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 모델 우리 BERLiNiB 2019에

우리는 잡지를 만들 때, 우리는

저작권 : 모든 BERLiNiB 내용이

인스 타 그램에. 우리는 메이크업, 모델,

처음부터 배치를 시작하고이 편집

잡지하지만 'fashionblogger 친화적

작가, 사진 작가, 스타일리스트의

중지를주는 대신 좀 더 사설을 가지고

인'방법으로 저작권이 있습니다.

의견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2020 / A

대한 / C의 문제는 마야 메리 타, A.Tacoma 페이지의 왼쪽에 파란색 노트에 태그,
사진은 {기사 "FW19의 기분"을 참조}

2,019 / C

이 프레임 내에서 우수한 결과.

2019 / C, 우리는 광고를 일시

"LAYOUT OF TEST"를 추가합니다. 이

아리스토 타코마 { BERLiNiB의 편집자;

발행을 시작으로 패션 잡지를 보완

자연스럽게 점차적으로 우리 자신의

그것은 종종 사진 작가와

점차, 엄선 된 고품질 광고의

잡지로 변환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스타일리스트뿐만 아니라} BERLiNiB는

포함을위한 길을 불법 체류자. 우리의

원래 촬영에서 이미지 (모든

berlinib.com 품질의 PDF 파일로 무료로

장기 목표는 55 페이지, 약까지

@berlinib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절반 잡지, 우리

테스트 이미지를 모두 교체하십시오. 이

잡지에 광고하고자하는 기업에 액세스

방법의 뒤에 아이디어는 우리가 우리의

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고정 된 가격에

잡지 만 최고의 영감을 원하는, 그래서

광고합니다. 브랜드는 사설을 후원

우리는 우리로 우리에게 영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드에서

이미지로 우리의 페이지를 빛, 보그,

언급 될 것이다.).

NUMERO, 하 퍼스 바자와 엘르 매거진
우리의 마음에 드는 소스에서 이미지를
선택이다 우리 자신의 완전히 출판물을
만들 작동합니다.

우리의 웹 사이트의 DIRECTORY

기여하고자하는 아티스트, 세트

섹션에서 당신은 우리가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광고주 및

포스트에서보고 싶은 감사의 어떤

다른 열정적 인 광고.

종류의 일반 지침과 함께 reblogging에

가지 광고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있습니다.

게시 된

새로운 잡지로서, 우리는 독점적으로
'디지털'로 결정했다. 라인 장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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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과 훌륭한 맛과 우리의 기여의
원하는 재능있는 사람들과 패셔니
우리와 함께 작동하도록 : 문의하시기

BBERLiNiB : 다른 무엇보다도을 통해

바랍니다 berlinib@aol.com 또는 DM

아테네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해방과

이것은 2019 / C는 BERLiNiB의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처음이 문제에 몇

대한 모든 사진이 준비 찾을 수

ISSN 2535-602X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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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가 우리의 인스 타 그램 계정을

게시 된 각 BERLiNiB 잡지의 내용은

통해 잡지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했다.

저작권 스타 인 헤닝 B. 로이 쉬 별칭

이 문제에서,

귀족 타코마입니다. 콘텐츠 제작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대로 모델의 이름을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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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에 대한 의견과
일부 선도적 인 패션

.1. 행성 보호 및
우리의 두 번째
피부

FW2019 / 2020 및 가죽 스타일과 계절의

디자이너 브랜드 선택의 이번 시즌의

범위에 맞도록 성형 할 수있다. 외모는

신발로 높은 플랫폼 힐을 제시하고

여성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죽 샤넬

있습니다. 샤넬의 FW19 컬렉션 지원을

알렉산더 맥퀸-을 통한에서 더 남여 SIES

추가하고 논쟁이 정착되어 플랫폼 힐

마잔에서 스타일과 보테가 베네타의 더

추세에 있습니다.

남성 자전거 타는 느낌을 다양합니다.

이번 시즌 우리가 매트릭스에서 영감 가죽
코트를, (발렌시아 FW19 컬렉션) 안감 양모
일부; 색상의 팝 일부. 날씨가 어둡고 흐린
경우, 도전! 자신의 컬렉션에서, 캐롤라이나

브랜드와 디자이너의
값

더 많은 사람들이 행성 지구의 나무, 공기와
물, 그리고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플라스틱의 삼림 벌채 및 남용의 부정적인

. 2.

