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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to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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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편지

그냥 무작정
걷고 싶은 그런 날
포근해진 공기가 주위를 감싸니 마냥
걷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생각 정리에
있어 ‘걷기’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라고
해요. 요즘 같은 날씨에 아껴둔 아티스
트의 앨범 전곡과 함께 발길 닿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걷다가 심심할 때쯤이면,
평소 고민과 걱정을 정리해보는 시간
을 가져보세요.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
요. 제일 단순한 방식이 어떨 땐 놀라
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니까요!

2018 봄 패턴 컨셉스토리

go to market
어떤 나라를 여행하더라도 그 나라의 재래시장은 꼭 가보는 편입니다.
교토 가와라마치 여행 중에 들른 한 동네 시장에는
반듯하게 씻겨 진열되어 있는 과일이며 채소, 꽃들이 가득했는데
신기하게도 가게마다 들꽃 바구니가 한 아름 놓여있었습니다.
어떤 가게를 가도 자꾸만 들꽃에 눈이 가던 찰나
친절해 보이는 과일가게 주인에게 이 꽃들은 뭐냐고 물어보니
과일을 사면 서비스로 주는 들꽃 다발이라고 했습니다.

한 컵의 체리를 사고 그보다 큰 들꽃 다발을 함박웃음으로 받았습니다.
주변 공원의 오리도 주인 없이 뛰어다니는 토끼도
들꽃 다발을 덤으로 받은 나도 한껏 여유 부리던 오후였습니다.

꽃길만 걸어요
따뜻하게 내리쬐는 햇볕,
봄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맘때쯤 항상 싱그러운 향기를
머금은 꽃도 함께 생각나죠.
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핑크빛 벚꽃부터 아름다운 아미초까지
봄맞이 데일리라이크

플라워 패턴을 모아봤어요.

데일리 스티커 - 31 벚꽃

사이드 플레이트 - 06 Present

봄날의 사랑스러운 향기가 그려지는
감성적인 제품을 오직

데일리라이크에서만 단독으로
만나보세요!

우리 항상 꽃길만 걸어요.

손수건 - 43 Beautiful moment : kaya

데일리머그 ver.2 - 17 Little bride

자수 키트 3종(4월 중 출시예정)

Lace
flower

아미초는 어느 것보다 작고 여린 꽃이지만 함께 있는 다른 꽃들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의미 있는 작은 꽃입니다. 주말 아침, 괜스레 허전해 보이는 거실
테이블 위를 채워주기 위해 꽃병에 손톱보다 더 작은 아미초 몇 송이를 다른

꽃과 함께 꽂으며 아미초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잠시 생각해보았어요.

데일리 테이블커버

데일리 레터

베이직 에이프런

주방장갑

에코백(oxford)

데일리 모닝 컵

욕실 방수시계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뜨거운 태양조차 그리운 장마철 기간.
물론 집에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음악을 듣거나 향긋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여유롭게 보내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외출해야 하는 상황이
슬프기만한 비 내리는 보통 날,
날씨도 기분도 꿉꿉한 당신을 위하여
감성적이고 실용적인
장마철 아이템을 소개해드려요.
실용성에 디자인까지 더해져
소유욕을 불러올 장마철 필수 아이템!
지금 바로 데일리라이크에서 만나보세요.

Long umbrella - 05 Hawaii holiday(4월 중 출시예정)

데일리라이크

우산

Long umbrella - 01 Flamingo

Long umbrella - 02 Feather

Long umbrella - 03 Alpaca

Long umbrella - 04 Present

Folding umbrella - 03 Flamingo

Folding umbrella - 04 Fade

방수 파우치 - 01 Friendly bear - s / m

방수 파우치 - 02 Alpaca - s / m

방수 파우치 - 03 Play with me - s / m

방수 파우치 - 04 Red window - s / m

방수 파우치 - 05 Swan lake - s / m

방수 파우치 - 06 Kaya - s / m

데일리라이크

방수파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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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코아아울렛 평촌점
8층 / 문의 031 478 5179
영업시간 10:30~21:00(금,토,일 22:00)

대구/경북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점
3층 / 문의 02 2673 2318
영업시간 10:30~21:00

동대문현대씨티아울렛점
2층 / 문의 02 2283 2206
영업시간 11:00~23:00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동대문점(원단 및 부자재 판매)
지하 2층 / 문의 02 2210 9739
서울시 종로구 종로 266
영업시간 11:00~21:30(금,토,일22:00) 동대문종합시장 B동 6069/6070호
문의 02 2285 1990
현대백화점 천호점
영업시간 9:30~18:00(일요일 휴무)
9층 / 문의 02 2225 7912
영업시간 10:30~20:00(금,토,일 20:30)

부산/경남

동성로점
대구시 중구 동성로 5길 55 (삼덕동 1가)
문의 053 428 2309
영업시간 12:00~22:00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6층 / 문의 053 661 6631
영업시간 10:30~20:00(금,토,일 21:00)
현대백화점 대구점
7층 / 문의 053 245 2750
영업시간 10:30~20:00(금,토,일 20:30)

현대백화점 판교점
뉴코아아울렛 인천점
신세계백화점 김해점
3층 / 문의 031 5170 2472
8층 / 문의 032 430 5153
2층 / 문의 055 272 1352
자세한 매장정보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영업시간 10:30~21:00(금,토,일 22:00) 영업시간 10:30~20:00(금,토,일 20:30) 영업시간 10:30~20:00(금,토,일 20:30) 주세요.(www.dailylike.co.kr)

매달 9일 그날 이벤트
매달 9일은 10% 할인쿠폰이 지급됩니
다. (9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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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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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후 알림 설정 시 다양한 혜택 및 이벤트
와 관련된 소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벤트 및 행사를 공지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