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잡지를 만들 때, 우리는

은 "게시 된"스탬프이 페이지의 왼쪽에

정보. 이것은 가장 쉬운 방법은 이동

참여자, 우리는이 프레임 내에서 우수한

광고 : 광고는 '광고'를 표시하거나이

커버 모델 우리 BERLiNiB에 대한

처음부터 배치를 시작하고이 편집

나타납니다이 시간.

밑줄이 그어진 텍스트 행에 클릭 PC를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분명하다, 그래서 브랜드 이름이

2019 / B의 문제는 Elmayahh, 의 사진

페이지의 왼쪽에 파란색 노트에 태그,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표시됩니다. 모델 및 사진 작가에 대한

"LAYOUT OF TEST"를 추가합니다. 이

감사와 BERLiNiB 잡지의 광고는 또한

A. 타코마 {기사 "진짜 GENZ의

자연스럽게 점차적으로 우리 자신의

스타일"참조)

잡지로 변환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문서 및 기타 텍스트는 처음부터

원래 촬영에서 이미지 (우리의 모든

원작이다.

2,019 / B

우리와 함께 일하고자하는 재능있는

인스 타 그램 계정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과 패셔니은 문의하시기

이전 테스트 이미지를 모두

바랍니다 berlinib@aol.com 인스 타

교체하십시오. 이 방법의 뒤에

저작권 : 패션 블로거 잡지, 모델에

그램이나 DM. 우리는 항상 작가 모델의

아이디어는 우리가 우리의 잡지 만

대한 감사의 이미지를 reblog 수

의견에 열려,

최고의 영감을 원하는, 그래서 우리는

있습니다

아리스토 타코마 { 의 사진 작가,

우리의 인스 타 그램 계정에

BERLiNiB의 편집자; 또한 종종

게시됩니다.

스타일리스트}

게시 된 각 BERLiNiB 잡지의 내용은
저작권 스타 인 헤닝 Braten 로이 쉬

우리로 우리에게 영감을 이미지로

별칭 귀족 타코마입니다. 콘텐츠

우리의 페이지를 빛, 보그, NUMERO,

제작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하 퍼스 바자와 엘르 매거진 우리의

사진 작가,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원하는대로 모델의 이름을 지정하는)

마음에 드는 소스에서 이미지를

아티스트, 기여하고자 세트

이름이 지정됩니다. 서명되지 않은

선택이다 우리 자신의 완전히 출판물을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광고주 및

재료는 편집기입니다.

만들 작동합니다. 각 문제는 모든

다른 열정적 인 광고.

내용이 우리 자신입니다 이런 식으로

브랜드 : 편집의 콘텐츠는 패션 브랜드의

개발 및 발행 당시 (출판 번, 우리의 웹

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후원은

사이트를 부여)된다. 그것은 단지에있다

항상 사설과 인스 타 그램에 우리의
게시물에 지적되고있다. 품질 광고
(500) 홍보 A3 페이지 또는를
새로운 잡지로, BERLiNiB 완전히

ISSN 2535-602X

게시 된
BERLiNiB 2019 / B

삽입하려면

가능한 읽을 수있는 품질의 PDF로

훌륭한 맛과 창조적 능력을 가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부 매거진에
€ 500 홍보 A3 페이지 또는

DIRECTORY 섹션을 부여

전화와 같은 소형 디스플레이에 검색

자기 자금이다. 라인 장비의 상단과
우리의
사진 작가, 더 우리의 웹 사이트에서

BERLiNiB PC와 같은 큰 화면에서

사설 후원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erlinib@aol.com 또는 DM.

의해 융기 느끼는 사람을 초대; 정보를
원하시면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BERLiNiB : 다른 무엇보다도을 통해
아테네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해방과

니블 링. 아리스토 타코마 별명에 의해
개념
SR 웨버, 오슬로. ISSN
2535-602X
정장 생산 위치 : 노르웨이 오슬로
우편: Yoga4d : VRGM, Holmenv 68,
0376 오슬로

berlinib.com
industrialbabes.com @berlinib

편집 어시스턴트 :
루시 Blay, @lucyblay

기술이 포함됩니다 :
니콘 df, 니코르 VR, KDE 네온, 김프,
LibreOffice와, FontLibrary.org 및 PC
안드로이드 x86 플랫폼 / w BERLiNiB가
완전히 상업 계약 및 광고에 의해
자금을 조달 할 때, 우리는 구입 한
라이센스를 통해 유사한 로열티 글꼴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가장

