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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라이크는�라이프스타일�브랜드로써�여러분의�일상에�함께�하기를�원합니다.

에디터 편지

이불 밖은 위험해!
코 끝을 시리는 차가운 바람이 스치는 계절이 왔어요.
추운 날씨 속, 몸은 더욱 움츠러들고 집안 나만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난 것 같아요.
포근한 이불 속에 누워 하루 종일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영화를 보는 건
이 계절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닐까요.
집 밖을 나가지 않아도 아껴두었던 식기들을 꺼내어 나만의 홈 카페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때론 아무 생각 없이 손뜨개질을 해보기도 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 계절,
이불 밖은 위험하지만 집안에서 즐길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에 따뜻한 일상을 보내요.

모달(Modal) 침구 세트

Modal bedding set
좋은 소재로 만든 모달 이불 사용해 보셨나요? 신혼부부는 물론 피부가 민감한 우리 아
이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고급 소재인 모달(100%) 침구 세트를 데일리라이크에서 만나보
실 수 있어요! 부드러운 촉감 때문에 한번 사용해보신 분들이라면 재 구매율이 높은 제품
으로 모달의 부드러운 촉감 때문에 잠자리가 편안할 뿐만 아니라 원단의 흡습력도 탁월
해 사계절 이불로 사랑받고 있어요. 뒤척이는 밤잠으로 일상에 지친 여러분께 추천드려
요. 새로운 활력을 주는 모달 이불로 침실 인테리어를 완성해보세요!

BOTANICAL_White / BOTANICAL_Gray

모달(Modal)이란?

밤나무에서 얻어지는 섬유로 모달에 기타 섬유나 면을 혼용해서 침구, 손수건, 목욕가운, 속옷 이너 웨어에 많
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면보다 물 흡수력이 무려 50%이상 많고 면보다 촉감이 부드러운 소재입니다. 피부에
닿는 면이 부드럽고 뛰어난 통기성으로 시원함과 쾌적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집으로 초대해요

집순이들을 위한

Best item

‘인스피리언스’라는 신조어는 집안을 뜻하는 ‘indoor’와 경험을 뜻하는 ‘experience’의 합성어에요. 1인 가구가 늘어나
고 욜로(YOLO, You Only Live Once) 라이프가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자신의 생활을 소중히 여기는 현상이 확산되
고 있는 요즘, 인스피리언스족은 이런 추세에 맞춰 자기계발에 몰두하고 긍정적인 활동을 펼치기도 해요. 데일리라이크
가 추천하는 집순이들을 위한 추천 아이템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애니멀 커트러리 폭스

데일리머그ver.2 - 18 lesser panda

실리콘 냄비받침 - 04 몬스테라 / 실리콘 코스터 2P - 02 오크

# 홈카페

책을 읽고 싶어지는 공간, 깔끔한 식기와 개성 있는 커트러리를 이용하면 인기
있는 카페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모던한 화이트 색감의 티 테이블
과 바닥에 부드러운 러그를 깔고 푹신한 쿠션을 몇 개 놓아둔다면 감성적인 나
만의 홈 카페를 만들 수 있어요.

Stitch patch set

DIY KIT - 08 테리 캣

DIY KIT - 05 테리 폭스

# 홈메이드

혼자만의 조용한 명상도 좋지만, 손으로 만드는 즐거움으로 치유하는 힐링은
어떨까요. 조금 서툴어도 어느새 만드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핸드메이드 라이
프를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와 피로에 지친 사람들이 온전한 나만의 공
간에서 오로지 나를 위한 취미를 누릴 수 있도록 데일리라이크에서 준비한 따
뜻한 감성을 담은 DIY KIT를 즐겨보세요.

