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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new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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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편지

2018
기록을 위한 준비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항상 이맘때쯤이면 한 해를 미리 계획하며
기대감과 함께 의욕이 가장 넘치는 때이기도 하죠.
올해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쁜 일과 때론 슬픈 일도 일어나겠지만,
이왕이면 행복한 일이 조금 더 많은 한 해였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올해엔 하루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기를 쓸 계획이예요.
하루하루를 글로 남기며 반성과 다짐으로 성장하는
조금 특별한 한 해를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의 새해 소망은 무엇인가요?
작심삼일로 끝나는 목표가 아닌 일상을 기록으로 남겨
과정을 점검해볼 수 있는 한 해를 보내기로 해요.
풍성한 2018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록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볼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니까요!

dailylike product

새해
우리 아이의 첫 식사
안전하게 시작하세요

※ 데일리라이크 밤부 흡착 볼&플레이트는 2018년 1월 26일 오픈 예정 상품입니다.

대나무 섬유와 옥수수 전분을 배합하여 친환경적으로 제작한 유아용 밤부 흡착 식기
우리 아이의 입에 닿는 것은 위생적이고 안전해야 한다는 엄마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어요.
밤부 키즈 흡착 볼과 플레이트 밑면에는 실리콘으로 된 흡착기가 있어 아이의 안전한 식사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 있어 세척이 용이하고 위생적입니다.
밤부 식기는 친환경적인 대나무 섬유와 옥수수 전분을 혼합하여 제작되었으며
미국 FDA & 독일 LFGB 식품안전검사 승인을 받은 안전한 유아용 식기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흥미를 유발하고 즐거운 식사시간을 만들어 줄 거예요.
내 아이를 위한 똑똑한 선택! 밤부 키즈 흡착 볼&플레이트를 데일리라이크에서 만나보세요.

밤부 키즈 디너세트

밤부 키즈 디너세트 ver.2

밤부 흡착 볼

겨울과 여름 사이

당신의 따스한 봄을 위하여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겨울을 지나 따스한 봄기운이 조금씩 인사를 보내오는 요즘,
조금 일찍 봄을 준비해볼까 해요. 겨울과 여름 사이의 계절, 봄을 맞아 집안의 따뜻
함을 더해줄 데일리라이크 아이템들을 모아봤어요. 포근한 분위기를 책임질 러그,
편안한 실내 활동과 숙면을 위한 룸슈즈와 파자마까지 다가올 봄을 대비하여 데
일리라이크에서 따뜻한 감성을 더해줄 포인트 팁을 알려드릴게요.

Tip1

봄의 온기를 더해줄

러그

150ⅹ200 코튼러그

150ⅹ200 코튼러그 : 에스닉

Bath rug - Have a good day

데일리라이크 디자인 패브릭으로 만들어

직사각형의 격자무늬 누빔으로 제품 자

어디에 깔아도 무난하게 잘 어울릴 수 있

진 면 러그로 부드러운 촉감과 적당한 두

체에 힘이 있으며, 면으로 제작되어 부드

는 색상과 디자인으로 뒷면에는 친환경

께감으로 사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러운 촉감과 적당한 두께감으로 사계절

방식으로 제작한 논슬립 패드를 매칭하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러그입니다.

여 미끄러짐이 거의 없는 러그입니다.

Tip2

포근함을 더해줄

침구

Bedding set(cotton) - Gray check

이불커버 패드 세트－Pink simple line

소프트 모달 이불세트

양면 사용이 가능하여 침실의 분위기에

부드러운 고밀도 30수 원단을 사용하여

친환경 소재인 모달 100%를 사용한 침구

따라 연출할 수 있으며 모던한 체크 패턴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드리며, 앞뒤로

세트로, 부드럽고 매끄러운 감촉을 느낄

이 감각적인 이불 커버 세트입니다.

다른 디자인을 매칭하여 양면으로도 사

수 있어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드립니다.

용 가능한 이불커버 패드 세트입니다.