6. 미친 귀걸이

양동이 모자 등 모자에서 밖으로, 왜 헤어

그들은 당신의 스타일을 상승하는 가장 좋은

액세서리로 교환하지? 프라다 머리띠에

방법은 새끼 고양이 발 뒤꿈치를 추가하는

베르사체 머리 핀에서 헤어 액세서리 시즌의

것입니다. 발렌시아의 새끼 고양이 발 뒤꿈치

패션 여자의 이동 -에 있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노새은 또한 당신의 단계에 맞게 사용 가능한

'아시고 시즌 미쳐! 나는 방금 밀라노 패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진주로 장식 된 골드

스타일의 범위를 가지고 가입 서의 가치가 길고

위크에서 활주로를 가지고처럼 당신이 입고있는

클립에, 당신의 내면의 아이에게 말을 다채로운

뾰족한 발가락, 및 망고와 TOPSHOP 인기

것을 바위에 자신감이있을 때 더 잘못을하지

하트 모양의 스냅 클립에서 다양한 색상과

매장을 가지고있다.

않는다 정말 수, 의미한다. 후프 귀걸이 추세에

여성의 패션 디자이너와 구매자의 마음. 고전
양복지 대담한 여성의 실루엣을 결합하면 여자
전원을 비명, 우리는 그것을 사랑 해요.

따라, 우리는 지금 귀걸이 부서에서 새로운

액세서리는 높은 패션 부티크 나 자라 같은

트렌드로 인사를 한 그 잘, 당신이 원하는 것을

패스트 패션 매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입니다! 이 추세를 접근하는 가장 세련된

모든 스타일과 예산에 맞게 뭔가가있다.

방식으로 약간의 지침이 필요하면 여기있다 :

길고 뾰족한 끝이 적어도 유행 신발 스타일

그것은 큰합니다. 로에베, 클로이, 지방과

이었지만, 발렌시아가 악명 높은 칼 부팅과 그

우아함과 정교함도 밀라노의 자신의 마스터;

인식을 변경할 때 시간이 있었다. 뾰족한 끝은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모두가 귀걸이에 올 때, 더

여전히 유행의 선택이지만, 정확한 직선 절단은

큰 확실히 더 좋은이 계절 것을 알고있다.

확실히 선두 주자이 계절입니다. 모두 샌들과

SoughtAfter

부츠에 적용, 사각형 발가락은 쉽게 어떤 경우에
맞게 스타일을 지정할 수있는 세련되고 정확한

부속품
봄 / 2019
여름을위한

2. 카우보이 부츠

아직 사람들이 작은 선글라스 추세를 시도하는

모양을 제공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스타일 중

경우 : 당신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일부는 니콜 살다나에서 노새와 마하 & 마하에서

이제 사이클의 끝에서입니다. 주요 패션

굽 높은 샌들과 모양의 발 뒤꿈치와 같은 덜

하우스는 이제 방패 또는 성능 안경을

알려진 브랜드에서 사람을 포함한다.

연상시키는 것들로 대체 선글라스의 유행 만이

돌아왔다! 켄달 제너와 로지 HuntingtonWhitley

안경에서 영감을 사람들은 새로운 IT 모양이다.

@fashionjudgment, BERLiNiB

행사를위한 카우보이 부츠를 흔들 발견되었다.

7. 습격 할머니의 옷장

슬프게도 올해 월에 사망하더라도 칼 라거펠트

패션 통신원,

(Karl Lagerfeld)는 그의 펜디 FW18의 활주로

nathaliesophiajournaliste @ gmail.com

고전적인 스타일을 승인 스탬프를했다.

컬렉션에서 카우보이 부츠를 특징으로 신발의
꾸며하는 미묘한 방법을 필요로하는 사람들,

카우보이 부츠는 주류에 돌아왔다, 그들은
여기있을 것 같습니다. 완벽한 하루 - 밤 복장을
들어, flowy 보헤미안 스타일의 maxidress와
부츠를 페어링합니다.

그들의 귓불이 무거운 조각을 보유 할 수 없다는

5. TINY 핸드백
작은 핸드백 기능이 있습니까? 호 그러나 그들은
재미? 음, 그래. 그리고 그들은 패션 비명합니까?
대부분의 확실히. 작은 가방 아무것도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당신을 위해 그것을 무너

마침내 그 미친 힐을 착용하는 내면의

뜨리는하자 : 당신이 친구들과 함께 갈 때,

아이를 재발견에서 계절의 흐름은을

당신이 필요 돈이나 신용 카드, 어쩌면 일부 lippy

과시한다

및 열쇠이다 . 당신은 작은 가방에 그 모두를
맞게 수 있습니다! 휴대 전화는 요? 음, 우리의
대부분을 위해, 어쨌든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의

개성.