페이퍼스트로우로 만드는 가랜드

착한 레시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파티를 즐길 일이 많은 연말,
셀프 홈 파티에서 가랜드는 아주 유용하게 쓰이죠?
종이나 원단으로 삼각 플래그 가랜드를 만들어도 좋지만,
좀 더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눈에 띌 수 있는 페이퍼스트로우를
활용한 가랜드 레시피에 대해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

▶

페이퍼스트로우를 짧은 길이로 잘라 주세요.
19.8cm의 종이 빨대를 6.6cm로 잘라주면 딱 맞
게 3등분으로 나뉘어요.

재료
페이퍼스트로우, 가위, 바늘, 실, 자

▶

▶

모두 자른 후의 모습입니다.

원하시는 디자인의 페이퍼스트로우를 길이에 맞
게 가위로 잘라주세요.

▶

잘라놓은 페이퍼스트로우의 정 가운데인 3.3cm
위치에 실을 꿴 바늘을 찔러 통과시켜주세요.

▶

같은 방법으로 잘라 둔 페이퍼스트로우를 모두 통
과시켜주세요.

▶

원하는 모양을 생각하시면서 페이퍼스트로우를 번갈아 통과시켜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진 가랜드를 사진과 같은 모양으로 잡아주면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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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설레게 하는

Party Time!

2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
6

연말에 소중한 사람들과 파티 계획 많이 세우시죠?
요즘엔 집에서 소소하게 직접 꾸며 즐기는
파티 문화가 대세인 만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할
데일리라이크 파티 제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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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토 프롭스 - 05 크리스마스 9천8백원. 2 Paper straw - 15 Red ring 2천원. 3 노트카드 - 02 Winter fox 2천원. 4 월 데코 스티커 - 04 골드 스타 9천8
백원. 5 데일리 스티커 - 12 파티 1천5백원. 6 Bon napkin - 11 Woods 2천원. 7 Masking tape single - 74 Oblique line : red 2천4백원. 8 가랜드- 05 크리
스마스 4천9백원.(11월 중 오픈 예정)

서울/경기
세로수길점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길 27-8
문의 070 8670 7062
영업시간 11:00~21:00
신세계백화점 하남점
1층 / 문의 031 8072 1735
영업시간 10:30~21:00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지하 2층 / 문의 02 2210 9739
영업시간 11:00~21:30
동대문현대씨티아울렛점
2층 / 문의 02 2283 2206
영업시간 11:00~23:00
동대문점(원단 및 부자재 판매)
서울시 종로구 종로 266
동대문종합시장 B동 6069/6070호
문의 02 2285 1990

현대백화점 판교점
3층 / 문의 031 5170 2472
영업시간 10:30~20:00(금,토,일 20:30) 영업시간 9:30~18:00(일요일 휴무)

대구/경북

부산/경남

동성로점
대구시 중구 동성로 5길 55
문의 053 428 2309

신세계백화점 김해점
2층 / 문의 055 272 1352
영업시간 10:30~20:00(금,토,일 21:00)

영업시간 12:00~21:00
현대백화점 대구점
7층 / 문의 053 245 2750
영업시간 10:30~20:00(금,토,일 20:30)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교보 핫트렉스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
6층 / 문의 053 661 6631
습니다. 자세한 매장정보는 홈페이지를
영업시간 10:30~20:00(금,토,일 21:00) 참고해주세요.(www.dailylike.co.kr)

매달 9일 그날 이벤트
매달 9일은 전 상품 10% 할인쿠폰이 지
급됩니다. (9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
우 그다음 평일에 진행, 오프라인 브랜드
데이는 각 지점으로 문의해주세요!)

매달 19일 앱 전용 이벤트
앱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

매주 오픈하는 신상 20% 할인
신상 원단은 매주 월요일, 신상품은 매주

(자세한 사항은 앱을 참고해 주세요!)

금요일 오픈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INSTAGRAM ID:dailylike_official
데일리라이크의 감성 사진과 함께 신상품

BLOG www.dailylike.blog.me
고객님들의 쏘잉라이프에 도움을 드리
고자 정기적으로 팁과 레시피, 다양한

DAILYLIKE APP
데일리라이크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할인

소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및 행사를 공지해 드립니다.

혜택과 신상품 소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