Tip3

이거 하나면 꿀잠!

파자마&룸슈즈

굿나잇 팬츠 - Swan lake

굿나잇 팬츠 - Penguin

Room shoes - Sprinkle

데일리라이크만의 따뜻하고 포근한 감성

펭귄 패턴을 사용하여 남녀노소 무난하

실내용 룸슈즈는 옥스퍼드 소재로 이루어

의 디자인이 돋보이는 파자마 팬츠로 면

게 선택할 수 있어 선물용, 커플용으로도

져 오래 신어도 원단의 마모가 적으며 힘

소재를 사용하여 피부에 자극 없이 실내

좋은 굿나잇 팬츠입니다.

이 많이 가해지는 뒤꿈치 부분에 바닥재를

에서 편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더하여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라이크 직원이 받고 싶은

데일리라이크 제품
새해를 맞아 데일리라이크 직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2018년 새해 소망과 함께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인가요?

패턴디자인팀 / 디자이너 MJ

촬영팀 / 포토그래퍼 JH

제품디자인팀 / 디자이너 JH

설렘을 주는 여행을 저는 좋아해요.

2018년을 맞아 몸 관리를 더욱 철저히

평소 카페에서 그림 그리는 걸

새해엔 10일 휴가를 맞아 북유럽 여행을

하고 싶어요. ‘식스팩 만들기’가 새해

좋아해요. 새해를 맞아 카페 같은

떠나고 싶어요. 여행을 자주 다니면서

최종 목표예요! 식단조절이 제일

나만의 공간을 원해요!

휴대용 칫솔 살균기가 필요했는데

중요한 만큼 데일리라이크

방 정리를 도와줄 빈티지 바스켓으로

선물로 받고 싶어요!

매트 식기로 시작하고 싶어요.

카페 같은 인테리어를 연출하고 싶어요.

콘텐츠팀 / 디자이너 YJ
너무 진부한 대답 같지만..

제품디자인팀 / 디자이너 SA
새해에는 귀차니즘을 극복하고 정리정돈을

촬영팀 / 스타일리스트 HY
새해를 맞아 방 분위기 전환을 위해

남자친구 만들기가 새해 목표예요.

잘하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모노톤으로 내방을 꾸며보고 싶어요.

러블리한 플라워 패턴의 Blooming away

데일리라이크 라운드 휴지통을 선물로

회색 조의 색감들로 작은 소품부터 가구,

원단으로 직접 만든 원피스를 입고

받는다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침구까지 하나씩 바꿔 깔끔하게 방을 정돈

따스한 봄에 데이트하고 싶어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거예요! 그 중 그레이 체크 침구 세트가
중심역할을 할 것 같아 선물 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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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puppy new ye ar!

2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 개띠해
6

2018년 무술년 개의 해(황금 개띠)를 기념하여,
한 해를 풍요롭게 해줄 귀여운 데일리라이크
강아지 아이템을 소개합니다.
다양한 데일리라이크 강아지 아이템과 함께
새해엔 더욱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해요!

5

4

3

1 팝업 카드 – 03 Shiba 3천원. 2 2018 Desk calendar 7천원. 3 2018 데일리 로그 – 03 Puppy 8천8백원. 4 Bath rug – 05 Bichon frise 2만8천원. 5 데일
리 스티커 – 08 퍼피 1천5백원. 6 데일리 뱃지 – 03 웰시코기 3천5백원. 7 Masking tape single – 110 Shiba 2천4백원. 8 40ⅹ80 타월 – 06 Dog 2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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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토,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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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점
3층 / 문의 02 2673 2318
6층 / 문의 053 661 6631
영업시간 10:30~21:00(금,토,일 22:00) 영업시간 10:30~20:00(금,토,일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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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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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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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할인
신상 원단,신상품은 매주 금요일 오픈합

(자세한 사항은 앱을 참고해 주세요!)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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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DAILYLIKE APP
데일리라이크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할인

소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벤트 및 행사를 공지해 드립니다.

혜택과 신상품 소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