손에, 그래서 왜 작은 가방에게 기회를주지?
결국, 누가 Jacquemus의 손으로 만들어진

3. 뮬 - 발 뒤꿈치
카우보이 부츠는, 절망 아닌 것은하지 않는 경우

아래 1. 헤어, 최대 핀!

신발 봄 / 여름 2019의 부속품입니다! 당신의
신발 성명을 발표하는 다른 방법이있다. 당신이
얼마나 편안하고 위해 노새를 사랑한다면 쉬운
착용

날씨는 땀보다는, 워밍업, 이렇게됩니다

마이크로 크기의 토트에 '아니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더 나은 방법은 빈티지와 중고 매장에서보다
독창적이고 트렌디 한 조각을 찾는 방법은?
똑같은 일을 착용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스타일의 독특한 감각과 진정한 패션 애호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패션 애호가는
다른 존재에 자부심을 가지고 독점 원래있는
조각을 착용하기 좋아하지만, 주문 제작 점점
조각 비싸고, 아무것도 그 자신의 역사를 가진
oneof 뿐인 조각처럼 '독점'말한다. 빈티지
상점에서 쇼핑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오락

진정한 보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등의 스트리트 스타일의 영향력은 모두 낮과 밤
나탈리 소피아,

향수 경향은 완전히 패션 산업을 점령했고, 무슨

이유입니다. 당신은 모든 혼란 사이에 약간의

로에베에서 나이키와 헤론 프레스턴의
협력으로, '자전거 타는 선글라스'와 보호

주로 70 년대와 80 년대 스타일에 초점을 맞춘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추천 일 중 하나입니다

아닌 기능적인 스타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 - 하! 모든 도시 여자의 경우, 국가보기가

10. 원래 향수

제 스퀘어 발가락

스타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헤어

4. 거대
안경

할리우드의 아이콘 그레이스 켈리와 재키 O.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당신이
당신의 할머니의 옷장에 가서 약간의 진주를

9. 스카프 조작

발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그것에있는
동안 당신도 어떤 새끼 고양이 굽, 정형 외과
보이는 신발을 찾을 수 있다면, 참조하십시오.
운이 좋다면, 그들은 맞습니다. 그것은 시몬 호
샤 활주로에 일할 수있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완벽합니다. 지난 시즌 모든 여성의 패션 성
유동성에 대한했다; 남성 양복지하고 편안한 핏
버튼 업 셔츠 특징. 이번 시즌은 여성의 힘과
vulnerablity 사이의 교량에 관한 것입니다;
여자의 부드러운 온유와 함께 아이의 순수함. 이
개념은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스카프 그들의 존재는 패션 성명을보다
매서운 추위과 더이 겨울 이외의 계절에 대한
바람직한 액세서리로 간주 이래로 동안이었다.
스카프는 다시 이번 시즌,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목 주위. 재료의 뜨는 길이는 자신 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당신의 마음에 드는 가방을 높일
수있는 완벽한 액세서리입니다. 당신이
accessorising 가방에하지 않은 경우, 당신은
항상 용감 선택 갈 수 : 1950 년대를 연상시키는
스타일로 머리 주위에 스카프를 감싸

실제
GENZ의
스타일

당신
당신이
세대 Z를 알고 있다고 생각

스타일 승인 : 하 퍼스 바자,
Nov'18, 카자흐스탄 재스민
툭스와 엔리케 Vegga의 우수한
작품에서 영감을 색상의 측면을
포함하여이 긴 사설에서 두
빈티지 요소.

표지 모델이 사설에서 패션 모델 : Elmayahh,
MUA @elmayahh : 미토 Departez,
@myrto_departez

사진 작가 : 아리스토 타코마
카페 위치 : 7 배, 프 시리 아테네 스튜디오
위치 : STUDIO의 P56, 아테네, @
studio.p56

스타일,
아름다움과 2019 여름
패션의 rawest 측면

이 사설에서 레이블 :
의류 및 하이힐 TATU BY SUELITA,
스트라디 바리우스로 @tatu_by_suelita
부츠, @stradivarius

파우치 SIMONA,
@pouches_simona에 의해

동향 : 느슨한
마음을하자,하지만 우아
그래서

담배 파우치
RETROSEXUAL, 웹
retrosexual.gr에서 빈티지 장비

알았다?
좋아,
그럼!

겐 Z는 :
알고도 기술은
인식
피부이어야한다

가을 / 겨울 2019 컬렉션.

순진하고 부주의 한 청소년을 연상 자질.

여성들이 늦게 1930을 포착하면서 바지는

자신의 컬렉션의 거의 각자로 청소년 테마를 짜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착용하고있다. 이 운동의

Delpozo, Rodarte 및 다른 디자이너의 소수는

마를 레네
디트리히, 캐서린 헵번과 코코
샤넬.