나를 회색

영향의 보호를 고려할 때 윤리적 소비, 패션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급증하고있다. 거의
모든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도 논의 될
수있다 여기에 정확하게 트렌드 중
하나지만 전체 이야기와 환경 결정론의
의미는 항상 분명한하거나 모호하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모피, 가죽 의류에
대한 동물 권리 그룹의 소란 다음, 많은
디자이너는 인조 가죽을 사용하기
시작하지만, 일부는 고집 대부분의 가짜
가죽은 본질적으로 plasticbased되는 전제
진짜 가죽의 사용을 옹호 한 마지막 것은

.4. 샤인
밝은

디올의 남성복 전 가을 2019에 대한 킴
존스 (Kim Jones)의 컬렉션 회색 바르게
그래서 이번 시즌의 새로운 블랙, 및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여드름 스튜디오와
건조 반 노텐 회색의 다른 그늘이 새로운
방법의 가을 옷장에 적용 할 수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품질 모직 회색 캡처에서
코트이 요소와는 확실히 모든 시즌에 옷장
이동 - 투 항목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지구를 오염 여분의

반짝이 장식, 메탈릭, 광택과 반짝임. 많은
디자이너는 밝기와 어두운 겨울 일 조명에
주장하고있다. 스튜디오 (54)에 의해
영감을 마이클 코어스는 윤기 파티
드레스를 제공합니다. 발 메인 장식 조각 및
vinylshine과 함께 80 년대에서 영감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생 로랑은 개념 '어둠
속에서 빛'이 유행한다. 부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절한 작업 복장으로 반짝이과

플라스틱입니다. 어느 쪽이든, 가죽의 어떤

장식 조각을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종류의 형태로 두 번째 피부의 핵심 패션의

그러나, 스파클의 약간은, 아마도, 거의

특징입니다

모든 복장 및 행사에 통합해야 할 수

열두 동향
/ 2020
FW2019
패션

있습니다.

나탈리 소피아,
@fashionjudgment, BERLiNiB
패션으로
특파원, nathaliesophiajournaliste @
gmail.com

. 5. 영감 코트

. 3. 키가 큰
플랫폼 발
뒤꿈치
우리는 플랫폼 힐, 스텔라 매카트니,
베르사체, 생 로랑 등을 좋아하는지 여부

헤레라에서 웨스 고든은 핫 핑크 코트에
대한 사례를합니다. 일부는 인쇄와 함께
일했다. 밝은 색상의 모피 일부. 편안하고
세련된, 아늑한 모직 또는 세련된 모피,
품질 코트 스타일의 외출하지.

Piccoli은 최근에 내가 발렌티노위한

크리스티). 나팔관, 볼륨 감있는 드레스 :

환경이 취약한 것 같다. 골드는 '현실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다 "고 말했다. 나는

용감한하십시오. 오버 사이즈 코트 : 같은

도피'의 깎아 지른듯한 즐거운 모양이다.

물체를 인하여 관한 '생활 양식', 다른

맥락에서,하지만 좀 더 차분한합니다.

모스키노에서 제레미 스캇은 그것을

무언가를 의미한다. 그것은 가치를

oldfashioned 현실 도피에 의한 스핀을

공유하는 사람들에 관하여이다. "

부여하고있다. 랄프 로렌은 Altuzarra와
셀린에 의해 파견 세련되고 착용 할 수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브록 컬렉션의 여성
조각은 현대 여성의 옷장에 고전 시대의

[연속.]

발렌티노는 2019 기성복 쇼 놀라운
쇼를 폐쇄 패션 아이콘 나오미 캠벨을
포함한 모델의 다양한 캐스트를 특색 가을.
Piccoli의 발렌티노 스타일의 부드러운

. 모자에

후드

. 12. 리갈 풍미

매력을 번역합니다.

8.

레드 가을의 중심 색, 밝은 빨간색이

실루엣, 여성의 형태, 얇은 명주 그물과

이동-에 색상이 아닌 경우 선택할 수있는

깃털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그늘이있다. 누구나가 좋아하는 빨간색을
찾아 좋은 볼 수; 자신의 피부 톤과 기능을
보완 하나. 빨간색 리갈, 오렌지의 힌트와

오버 드라이브, 버킷, 보닛, 페도라 : 모든

함께 빨간색, 파란색의 힌트와 함께 레드

행사를위한 모자. 후드 재킷은 가을
unhooded 코트로 대체하지만, 유행 모자의
- 더 공식적인 행사에 적합 보인다. 이것은
(칸 영화제에서 올해 초 H & M과 자신의
컬렉션을 발표했다) 잠 바티스타 발리의
디자인으로 공명.

넓은 범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와 망고
등 주요 패션 아울렛과 함께 같은 크리스챤
디올, 발 메인, 발렌티노와 샤넬 등의 패션
브랜드들 사이에서이 문제를
참조하십시오. 범위는 챙이 중절모, 세련된
베레모와 랑방의 남서풍이 포함됩니다.

