긴뜨기 2코 건너뛰기, 다음 한길긴뜨기코에 짧은뜨기] 6번 반복* *부터 *까지 3번 

반복하고 마지막 짧은뜨기는 생략한다. 

첫번째 짧은뜨기코에 빼뜨기로 연결한다. 
 

모서리당 33코 

스파이크 스티치 48코(모서리당 12코), 짧은뜨기 84코(모서리당 21코), 꼭짓점 2코 

사슬 4개 
 

15단: 사슬 3개, [색을 변경하는 경우: 앞 단에서 연결한 코에 기둥코 한길긴뜨기], 다음 

짧은뜨기 7코에 한길긴뜨기, *꼭짓점 2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2코, 사슬 2코, 한길긴뜨기 

2코), 다음 꼭짓점까지 짧은뜨기코와 스파이크 스티치코에 한길긴뜨기* 

*부터 *까지 3번 반복하고, 첫번째 한길긴뜨기코까지 다시 반복한다. 

첫번째 한길긴뜨기코에 빼뜨기로 연결한다. 
 

모서리당 37코 

한길긴뜨기 148코(모서리당 37코), 꼭짓점 2코 사슬 4개 
 

16단: 앞 단에서 연결한 코에 사슬 1코, 짧은뜨기, [색을 변경하는 경우: 앞 단에서 연결한 

코에 기둥코 짧은뜨기], 다음 한길긴뜨기 9코에 짧은뜨기, *꼭짓점 2코 사슬에 (짧은뜨기, 

사슬 2코, 짧은뜨기), 다음 꼭짓점까지 각 한길긴뜨기코에 짧은뜨기*  

*부터 *까지 3번 반복하고, 첫번째 짧은뜨기코까지 다시 반복한다.  

첫번째 짧은뜨기코에 빼뜨기로 연결한다. 
 

모서리당 39코 

짧은뜨기 156코(모서리당 39코), 꼭짓점 2코 사슬 4개 
 

매듭지어 마무리한다. 

 

사진 도안 설명: 
 
 

1단: 매직루프에 (짧은뜨기, 사슬 3코)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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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 3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2코, 사슬 2코, 한길긴뜨기 2코)/사슬 1코, 짧은뜨기코 

건너뛰기 

3단:  꼭짓점 2코 사슬에 (짧은뜨기, 사슬 1코, 짧은뜨기) / 사슬 2코 / 1코 사슬에 

짧은뜨기 / 사슬 2코 

4단: 꼭짓점 2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2코, 사슬 2코, 한길긴뜨기 2코) / 2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3코 

5단: 꼭짓점 2코 사슬에 (짧은뜨기, 사슬 1코, 짧은뜨기) / 마지막 한길긴뜨기코에 

짧은뜨기 / 가운데 한길긴뜨기코에 짧은뜨기/ 3단 짧은뜨기코에 스파이크 스티치 2코 / 

첫번째 한길긴뜨기코에 짧은뜨기 

6단: (꼭짓점 2코 사슬에 짧은뜨기, 사슬 1코, 짧은뜨기) / 사슬 1코, 짧은뜨기코 건너뛰기 

/ 사슬 2코, 스파이크 스티치 건너뛰기 / 짧은뜨기코에 짧은뜨기 / 사슬 1코, 짧은뜨기코 

건너뛰기 

7단: 꼭짓점 2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2코, 사슬 2코, 한길긴뜨기 2코) / 1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2코 / 2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3코 / 1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2코 

8단: 꼭짓점 2코 사슬에 (짧은뜨기, 사슬 1코, 짧은뜨기) / 마지막 한길긴뜨기 3코에 

짧은뜨기 / 가운데 한길긴뜨기코에 짧은뜨기 / 6단 짧은뜨기코에 스파이크 스티치 2코 / 

첫번째 한길긴뜨기 3코에 짧은뜨기 

9단: 꼭짓점 2코 사슬에 (짧은뜨기, 사슬 1코, 짧은뜨기) / 사슬 1코, 짧은뜨기코 건너뛰기 

/ 사슬 2코, 스파이크 스티치 건너뛰기 / 짧은뜨기코에 짧은뜨기 / 사슬 1코, 짧은뜨기코 

건너뛰기 

10단: 꼭짓점 2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2코, 사슬 2코, 한길긴뜨기 2코) / 1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2코 / 2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3코 / 1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2코 

11단: 꼭짓점 2코 사슬에 (짧은뜨기, 사슬 1코, 짧은뜨기) / 마지막 한길긴뜨기 5코에 

짧은뜨기 / 가운데 한길긴뜨기코에 짧은뜨기 / 9단 짧은뜨기코에 스파이크 스티치 2코 / 

첫번째 한길긴뜨기 5코에 짧은뜨기 

12단: 꼭짓점 2코 사슬에 (짧은뜨기, 사슬 1코, 짧은뜨기) / 사슬 1코, 짧은뜨기코 

건너뛰기 / 사슬 2코, 스파이크 스티치 건너뛰기 / 짧은뜨기코에 짧은뜨기 / 사슬 1코, 

짧은뜨기코 건너뛰기 

13단: 꼭짓점 2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2코, 사슬 2코, 한길긴뜨기 2코) / 1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2코 / 2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3코 / 1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2코 
14단: 꼭짓점 2코 사슬에 (짧은뜨기, 사슬 1코, 짧은뜨기) / 마지막 한길긴뜨기 7코에 

짧은뜨기 / 가운데 한길긴뜨기코에 짧은뜨기 / 12단 짧은뜨기코에 스파이크 스티치 2코 / 

첫번째 한길긴뜨기 7코에 짧은뜨기 

15단: 꼭짓점 2코 사슬에 (한길긴뜨기 2코, 사슬 2코, 한길긴뜨기 2코) / 모서리 각 코에 

한길긴뜨기 

16단: 꼭짓점 2코 사슬에 (짧은뜨기, 사슬 2코, 짧은뜨기) / 모서리 각 코에 짧은뜨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