최근 다음에 한

가장 큰 영향력 중 일부는 있었다

에 멀리 성인에서
실행

마크 제이콥스와
특히 프라다, 이는 머리띠 옥스포드 신발,
belowthe - 무릎 양말, 아기 인형 드레스, 흰색
셔츠 칼라와 캐시미어 스웨터, 그리고 나비
장식의 다양한 여학생 영감 모습을 소개했다. 더
젊은 모습은 발레리나 신발, 머리띠와 투투 영감
스커트와 아이의 순수함을 운반
ballerinainspired 외모의 다양성을 제시

여성과 남성이 모두 지금 바지에게 자신의

디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옷장의 주식 일부가 있지만,이 소송은 힘과

다른 사람의 앞에 강한 존재를 묘사하고 신뢰의
향상을 얻는 것은 바람직한 효과,하지만 남자
또는 여자가 항상 강한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책임있는 성인이 아니며, 너무 많은 책임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시간에 무료로 침입하려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nathaliesophiajournaliste @ gmail.com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또는
개인적인 스타일의 사람은 자신의 일상이나
형식적인 외모로 머리띠 나 머리핀과 같은 헤어
액세서리를 몰래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옷장에
추세를 구현하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양말의
기간으로 정의 청소년, 어린

당신 것

젊음의 순수에서 영감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펴
모든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단서는 작은 것들로

청소년은
시절과 성인

사이, 활주로 이번 시즌 순환 동향의 대부분을

형태이다. 무릎 발목에서 다양한 길이의 얇은
양말은 그들을 당신의 복장의 하이라이트
만들기, 간단하고 편안한 신발을 상승 완벽한

설명 할 때 사용할 수있는 완벽한 단어입니다.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을 착용하는

가을 / 겨울 2018 우리에게 여성의 강한 비전을

반항하고 부주의 한 태도와 청소년 - - 단어가

방법의 가장 좋은 예입니다 나일론 Erdem,

가져왔다. 지능, 의지가 강한 그녀의 몸을 과시

종종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할 필요가 없지만, 대형 소송과 같은 느슨한

청소년기의 본질은 매우 다릅니다. 봄 / 여름

피팅하고 편안한 무언가를 착용하는 것을 선호

2019 시즌의 양복지 더 반영

할 수 하나.

사랑

여성의 정장에 대한

'에스

옷장 붙 였을까 확실히 올 시즌 많은
계절에 걸쳐 압정에 남아있게됩니다. 최근 패션
주에 편안한 양복지를 제시

부드러움;

부드러움과

항상. 우리는 항상 과거를 감상하고 영향, 더
나은 미래를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찾는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싸운다. 삶의 균형이
필수적입니다 유지, 왜 우리의 옷장에 그
생각을하지? 새끼 고양이 발 뒤꿈치와 섹시 실크
드레스 나 귀여운 헤어핀과 복을 착용하십시오.
어떻게 셔츠와 나일론 무릎 높은 양말 고전 펜슬
스커트는 어떻습니까? 패션 놀이터처럼 - 더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은 힘과 권력의 감정을 표현한다.

BERLiNiB 패션 기자,

이것은 패션 정확히이다; 단지 지금,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있는 경우에도

착용하는 경우에도 현대에, 정장을 착용하는

나탈리 소피아, @fashionjudgment으로

영원한 인간의 소원 사이의 투쟁은
과거와 미래에 얻을 수있는
동일하게 강력한 소원에 집착하는,
내부 감정의 격변을 나타냅니다." 아마도

창조적 인 당신은, 그것이 더 많은 재미를 얻을,

남성의 상징 남아 주목할 가치가있다. 를

청년기

미국의 교육자 루이스 J. 카플란은 말했다, "청소년은

프라다 schoolgirlinspired 수잔 레이의 레이스
기쁨. 당신의 영감을 선택하고 그것과 함께 간다!

귀하의
관능적 인

IQ
패션 모델 : 마야 메리 타, @melita_maya MUA
: 미토 Departez, @myrto_departez

사진 작가 : 아리스토 타코마
위치 : TRANZISTOR 카페 Bistrotheque, 프 시리, 아테네
STUDIO의 P56, 아테네, @
studio.p56

H & M, HM에 의해 의류 및 신발 :이
사설에서 레이블

파우치 SIMONA,
@pouches_simona에 의해
담배 파우치
RETROSEXUAL, 웹
retrosexual.gr에서 빈티지 장비

옷에있는 앤디 워홀 (Andy Warhol)의 자 모나
스티 라키, 아테네 근처 디트로이트를 저장

컴퓨터의
시대였다
에 의해
설립
지적
약간의
노력,
우리는
지금의
물결이
디자인에
대한 관심,
아름다움,
예술, 및

관능,
바로 그
기술을
전세계에
전파.