몸에 꼭 맞는 경향에서 출발, 우리는 지금

스타일로 이동하고있다. 여기, 우리는 1970

그대로, 더 큰 일을 향해 이동하고

년대와 1980 년대에서 영향을

있습니다. 발렌시아의 오버 사이즈 실루엣 :

참조하십시오. 미묘한하지만 강력한

셀 수없이 많은 사례가있다. 어느 정도의

스타일은 밝은 색상과 날카로운 모서리의

플레어 스커트를 레이어드. 소매 풍선.

바다의 모습을하고있다.

강한, 패딩 어깨. 라벨은 마크 제이콥스, 생

'소송'행사의 범위에 스타일 수와 관련되어

하나의 고체 바지 헤링본 정장 재킷을 입을
수 있습니다.

.10 금에 젖어

로랑과 그의 데뷔 패션쇼에 포함 토모
고이즈미 (벨라 하디드, 카렌 엘슨과,
Gwendoline 왕좌의 게임에서 웨스
테로스의 기사를 포함

디자이너의 마스터

강하게 작업복이, 다른 실루엣과 직물

방법은 Spezzato 스타일입니다. 예를 들어,

할 수있다, 그러나 우리는 향수 유발

로맨틱 스타일과 영향력 발렌티노

몇 유행 남아있다. 이러한 경향은 정장

지금 옷을 착용하는 흥미 진진한 유행

'athleisure'와 '실용'이 보이는 사이에 끼여

가치'라고 부르는 가하고 있습니다.

정장은 약간의 변화를 각 시즌, 지금 시즌의

일치를위한 멋진 사운드 이탈리아어 단어 :

패션의 세계는 여전히 부분적으로

금 gawdy 생각 만은 허용했다 때 사라 롱은
일입니다. 지금은 가치가 모든 금이고,
그것은 참으로 가치가 많이있다 :
불확실성의 위기에 영원히 세계 안정의
상징하고있는 자연의

무한합니다. merlotcoloured 소송, 또는
벨벳 드레스 : 어두운 붉은 색은 공식적인
행사에 가장 적합한합니다.

예상된다. 혼합 다른 정장의 구성 요소와

.7. Giantwear

디자이너들은, 그들이 첫 번째 '공유

. 11. 정장

있지만 2020 년에도 계속 될 것으로

.6. 공유 가치와
여성의 형태

Pierpaolo Piccoli 같은 일부

와인 레드, 크랜베리 레드, ... 옵션은

MOOD1

'침착 해,
세계 가져
보다 나은'
이 사설에서 패션 모델 : 마야 메리 타,
@melita_maya

사진 작가 : 아리스토 타코마
MUA, 헤어 스타일링 : 미토
Departez, @myrto_departez

위치 :
TRANZISTOR

카페 - Bistrotheque, 프 시리,
아테네
STUDIO의 P56, 아테네, @
studio.p56
패션 라벨 : H & M, @hm.

FW
/ 2020
2019

기분

MOOD2
'되실
되실

그것은
사람 '
X, Y,
XX, XY, YY,
XXX, XXY ...

'되실
나는

캔트 '
자신을 너무
우아 '

MOOD3

MOOD4
'내 이름을
형성하고 내
이미지를 한
단계'

MOOD5

'내 피부는
내가-몸에 꼭
맞는 갑옷 도금
좋아하는지에
g을-dependin있다'

MOOD6
'되실
그만큼

미래의
나입니다. '

MOOD7
'되실
저 할 수 있어요

가짜처럼,하지만
몸은
진짜입니다. '

우리의
세계에서
실프

실프의 [ 명사]
1. 슬림, 우아한 젊은
여성
2. 소자 공기 신화
존재

패션 모델 : 나탈리
Rizou, @natalierizou

나탈리 Rizou 나탈리 소피아,
@fashionjudgment에 의해 스타일리스트의
조언, 스타일과 귀족 타코마에 의해 촬영

MUA, 헤어 스타일링 : 미토
Departez, @myrto_departez

위치 : STUDIO의 P56, 아테네,
@ studio.p56
개종 갤러리, 아테네, @the_breeder_gallery,
thebreedersystem.com

패션 라벨 : TATU BY SUELITA,
@tatu_by_suelita, MANGO에 의해 벨트에
의해 스커트, @mango, FOREVER21에
의해 신발, FOREVER21 @, 재킷 등 H &
M, HM

에 언뜻
이 페이지의 모델 뒤의 배경 : 스텔리오스
Karamanolis에 의해 "공허를 충전"

