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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언제, 어디서든 마음만 먹으면 여행할 수 있지만,

여름철 바캉스 시즌이 되면 여행이 더 기다려지는 건 왜일까요.

설렘의 계절, 여름이 왔어요-

자유를 꿈꾸며 떠난 여행지에서 때론 영감을 받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소중한 인연을 만나기도 하죠.

데일리라이크가 전해드리는 이번 ‘착한 쉼표’에서는 

여름 바캉스를 책임져줄 아이템부터 레시피까지 여름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담았어요.

어느 여름날의 푸르른 기억으로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조금은 느려도 괜찮아요. 따라오세요- 

에디터 편지



2017 여름패턴 컨셉스토리

무더운 여름, 바다로 나가 수영하는 것을 좋아해요. 

신기한 바닷속 물고기 구경을 실컷 하고 나서 은빛 모래에 기대어 푸른 하늘을 보는 것 또한

저만의 여름휴가 보내기 방법의 하나에요.

바다에 몸을 맡긴 채 여름 특유의 맑은 햇빛 사이로 예쁜 구름 구경을 하다 문득 

위에서 보는 지금 이 모습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사람이 수영하는 모습, 줄지어 있는 파라솔과 상점들 -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도 구름 못지않게 예쁠 것 같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바다 밖을 나온 나른한 어느 여름날의 이야기에요.



여름을 노래하다.

무더운 어느 여름, 

일상에서의 자유를 꿈꾸는 이들에게 

추천하는 데일리라이크 여름 아이템.

클린 세트 - 01 
Nature : leaf

아이폰 7 케이스 - 12 With you 실리콘 냄비받침 - 04 몬스테라

손수건 - 26 Crocodile : light

Hand towel (2pcs) - 02 Happy day swan

Masking Tape Single - 89 Beluga



리플 이불세트(홑이불 + 패드 + 베개2) - 03 Feather

데일리 텀블러 - 04 Whale

포토앨범 ver.3 - 06 Pelican

데일리 모닝 컵 - 05 Goose

2017 리버시블 백 - 04 The  warm scent

칫솔꽂이 - 01 Duck

트레블 월렛 - 03 Play with me



재료 
패브릭, 접착솜, 코튼 리본, 실, 바늘, 시침핀,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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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브릭을 접어서 길이 12cm, 폭 1.5cm 끈을 만
들어 상침 해주세요. 

0.5cm 정도의 시접을 남기고 자른 뒤, 안쪽으로 
파인 부분(v)은 가위밥을 넣어주세요.

만들어진 끈과 코튼 리본을 원하는 위치에 반으로 
접어 넣고 시침핀으로 고정해주세요.

창구멍을 공구르기로 막아주세요.
여름철, 활용도가 높은 포근한 냄비 받침 완성! 

만들고 싶은 패턴을 그려 선을 따라 잘라주세요.

창구멍을 남기고 박음질해주세요.

패브릭을 겉과 겉끼리 겹치고 패턴을 따라
그려주세요.

접착 솜을 패턴보다 0.1cm 정도 작게 재단한 후 
양쪽 면에 붙여주세요.

착한 레시피

무더운 여름, 혹시 입맛이 없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식사 시간을 즐겁게 도와줄 냄비 받침 레시피를 소개해드려요.

시원한 컬러 또는 패턴의 패브릭만 있다면 누구든 쉽게 만들 수 있는 냄비 받침!

요즘 같은 날씨엔 티 코스터 역할도 척척 해내는 실용적인 아이템이랍니다.

데일리라이크와 함께 식탁 위에 찾아온 여름을 맞이할 준비 모두 되셨나요? 

* 시접이 바깥쪽으로 나오게 넣어주세요. 

* 접착 솜을 붙일 때는 꾹꾹 눌러서 다려주세요.

식탁 위에 찾아온 구름 냄비 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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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밍고 아직 없으신가요?
사랑스러운 플라밍고가 데일리라이크에 

이렇게 많다는 사실- 아셨나요? 

아직 플라밍고 제품이 없으시다면 여기를 주목해주세요.

원하시는 제품만 고르시면, 

플라밍고 친구가 여러분을 찾아 갈 거예요. 

1티슈커버 - 13 Flamingo 1만1천원.   2카드월렛 - 05 Flamingo 1만8천원.   3비누 받침대 - 02 Flamingo 1만1천원.   4오븐장갑 - 04 Flamingo 1만4천
원.   5사이드 플레이트 - 04 Flamingo 1만1천원.   6데일리머그 ver.2 - 15 Flamingo 1만원.   7손거울(대) - 01 Flamingo 1만2천원.   8라이크 삭스 - 02 
Flamingo 4천9백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