책, 물리적 또는 표시
여부를 더

아주 잠깐 우리의 전화와
PC에서, 마음을 자극한다.
패션 모델 마야 빈티지 60
년대의 2019 행진이
방법을 보여줍니다.

에스 ensual IQ의
selfeducation :
엄지 손가락의 몇
가지 규칙

관능적 인, 예술
개인에게, 몸은
디스플레이에 마음을 수
있습니다.

규칙 # 1 :
# 긴 다리
- - 유능한 두뇌의하지
정반대

인류의 많은 위대한 창조적 인 영혼은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보고되고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과 관능적 인 아이디어와 그래서 당신의
통찰력 성장과 느낌을 변경할 수와 일치하는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미지를
설명하기 위해 '좋은'또는 '나쁜'와 같은 간단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당신이 무엇을보고
자신 만의 이해를 장려하기 위해 더 깊이 더
자세한 설명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규칙 # 2 :
관능적 인 단어
입씨름

규칙 3 :#삼:
적당히 자극을
탐색
1960 년대 유산, 더욱 1970 년대는 강한 정신적
자극은 우리가 더 마음이 반격 생성이다; 뇌의
새로운 "정상"은 화학적 환경에 의해 정의된다.
그러나 세계에서 광신은 유행이고, 마음을
바꾸는 식물 물질은 우리가 가끔 가벼운 정신
자극의 가치를 과소 평가하지 말자,
BRANDNEW 억 달러의 산업을 만들
합법화되고있는 곳. 무엇 Wodehouse은 버티의
마시는 binges하지 않은 경우 또는 니코틴
트리거 액션 장없이 이안 플레밍의 본드 것?

규칙 4 :#삼:
보자 개념은
몸을 흥분

뇌의 상당 부분은 관능적 / 성적 강도에 전념하고
개념적인 작업은 최대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아름다움 작업
플라톤의 '고'의 일종이다.

단지 잠이 제공 할 수있는 뇌의 양자 chesistry을
포함 조화.

규칙 # 5 : 수면
마법
하모니의 복잡성이 성인보다 때문에 수면에
대한 필요성은 사춘기 동안 증가; 에이

'황금 비율'. 황금 비율은 건강과 매력 사이의
연결의 과학 탐사 관련이있다. 피보나치 숫자 3,
5, 8, 자신의 황금 비율

규칙 6 :#삼:
피보나치는
성적이다
이 점점 polyamorous 세계에서 건강한 신뢰할
섹스 파트너, 또는에 대한 탐구, 건강한 신뢰할
수있는 파트너로 알려진 본능적으로 인식 미용
기능의 수치로 연결되어

1.618은 ... 관능의 IQ에 대한 감각적 인 패션
디자인 간구에 대한 지적 약물이다.

TNS

웃음 확실히 아무것도했다. 그것은 우리의

그들에게 키워드가 "가짜"이었다 일부 상당히

개념에 정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그것은

{참된

animalfriendly 감정을 화나게뿐만 아니라 그

무작위로 질문을,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더

가구의 소를 의미한다. 우리는 젊은 미스 앤더슨,

생산에 들어간 동물을 피해뿐만 아닙니다.

조사를했다.

해변 키스 장면 사이에 그녀의 변화 방에서,

itlooks 같은-A-가짜 단계를 투사하는 방법을

넌센스 섹션}

참으로 심각한 문제.

그녀가 유지 다양한 골동품 의자와 소파를

학습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를합니다.

'가짜 모피'의 모습. 그것은 매진하고 스캔들, 약

약간 당황하지만, 아마도 계몽, 우리는

Q : 가짜 또한. 멋진. 그래서 그것을 싶네요.

가짜, 명확하게,에 받고있다! 거리에 또 다른
사람 :

"실내 장식은 치료보다 낫다." '실내 장식'의

하나 또는 여러 진짜 오르가즘.
응용 프로그램은 상호 작용 단계로 가짜 그리

때우는 그녀의 선을 발견 추측 할 수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매우 고귀한 취미, 하나의 예비

질문 :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짜"개념을
Q : 당신은 맥도날드에서 그것을 살 수

텍스트 및 그림 : 귀족 타코마
우리는 잘 알려진 교수 Madland
Looniversity의 험프리 가짜와 연락을하고

성실한

버튼을 클릭, 그것은 당신에게 준비하려면
십오초을 제공합니다, 당신의 비명 소리가

있다면 당신은 진정한 하나 이상 가짜 햄버거를
선호시겠습니까?

A : 그리고 당신은 어디에서 오는가?