2019 설치보기 예의 종축, 아테네

사람들이 오늘처럼 만 현대 역사에서
남성의 소수 진정한 패션의 모험 정신을
받아 들였다. 그 중 하나

인가

개별이었다

왕 루이 14

세. 발레 댄서로 그의 배경은 그에게 더

신사복

예술과의 접촉 및 패션 등의 기능
기술만큼의 불가촉 천민 예술 작품에
숨겨진 수있는 아름다움을 향한 감도를

그것은 패션의 역사시에서 중요한
변화를 표시 한 수

치장 첫째 XVIII / XIX C가 인기를 얻었다.
사람들이 시작했을 때 자신의 옷에 더 큰

여성을위한

패션은 수세기 동안 여성에
의해 지배되고있다. 역사의 과정
동안, 사람들은 패션에 더 실용적인 접근

아이디어가 런던에서 태어났다

새로운

방식을 요구 작업과 작업을했다. 의식 옷에

"보"Brummell 인기에 사람을 특징으로

방어구에서 유행 남성복은 애호가 일상의

스타일을 캡슐화

흥미로운

예약되었다; 자색, 부르고뉴와 부풀어 벨벳

트렌드?

귀족이나 왕족를 지배했습니다. 의류 패션

허용했다. 1700 년대에,

관심을 촬영합니다. 다시 소개하고 훨씬 더
큰 규모 조지 브라이언에 그렇게 어디에

조각을 감당할 수있는 사람들을 위해

포워드 의도지만, 사회적 지위의

하이힐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사회의
엘리트 회원들에 의해
착용했다. 왕 루이 14 세는 자신이

상징이었다되지 않았다.

프랑스 법원에 빨간 발 뒤꿈치와 빨간

게 ornamented 소매 골드 겉옷. 유행을
감당할 수있는 남성은 일반적으로

바닥을 하이힐을 도입 패션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다. 그는 귀족의 그의 원에 같은
신발의 착용을 제한. 이 연습은 나중에

치장은, 피티 워모,
피렌체에 살고 남자는 주위 기대
앉아 위치를 사진과 뛰어난 스타일을

자신의 정장 화려하게
옷을 입고있다. 의류는 종종 세부
사항 모자, 스카프 / 관계를 포함하고, 기타

인정하세요. 일부는 코믹 보이는
말을하지만, 그것은 확실히 좋은 사진을
만든다.

액세서리들, 스틱을 도보로 강화 된

유럽의 왕족들 사이에서 매우
유행이되었다.
나탈리 소피아, @fashionjudgment으로
BERLiNiB 패션 기자,
nathaliesophiajournaliste @ gmail.com

자신의 스타일을
상승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오랜 시간 동안, 국내 패션 주 활주로 쇼는
크게 디자이너의 대부분은 사실
남성이었다로 womenswear- 아이러니에
집중했다.

일을 시작. 최근에는 두 가지 주요 브랜드는
그 결정을 만들었습니다 :

프라 발 구룽,
셀린 및 가장 최근에

'차용'하는 가장 인기있는 의류가
(솔직하자, 많은 시간 우리는
그들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티셔츠,
스웨터와 재킷이다.

가브리엘라 허스트, 가장 멋진
가방 알려져.

얼핏

루이비통의 과거
'

와 현재의 디자이너는
경향의 폭로이다. 디올에 대한

이동합니다. 그리고 왜하지? 누가 가죽

그들에 대한 의미인지 여부.

여성복 디자이너 마리아 그라 지아 Chiuri와
니콜라 Ghesquire를 떠나, 패션 업계에서

아마도 슬리 마네의 가장 큰 디자인의

파도를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두 브랜드는

힘이다 남성복없이 맞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부서의 매출과 매우 잘하고 있지만

최근 남성 라인을 출시하는 또 다른

그것은 주로 액세서리 판매로,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욱 더 구동된다는 사실을
최근까지 여성은 이러한 항목을 빌리에
만족 보였지만, 지금은 상점과 구매

파리 쿠튀르 쇼를 포함하는 경우. 남성복
해당하는 2012 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했다

무시가되지 않습니다.

바지와 쌍과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여성스러운 조각 옆에 눈에 띄는 편안한
오버 사이즈 셔츠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성복 업계는 남성뿐만 아니라 때문에
여성의 상승 관심을 잘 드레싱에 점점
관심이되고있다뿐만 아니라 때문에,

가장 큰 패션 브랜드 중 일부는
여성복보다는 자신의 남성복에서 더 많은
관심과 존경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개화한다. 여성복의 많은 크기 제한으로
인해 남성을위한 옵션이 아니지만,
아마도 접근 방식을 변경하는 시간, 또는
어쩌면이는 방식으로 단순히 새로운
규범이다. 남성복 다양성의 과거의 부족은

2000 년대까지 남성복의 무시를 강조한다.

