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편지

고마워요! 오늘도
감사한 일이 참 많은 달입니다.

감사한 일이 많다는 건 주변에 감사한 이들이 가득하다는기쁜 소식이 아닐까요.

데일리라이크에서는 하루를 마감할 때 ‘오늘 하루도 감사했습니다.’ 라는 인사로 마무리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한 존재가 된다는 것. 감사함에 인색하지 않다는 것.
평소 무뚝뚝함에 표현 못한 감사함을 마음껏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데일리라이크가 전하는 감사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구매가 기부가 되는
착한 상품
데일리라이크의 착한 상품은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차원을 넘어 착한 소비를

지향합니다.

품질 좋은 제품의 중간 마진을 과감히 줄여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

며, 소비자는 제품 가격의 1%를 기부하는 데일리라이크의 특별한 기부 프로젝
트입니다. 이렇게 모아진 기부금은 ‘디딤씨앗통장’에 적립되며, 도움이 필요한 아
이들에게 전달됩니다. 데일리라이크의 작지만 행복한 나눔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착한상품은 웹사이트와 오프라인 매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1 정부 매칭

지원금으로 월 4만 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데라女,데라男

@eunjin31

'데라女,데라男'은 데일리라이크를 평소 애정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들의 일상 속에 함께하는 데일리라이크를 인스타그램을 통해 들여다보았습니다.

일상 속에서 데일리라이크를 실제 사용하는 모습
#데일리라이크 #dailylike

@hering
@ssangma.k

#집스타그램 #플랜트스탠드

#삼총사 #인형만들기 #DIYKIT

@eunjjang9ri

#halfapron #roomshoes
#eveningbride

#방꾸미기 #패브릭캘린더

@damfilm_dami

@yulheee

@lovelyiys

#데일리라이크 #하모니포스터

#데일리라이크 #마스킹테이프

#밤부키즈디너세트

따스한 봄에 찾아온
특별한 인연,

착한그녀 14기

따스한 햇살이 반기는 3월의 어느 오

반가움을 함께 느끼며, 또 새롭게 착한

어요. 온라인상에서만 인사 나누던 착

굴! 트윙폼, 소묘, 장성댁, 혜링, moya

후, 착한그녀 14기 발대식을 진행하였
한그녀 분들을 직접 뵐 수 있어 그날의
날씨처럼 따뜻했던 시간이었답니다.

이번 착한그녀 14기에는 리빙 분야 5

님을 만나 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 소중
한 시간이었어요.

따뜻한 감성을 가지신 착한그녀 14기

분, 쏘잉 분야 3분으로 총 8분이 활동하

분들의 특별한 인연, 앞으로 꾸준히 이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뒤, 자유로운 분

라이크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주실 착한

시게 되었어요.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위기 속에서 질문 및 담소를 나누는 시
간을 가졌답니다.

온라인으로만 소통하던 겨자씨, 금야

옹이, 슬기로운생활 님을 실제로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친근함과

착한그녀

그녀 14기로 활동하시게 된 새로운 얼

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데일리
그녀 14기분들의 다양한 활동도 기대
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데일리라이

크 공식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blog.
naver.com/dailylike)

온, 오프라인에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dailylike의 소식과 정보를 알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공식 서포터
즈로서 매달 주어지는 다양한 미션들을 수행하며 dailylike의 홍보대사로서 자유로운 마케팅 제안과 더불어
dailylike구성원이 되어 활동하게 됩니다.

착한 레시피

선물 주머니

감사 인사를 전할 날이 많은 요즘. 어떤 선물을 할지 결정했
다면 정성스러운 손길을 더해 선물을 포장해 보는 건 어떨

까요. 자투리 원단만 있다면 초보자들도 쉽게 제작할 수 있
는 선물 주머니만들기 레시피를 소개해드릴게요. 선물에 따
라 다양한 크기로 응용하셔도 좋습니다.

1

2

▶

1,2 원단을 겹쳐 원하는 모양을
재단펜으로 그려주세요.

재료
원단, 가위, 나무집게, 코튼리본

▶

▶

시접을 정리해주세요.

▶

사각형에서 1cm 시접을 남기고
재단해주세요.

▶

정리된 원단을 뒤집어주세요.

▶

두번 말아준 밑단을 재봉해주세요.

▶

▶

두번 말아준 밑단을 재봉해주세요.

▶

사진을 참고하여 자연스럽게 두
번 접어주세요.

두 장을 겹쳐서 시접 1cm를 남기
고 재봉해주세요.

윗단은 안쪽으로 두번 말아 시침
핀으로 고정해주세요.

▶

코튼 리본으로 장식해주세요.

간단하게 만드는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선물 주머니 완성!

어느 고요한 날에 찾아온 따뜻한 감성

데일리라이크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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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펼쳐놓고 할 수

있는 '소박한' 취미가 주목받고 있는 요즘, 쉴 틈 없는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쉬어 갈 수 있도록 힐링에 효과적인 만들기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다양한 패턴의 패브릭 스티커와 컬러
풀한 마스킹 테이프만 있다면 DIY 달력 만들기 준비 완료!
때론 너무 신중해서,

때론 너무 심각해서 일을 그르칠 때도 있는데요,

오늘만큼은 잊고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해보기로 해요.
마음을 쉬게 하는 것, 생각을 멈추는 것, '휴식' 이라는 단어
의 말뜻처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본 따뜻한 하루였어요.

이투데이 (e2day)

소소한 일상을 응원하는 이투데이는 데일리라이크만의 특별한 기업문화 입니다. 한달에 한번 진행되는 이투데이
를 통하여 서로를 응원하고 일상에서의 소소한 행복에 감사한 하루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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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0~20:00(금,토,일 20:30) 영업시간 11:00~22:00
현대백화점 미아점
7층 / 문의 02 21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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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층 / 문의 031 5170 2472
영업시간 10:30~20:00(금,토,일 21:00) 영업시간 9:30~18:00(일요일 휴무)

대구/경북

동성로점
대구시 중구 동성로 5길 55
문의 053 428 2309
영업시간 11:00~22:00

현대백화점 대구점
7층 / 문의 053 245 2750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6층 / 문의 053 661 6631
영업시간 10:30~20:00(금,토,일 21:00)

부산/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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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자세한 매장정보는 홈페이지를

영업시간 10:30~20:00(금,토,일 20:30) 참고해주세요.(www.dailylike.co.kr)

매달 9일 그날 이벤트
매달 9일은 전 상품 10 % 할인쿠폰이 지급
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매달 19일 앱 전용 이벤트
앱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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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AGRAM ID:dailylike_official
데일리라이크의 감성 사진과 함께 신상품

BLOG www.dailylike.blog.me
고객님들의 쏘잉라이프에 도움을 드리고
자 정기적으로 팁과 레시피, 다양한 이벤트

DAILYLIKE APP
데일리라이크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할인

소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앱을 참고해 주세요!)

및 행사를 공지해 드립니다.

금요일에 오픈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혜택과 신상품 소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