얼마나 정품이 아닌에 따라 당신에게 점수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시대의 특징을달라고하고,
간단히 말해서, 그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넣어.

A는 : 세상에는 가짜 햄버거 얼마나 환상적
일 것입니다! 전적으로!

Q : 우리는 가짜로 가짜 수사의 전표에서
왔습니다. 좋아하는 뉴스 채널은 '그냥 가짜
그들의 권고 사항 중 하나는 유명 인사를

뉴스'에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자. 당신은 아직도
없음이 열정의 부족합니다. 다른:

인조 모피
일부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있다 말한다.

분을 보내는 보람있는 방법입니다.

조사하고있다.

그것을 하시겠습니까?

포함하는 (깊은 가짜) 비디오 시연 등의 부정 할
적 - 사실, 최근 가짜 과학 저널에 발표 된

Q : 당신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짜
"A 현대 정통 모피를 선호 할 것입니다. 가짜

당신은 패션 브랜드의 몇 발행 한 것으로

모피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postthat있다.

나타났습니다 수 있습니다

그들은이 ...을 넘어서 모든

다큐멘터리, 화성에 대통령과 가짜 저녁 식사를
먹을 수있는 가정?

비명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추천 말을하는

제안합니다.

것입니다 비슷한 넌센스 "즉, 내가 했어
최고였다"등의 권리 이후 진부한 많이.

A : 신난다! 어떤 놀라운 아이디어!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polyamorous 또는 모노 - 사랑의 관계도
fakedom의 탐사에 진출하지만,하지 않는
가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성공적인

사람들을 위해,이 - 당신이 그것을 짐작 - 당신을

대화를위한 조리법 것 같다. 여기에 또 다른

위해 만든 전화 응용 프로그램을. 이 앱은 '가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짜!'라고 그리고, 한 번 다운로드 적합한 침대
옆 장비에 블루투스를 통해 연결, 그것은 어떻게,

Q : 누군가가 실제 자동차의 절반 가격에

잘, 가짜 가짜 O. 내용은 고객을 가르친다

당신에게 가짜 차를 제공하자. 당신은 그것을
갈 것인가?
A : 당신이 가짜 차로 어디 드라이브 수
있을까요?
Q : 당연하지. 사랑스러운! 난 정말
집에있는 좋아한다. 나는 절대적으로, 그 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체 아이디어 뒤에 이론은 좀 불분명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시도를 줄 것이다 :

공정하게, "가짜"그 깊은 의미는이 계절과
마지막의 새로운 아니다. 가짜 개념은 지금까지

응용 프로그램의 제작자는 파트너가 자신의

인류로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90 년대 중반에서

파트너 또는 파트너가 단지 자신의 오르가즘을

가장 인기 베이 워치의 전설 파멜라 앤더슨,

위조 것을 의심하는 것이 매력적인 것을

흔적-재킷이었다. 사실, 그녀는 인간의 생활을

결정했다.

향상시키기 위해 fakedom의 잠재력을 실현 한
최초의 인물이다.
물론, 이것은 진정으로 쉽게 오는 사람들을
걱정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료 앱이이
정확한 걱정 해결하는 것입니다 "가짜
가짜를!"사람들이 할 참으로 이상 할 일을
가르치고있는 (그래서 정말 가짜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가짜 오르가즘 행동을하는 모든 것을,
아슬 아슬 비키니 입은 대부분의 베이 워치의
에피소드를 보냈다 리 앤더슨, 가짜에 대한
인류의 생각을 계산 측면에서이 E = mc2level
천재 제제의 저자이다 :
언더 자신의 진짜 모피를 판매하는 것을 시도의

그. 그래서 그 대신 '포스트 모더니즘'의 우리는

기발한 생각을 가진 후 공개 사과

단지 가짜 모피를 말할 수있다!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지 않는다 깔끔하게을 요약? "

A는 : 대통령은 경우도 가짜 수 있을까요?
Q : 예. A : 그리고 화성
..?

수없는 잘못된 방법으로 완전히 리듬에서

연구는 실내 장식이 최고의 취미 중 하나입니다

아마도 효과가 발생하는 사실을 은폐하기

도시 전체, 신속하게 큰 그림의
뷰를 가져옵니다. 이
뇌파입니다.
이러한 노출이 중 일부는 '뇌파'로, 기존의

노트
과학에 의해 영감을

웃음은 kHz에서로 이동 또는 킬로
헤르츠 범위, 성적 진동 자극의 어떤 모양이 수십
헤르츠을 포함하면서, 뇌와 몸의 8-13 헤르츠
현상의 중요성의 열렬한 연구에 대한 관심의
일부 크로스 오버가 있습니다.