우리가 아마 드라마와 새로운 변화 동향 각
시즌의 기대에 사용되는 성장 여성복
많은

남성복은 자신의 패션 주 참여 놀라운
재능있는 디자이너없이 부족하여, 더 이상
그냥 군더더기없는 것 같다. 대부분의 관련
브랜드는 여성복을 동반하는 남성복

여성들은 옷장에

남성복을 적응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컬렉션이, 또는 심각하게 고려하고있다

사실, 여성은 종종 남성에서 옷을 빌려.

주위에 순환 많은 것이, 남성복에 있습니다.

남성복과 같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셀린에 대한 에디
슬리먼

Abloh은 은유 먼지, 자신의 colleaugues,

브랜드는 행이다.

우리는 이미
패션에
여성을위한
표시했다
1903, 그리고
아마도 그 이전 우리는

성으로 여성복의 측면을 적용하는 생각이

남성복의
상승은 부인할
수없는
사실이지만,
또한 여성은
여전히 그 옷을
더 잘 볼 것을 부인할

킴 존스 (Kim Jones)와 루이비통 버질

[연속.]

진정한 스타일의 참신는 한 번 완전히 반대

분야에서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제품에
대한합니다. 요즘 추세는 주로 다시
imaginating 과거와 마케팅 및 섬유의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있다.

이 사설에서 패션 모델 :

어떻게

magicmstyle - Marilena,
@magicmstyle
패션 사진 작가 및 MUA : 미토
Departez, @myrto_departez 및
@myrto_departez _photography

편집 텍스트 : 미토 Departez

골드 패턴에 대한 영감 :
@olga_fox에 의해 고전 포스트

골든 메이크업이
계절 :

나일론 빛. 당신이 이미하지 않은 경우,
화장 가방에 약간의 금을 추가하여
아름다움의 지평을 확장합니다. 이 모든
각도에서 다르기 때문에 골드 '운동의

[1]로
시작으로
] 시작으로
시작 : : 1

색'이라고 할 수있다. 당신이 실험 할 수
있도록 골드 메이크업을 사용하여 최상의
결과를 얻으 시간을 제공합니다. 어디 말이,

금을 적용합니다.

금은 영원한
것입니다. 당신처럼
이동-하는 LBD,
그것은 온 추세와 우아하기에 의존 할 수
있으며,에 맞게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거의

어떤 경우.

골드와 블랙이 특히있다

순간 유행,
메탈릭 함께하고

아낌없이

:

건강하고 깨끗하고
신선한 모습.

완벽한 메이크업은 피부를
준비하는 품질 수화로
시작합니다. wellblended 재단에

[2] 당신의
눈꺼풀에 색상을
추가하여 연기가
자욱한 눈 만들기

따라 최적의 결과를 바로
브러쉬를 사용합니다. 정의 및
광대뼈 등 얼굴의 특징을 조각,
분야에서 어두운 지구 톤을
사용하려면 윤곽 다음

아이 섀도우를 대조 권리를 선택하여

하이라이트를 추가 소프트 금과

당신의 자연적인 눈 색깔을 향상시킬 수

부드러운 브러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라색으로 염색 모험,

싶습니다.

(단, 사전에 아이 섀도 프라이머를
사용).

진한 빨강 색을 느끼는 경우 유행 색상이
계절, 진한 빨강 포함하거나.

[1]로
3 ]혼합
시작으로
시작 : :

물에 분말
골드 안료는
액체 골드
마법을
확인합니다.

상상

파도에 햇빛 춤 분명 여름의

날에. 이것은이 모양의 색상, 모양과
에너지의 감각을 준다. 눈꺼풀 최대에이를
적용합니다.

4] 속눈썹에 조금
금을 적용 그리고 눈썹의

[

중심이다. 당신이 깜박 때마다 빛이 당신에
빛나는 때, 당신은 것입니다

불꽃!

금 (다른
이국적인
금속) : 패션
/ 정치 /
경제

패션 이상적 앞서, 항상 이동, 끊임없이
새로운 있어야하지만, 사람들이
따라하기에 충분히 가깝습니다. 최전선

여기에 여섯 개 큰 이유는 금 및 기타
금속은 글로벌 패션 현장에 이렇게
매력적인 이유

청소년은
다음 이동하고자 위치에 대한
지금:
시각적 주석, 오늘의 뉴스의 의미가
문화의 일종으로, 다른 것들 사이에,이다,

금본위 제는 1970 년대에 왼쪽 된 이후

중요하지 않았을 '관세 남자'자신을 부르는

국가가 처음으로 금 적립 모든 페니를

대통령. 이제, 지질학 갑자기, allimportant

지출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러시아와

모든이다. 일부 국가는 중국과 같이, 이러한

중국은 금을 쌓아 두는된다. 스펙트럼의

것들의 세계의 생산을 스로틀 수 있습니다 -

다른 끝에, 독일 등 다른 국가들은 황금

적어도 더 혁신은 이러한 제품이 어떻게

시류에 점프에 관심을 조금 갖고있는 것

만들어 지는지에 같이있을 때까지. 소위

같다.

'희토류'의 일부는 주로 중국에서 발견되는,
그리고 세계의 배터리 리튬은 국가의

흡수된다 즉,.

소수에서 발견된다.

당신은 당신이 뭔가 볼 때 다음 시즌의
패션 트렌드를 본 것을 알고 '이상한,

세계
'
금 기아는 새로운 높이에
도달했습니다 : 6 가지 이유를

그러나 그것은 작동합니다'.

키워드는 여기에, 금으로, "금속"입니다.
이상 동향 이상 지속되는 방식으로 깊은
전류가있다; 의는 '걸프 스트림'을 부르 자.
이들도 변경할 수 있지만, 더 지속적이다.

[1] 지폐 경쟁을 갖는다.

패션뿐만 아니라 세계가 얼마나,하지만
세계에 달라 붙는다 반영한다. 것들 중
하나는 더욱 더 2019에서 오랜보다 투 달라
텍스트 : 아리스토 타코마

붙는 귀금속 금은 시간이다.

전에, 달러는 '그린 백은'였다 보편적 인
통화, 문화를 관통하고 새로운, 세계적인
통화의 종류를 생성. 이제 그것은 협조하지
않거나 너무 강한 성장 동력을 통치하는 데

[1]로
처음
] 시작으로
시작
3: :

사용되는 무역의 무기, 2020 년 재선을

당신은 의심 할 여지없이 현재 사용되지
않는 다수의 금속이-데스크톱 컴퓨터,

돕기 위해 미국 정부에 의해 사용되는

1960 년대와 70 년대 이후, 지구상에

무기이다. 원칙적으로, 달러를 인쇄하는

핵무기를 포함하는 정치 threattalk와

사람들이 백악관 담당과는 별개 있지만,

단계가있다. 이 적어도 잠재 의식 수준에

구별 선출 된 전력 트윗 오해의 소지가

이르게한다는 피할 수없는 공포는 삶을 더

선언의 과다에 의해 침식되고있다.

영구적이고 영원한 보일 수 아무것도 증가
첨부 파일에서 그 표현이있다. 이 빈티지

노트북이나 휴대용 읽는 것을에 추가

요소와 금으로 지속적인 같은 시대를

장치를-하고 반짝이 금속이 방식으로

초월한 기호 모두 feverent 관심을

어디에나 있다고 방정식의 한면을

초래한다.

얻고있다. 그들은 금 또는 실제 금속 일

/ 2 / 전기 자동차와 스마트 폰
이국적인 금속의 범위를 필요

필요는 없다; 그들은 검은 금속, 깊은
오렌지 실크, 많은 빛나는 금속 또는 가까운
금속 색상의 혼합물 일 수 있지만, 주제는
분명하다.

세계의 권력 사이에 불균등하게 분포
함수에 대한 화학 물질. 이것은 미국에서
무역 전쟁과 자유에서 자유 세계 무역의
시대, 자유 인 경우

정치적으로 말하기, 금은 달러보다 더
중립적이다. 다수의

[연속.]

그러나, 대부분 대규모 산업 상거래에서

주인은 잘 알려진 사람이었다. 예를 들어,

비행 사업 또는 경제). 시장이 심지어

전쟁 환경 문제를 무시 활동의 증가 모멘텀,

20 세기 노르웨이어 옷 디자이너와

전문가 떨어져 그들에게 말할 수없는 높은

많은 사람들이 원자 무기와 세계 전쟁에

아티스트 페르디난드 핀 한 번 만난 말한다

품질의 인공 다이아몬드의 질량에 의해

대한 기존의 불안에 추가, 행성의 미래에

침수되기 전에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시간의

대한 불안의 감각을 느낍니다. 이것은 금 및

문제 일 수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기존의

금속 등의 안정성과 영속성의 상징,

다이아몬드 운명의 가격을 줄일 수있는

사람들의 부착에 기여한다.

코코 샤넬 전시에 기차역. 그녀와

이벤트 같은.