"highorgasm 요금을 유도 파트너로 평가되었다 [ 시퀀스]
더 유머 창조적이고, 따뜻하고, 성실, 그리고
loworgasm 속도를 유도하고, 또한 파트너
오르가즘을 유도하기 위해 더 큰 노력에
종사하는 파트너보다 더 냄새가있다. "(JM 셜록,
MJ Sidari의, EA 해리스, FK 발로우, BP Zietsch,

뇌파 전문 용어, 분류 될 수있다. 창의성

Socioaffective 신경 과학 및 심리학). '좋은

연구자의 관심을 잡은 8, 13 헤르츠 (초당

냄새'부분은 의심 할 여지없이, 세련된 향수

사이클) 사이 파도의 특정 세트가있다. 뇌의이

브랜드에 대한 좋은 소식입니다.

소위 '알파 상태는'휴식, 장난 창의력, 흐르는
기쁨의 감각, 그리고 고통과 공포의 일반적인
감소와 같은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특정 주파수는 음핵의 수용체 세포가 가장
민감 하나가 발생합니다.

뇌와 몸

이 특정 주파수
유머의 과학은 그 자체로 유머 없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지루한 연구로
설명 될 수있다 : 웃음의 양 사이의 성별 차이는
무엇?; 사람들은 웃음 동안 만듭니 까 무엇
사운드 주파수?; 어느 정도까지 문화의 독립적
인 웃음은?;

연구자들은 웃음의 완화 된 형태를 발견했다 도

- - 웃음 성적 자극 동안 증가 상기 알파 상태와
동일 - 일부 과학자 물리적 진동 암을 확인하는
방법이있을 수있는 동안 그 측정하도록
제안하는 범위까지 여성 오르가즘 (시 항문
전형적 존재 오르가슴).

8 및 13 사이 Hertz-- 파를 생성 따라서
뇌의 알파 상태를 증가. ESP이 파도의 존재.
그들은 강렬하고 상관 관계가있을 때, 또한
창의성과 심층적 인 학습을 향상시킵니다.

웃음과
섹스를하는 동안
주파수

더 유머와 성적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은

어린이의 뇌에서 웃음의

최고의 섹스 파트너를 선택하는 방법의 오래된

역할은 무엇인가
'에스

개발?

질문에 우리를 제공합니다. 알파 상태의 뇌파에
성적 자극의 더 복잡한 주제로 작동 연구원의
캠프는 관련 발견의 시리즈 있었다 :

대한 연구를 고려할 때, 그 내용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오르가즘 : 유사 (심각), 웃음과 몇 가지
공통적 인 특징을 공유하는 인간에게 중요한 또
다른 생리적 현상에 대한 연구가있다.

성적 흥분하는 동안 뇌의 알 파파가 증가하는
경향이있다. 각성에 이르는 성적 자극이 인간의
고통과 두려움의 감정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그
다음 다음과 같습니다.

두 필드 모두 관련이 연구의 제 3 영역은,

방법, 조감도로 설명 될 수있는 것과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 뇌가
도시 같은 것을 고려;

텍스트 : 아리스토 타코마

조류 파리

'에스

이점을 가지고 이 부서한다. 그의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악명 경 마이클 케인은
아마 동의 할 것이다. 그는 유명한 "당신은 너무

뇌파에, 더 일반적으로 알려져 EEG이다. EEG,
함께 기술적으로 뇌의 활동을 측정하는 복잡한

'재미있는
재미있는
사람'
사람

당신이 침대에있을 때 그들은 웃고 중지로,
후 오르가즘, 원칙적으로, 파파 즉시 감소.
포스트 성교 tristesse : 이것에 대한 라틴어

그것으로 유혹 할 수있는 것보다 당신은 침대에
더 많은 여성을 웃을 수있다"고 말했다.

용어가있다.

이 연구는 섹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르가즘 전에 잘 될 수 있다는 말을 단순한
이야기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모든 농담 제외하고, 과학은 케인의
반면, 소리

주파수

의견을지지하는 심각한 결과를했다. 2016 년,
저자의 그룹은 발견

Neurosci에서 핑크 & M Benedek하여 EEG 알파
능력과 창조적 인 충동 : 더 또한 연구
협의하십시오. Biobehav. 2014 년 연구 니콜
PRAUSE 박사에 의해 실시, 또한 자신의 과학
시설에서, www.liberoscenter.com

유기 튜링
테스트

마음을 위해
프로빙

이 사설에서 패션 모델 : 나탈리
Rizou, MUA @natalierizou : 미토
Departez을 @myrto_departez

사진 작가 : 아리스토 타코마

소품과 세트 디자인 : 마리아 Asimaki

위치 : STUDIO의 P56, 아테네,
@ studio.p56

이 사설에서 레이블 :