대화를하는 동안, 그는있는 그녀는 "젊은
사람이 포경 다이아몬드가 재산을

플라스틱에
필요한
파괴의
상징으로
/
6 / 골드.
골드

수송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라고 대답하는 장식으로

단일 사용 plasticware의 부주의 대규모

유리를 분쇄 할 듯 무엇을 그녀의 선택에

산업 생산이 아닌 다른 뭔가를 상징한다.

혼란을 표명했다.

금속 플라스틱 물질 오염의 문제를
우리는 또한 금의 가격은 simarly 우주

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안 그래서,

탐사에 의해 도전되는 시간 전에 요청할 수

적어도이 hardwaring 재료는 차이의 지점을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다음 거기에 떠있는
금의 가치가 달러의 quintillions 공간에
액세스 할 수 때문에, 말하자면, 인간은
그러나 고급 산업 '다이아몬드'는 전문가도

광산 소행성이 가능하게하는 기술을 개발

쉽게 진짜와 구별 할 수없는 너무 잘

한 경우 일어날에만 가능성이있다.

상징; 더 많은 양의 방향에도 단지 막연한
아이콘으로 경우.

제작되고있다. 금은 그러한 위협을 넘어
여전히, 그래서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재산의보다 지속적인 상징으로 간주 될
수있다. 사람들이 화성과 목성 사이의

이 보석에 올 때 / 5 /은, 금은
다이아몬드 이상의 승리 기회를
가질 수있다 '좋은 삶'을 상징하는

소행성 벨트에서 금 채워진 소행성을
수집하는 기술을 개발까지, 금은 가능성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션에 대한 그것의

현재 가격 태그로, 매우 정렬 후 남아

모순을 가지고 역설

측면이다. 고전적인 1953 필름 신사는

예술 영감을. 플라스틱이

금발을 선호에서 마릴린 먼로는 유명한

우리가 금으로 생각 무엇이든, 공간 경제는

환경에 점점 더 부정적인 문제가되고있다

"여자의 가장 친한 친구"로 다이아몬드를

향후 수십 년간 점점 더 많은 패션을 지배

그래서, 같은 변태 댄스웨어와 패션

설명했다. 차 세계 대전, 단지 유리

할 가능성이 높다. 모건 스탠리는 최근

장면에서 플라스틱의 사용과 같은

년대 이후 처음으로 같은 오염과 같은

조각처럼 재산 관련 포경 다이아몬드를

2040 년, 우주 경제가 조 달러 일 것이라고

플라스틱 옷은 인기가 급증했다.

인간의 영향 수리 넘어 행성을 파괴하고,

수송 할 수있는 가장 은밀한 방법 중 하나

예측했다.

/ 4 / Earthaware. 1960
우리의 개인 생활은 우리 주변의 세계에
대한 더 큰 책임을 반영한다고하는 성장
의미가있다. 예를 들어, 채식은 행성의
자원을 덜 소비를 포함하기 때문에, 행성의
지원에서 투표로 붉은 고기를 먹지 않는

동안. 그들은 싼 장식했고, 국경을 들키지
것처럼 그들은 스틸 담배 상자 나 통에 접착
할 수있다. 그들의 가치, 달러 때때로 능가
수백만, 어떤 큰 다이아몬드 공급 업체에
명백하고, 것입니다, 특히 경우

100g 당 수천 달러.

매일을 고려 많은 사람들이있다.
물론, 가지 (다이아몬드는 여전히 비싸고,
업계는 인증의 인증서를 사용하여 천연
다이아몬드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두 가지 클래스로 산업용
다이아몬드 산업에서 천연 다이아몬드
산업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 사설에서 패션 모델 : 엘라 미카엘라,
@ela_michaela_official

아리스토 타코마에 의해 촬영

MUA, 헤어 스타일링 : 미스 IsabellaLia,
@ my.beauty.garden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하기 Amrit 인도
레스토랑, Oranienstrasse,
@amrit_berlin을

이 및 다음 편집이의
Kreuzberg에서 촬영된다.

베를린 장벽이
떨어졌다 때의
Kreuzberg은 다양성과
보헤미안 창작 센터
전초 기지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아름다움
의 거리에
라벨을 포함한다 : H & M, ZARA @hm,
@zara GINA 트리코, @ginatricot

의 Kreuzberg

이 사설에서 패션 모델 : 이가
Kokocinska, @igakokocinska

아리스토 타코마에 의해 촬영

MUA, 헤어 스타일링 : SU 헤어 &
메이크업 아티스트, @ suna.kecis

위치
스튜디오 Ramboya,
Wrangelstrasse,의 Kreuzberg,
베를린, @ramboyastudio

우아한

파티를
위해

라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는, 무모

G STAR RAW, 캘빈 클라인

아디다스는, ZARA,

내용입니다 @wearerecklessclothing

@gstarraw, @calvinklein

@zara을 @adidas

TNS
{참된
넌센스 섹션}

소설 포함. 아리스토 타코마로 그리기

Qyeens &
Pryncesses

새로운 유행 polyamorous 집단에 속하는

적합, 그들이 말하는대로, "새로운 언어에

특히, 초대형 콘돔을 필요로 한 남성

인과 객실을 장식하는 포스터와 가장

정액 싶다"사람들을 위해.

해부학의 특정 부분을 설명하는 데 사용

유창 Germanspeaker 아시다시피, "무형

독일어에있는 많은 단어 중 하나

문화 유산 빈 STOLZ 안녕히은 ..."에 "나는

컨텍스트-이다. SchlongoLingo에서 좋은

자랑스러워"및 "어 / SIE / ES"에서 "그 /

SchlongoLingo 팀에 따르면, 연구는 인간의

사람들 앱이 차별이나 특혜없이 크기와

그녀 / 그것"변환 변환합니다.

뇌는 섹스와이 사실을 부정하려고에 전념

국적의 모든 변화를 다루고 확인했다.

familyfriendly 방법-울려에서.

20 % ~ 80 % 헌신적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잘 알려진 언어 교육 프로그램 듀오 링고는
신선한 경쟁이있다. 유럽

결국 돈을 모금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그 코스가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을

languagelearners의 그룹 듀오 링고는

사용하고 영감을 유럽의 그룹은 이제

보완하고, 불러와 기존의 교육 방법에

ICH 빈 STOLZ 안녕히 MEINEN 페니스 :

언어를 가르치는 데 사용하는 문구에서

일종의 컬트 현상은 "Schlongolingo"응용

관련된 결함을 초월하는 것을

그래서, 독일어 이민자를위한,

영감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자사의 인앱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목표로해야한다 주장한다.

SchlongoLingo이이 '뜨거운 독일어'의

영어 과정에서 : 나는오고있다!

프로그래머 종사. 리뷰어 "평행 우주에서

핵심에 이상적인 경로입니다 제안! DU

당신이오고있다! 그 / 그녀는 / IT오고있다!

듀오 링고"로 기술 하였다. 실제 듀오 링고

BIST STOLZ 안녕히 deinen 페니스! ER /

우리는오고있다! 이 마지막 문장은 - 비록

문구에 거의 독점적으로 번성하지만,

SIE / ES IST STOLZ 안녕히 seinen / ihren

듀오 링고는 확실히 의미

창의적 성인 문맥에 맞게 재 프레임 응용

/ 페니스 seinen! WIR 신드 ALLE STOLZ

프로그램은,이다

대한
SchlongoLingo

단어 "경복궁"에 관해서는, 우리가

안녕히 unsere Schlonge! 성별 뉘앙스에

정확하자 콘돔에 관해서는, 그런 말, 폭

민감한 모든 리더는 여성에만 집중한다 세

길이와 경복궁 크기 경복궁의 크기가

번째 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냥 "경복궁"를 말할 때, 그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추출 할 수

현대 독일어 단어 'schlong', 특히 호출

중 하나를 의미 할 수있다 / 또는, 또는

있습니다 : SIE의 인도 표준시 스톨츠

할 수있는 유용'경복궁 크기 '

아마도 둘 다 / 과. 이 유행을 오자 먼저 뉴욕

안녕히 ihren 페니스를!

지하철 광고에 등장 할 수 있으며, 이후
지하철에 genderequalising 포스터를
주도하고있다 (현실의 은색이 TNS 열을
연결하는,이 genderequalising 광고는 아직
승인되지 않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뉴욕
지하철의 이사회. 제안 된 광고는 제작 된

시도조차없이, SchlongoLingo의 응용
프로그램은 혼란에 대한 성별의 나이를
초월하고,뿐만 아니라 언어뿐만 아니라
LGBTQIA 커뮤니티 년 동안 통신을 시도 된
내용의 비트를 가르친다.

메이커 미국의 여성을위한 장난감 '. 우리는
개념 프레임 상상할 수 : "여성을위한 성인
장난감! 당신이 Pryncess 또는 거기
Qyeen이 우리와 함께 타고 있든", 아마도
같은 서브 텍스트로 : "지하철보다 더
Vybrates"

나는 탈선한다. 우리가 SchlongoLingo로
돌아가 소유 대명사에서의 수업 5B에서
들여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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