바지, 반바지, 블라우스, 재킷,
ZARA하여 높은 굽 신발, @zara

GUESS, @guess에 의해 스포츠

LK 친밀한, @lk_intimate에
의해 란제리 브래지어

모래 언덕에서
매트릭스로, 재단의
스탠리 큐브릭 &에서
스타 워즈에

AC Clarkes
'에스

최신 영향력있는 스타
트랙에 작동합니다
넷플릭스 / CBS, 보편적
인 마음과 느낌 허구의
경계를 밀어 계속해서의
상상 양자 생물학에
의한 검색 및 패션에
자극을 제공합니다

21 일
세기:
튜링 테스트 :
여자
상대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

미래 세기
가능한
유기 튜링
테스트 :

그녀는 여부를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는
외국인의
엔티티로 프로브

생각 그들은
마음을 가지고

--

그들은 생각,
감정이 아마도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

의식
들 [...]
... 흐른다.
흐른다.
] 흐른다.
강 "강"또는
또는

파트 I : 마음과
그 이후

"나

"강"또는
스트림은 "나

그것은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은유. 이하
그것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의식의
생각의 흐름을 부르
자

의, 또는 주관적
삶의.
- - 윌리엄
제임스

의식 s의 물리적
측면에서 설명 할 수
없습니다. 의식
s의입니다

매우 기초적인
. 그것은 다른 어떤
측면에서 설명 될 수
없다.

- - 어윈
슈뢰딩거

내부 증인은
무한한 불변는
인식하지만,
순수 의식의
자기이다

정신의
구조물을 통해
제작.

- - 파탄

우리가 경험 할
수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신비이다. 그것은
모든 진정한
예술과 과학의
원천입니다.

- - 알버트
아인슈타인

더 깊은 수준에서
...

양자 수준에서

[...] 흐른다.
] 흐른다.

물질과

생물학과 물리학

consciousn

차이가 없다.

ESS는은 ...[...] 흐른다.
] 흐른다
분리와 결합한
데이비드
--

- - 자신의 스타
트랙에서
브라이언 풀러 &
앨릭스 커츠 먼,

"강"또는

발견 "나

뵘

우주는 약간 화가,
화가입니다.

- - 앨런
긴즈버그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정보입니다
- - 노자

당신의 마음,
의식의 세계는,
별이 빛나는
우주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발을 밀어 때, 천
새로운 도로가
명확하게.

- - 루미

나는 이유로 사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이 먼저
생각하고 그 이유가
따릅니다.

사랑 [...]
서라운드의 모든
존재와
한다 모든 것을
포용 천천히
확장합니다.
- - 칼릴 지브란

- 치마 만다 엔고 지
아디 치

당신의 이론은 미친
짓이지만, 그것은
아니다

'아니다

사실이 정도로
미친. 닐스 보어
--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우주의
낯선
그것은 낯선 사람,
생각
보다에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

- - 베르너 하이젠
베르크

유기 튜링 테스트

20 세기에, 과학은

느낌의 시트와

종종 별개로 뇌와

지능형 같은 몸으로

신체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

합리성의 개념을

PART II :

추구했다. 우리는 천년

이제, 21 세기에,
잠재 의식은 직감을
통해, 거의 무한히
할 수 간주된다 예를
들어 감지

고대 philosoph의
Y의 일부는 신선한
감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댄서의 몸은 단순히
영혼의 발광 표현이다.

가까이 갔을 뇌이었다

MIND /
BODY

당신은 영혼의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없음
; 당신

다만 믿음에 그것을

안에
댄서의

'아니다

몸, 우리는 참조
[...]
. . 흐른다.
. ] 흐른다.

인간 인 기적의
무언가.

과

가지고해야합니다.
우디 앨런
-당신의 뇌는 감각 입력을
시뮬레이션 할 때마다,
당신의 느낌을 변경할 수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몸의 자동
변경을 준비합니다. 리사
펠드만

-- 마사
그레이엄

--

바렛

- - 이사도라
던컨

피질의 큰 활동

더 interoceptive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왜 그랬는지
나는 그것을
[...] 흐른다.
즐겼다 왜, 나도
뇌 영역,
] 흐른다.
몰라 몰라, 나는
그 중 그들이 더
다시 그것을 할
인식하게
[...] 흐른다.
] 흐른다. 수 있습니다
감정.
이유를
- - 다니엘
모르겠어요.
콜맨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좋은의 힘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피난처를
촬영하고있다.
--플라톤

마음의 에너지는
미주 신경 ...
[...] 흐른다.
] 흐른다.

뇌에 장을

삶의 본질이다.
Aristotl

연결합니다. 로버트
--

Mart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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