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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S NEXT
Spring/Summer 21

Sept. 04 – 07, 2020

PREMIERE CLASSE
Spring/Summer 21

Oct. 02 – 04, 2020

PORTE DE VERSAILLES, PARIS

Jardin Des Tuileries, PARIS

WHO’S NEXT

Oct. 02 – 04, 2020

Jardin Des Tuileries, PARIS

* 21SS 시즌은 COVID-19의 영향으로, 9월 개최 예정이었던

WHO’S NEXT도 10월 파리 패션 위크 기간에 개최하는

PREMIERE CLASSE의 장소에서 동시에 개최됩니다.



• 전시명 : Who’s Next 

• 일 정 : 2020년 10월 02일 ~ 04일

• 장 소 : 쟈뎅 드 튈르히(Jardin Des Tuileries, PARIS)

• 규 모 : 1,500 Brands + 50,000 Buyers & Visitors

• 주 최 : WSN DEVELOPPEMENT

• 전시회 성격 : Fashion & Accessories & Lifestyle 

(Beauty)

• 홈페이지 : https://whosnext.com/

대규모 패션 & 라이프 스타일 전시회

10여개 이상의 다양한 컨셉별 조닝 구성

대형 백화점, 디스트리뷰터 등 대량 오더 바이어 비중 높음

전시회 개요

• 전시명 : Premiere Classe

• 일 정 : 2020년 10월 02일 ~ 04일

• 장 소 : 쟈뎅 드 튈르히(Jardin Des Tuileries, PARIS)

• 규 모 : 500 Brands + 10,000 Buyers & Visitors

• 주 최 : WSN DEVELOPPEMENT

• 전시회 성격 : Fashion & Accessories & Lifestyle 

(Beauty)

• 홈페이지 : https://premiere-classe.com/en

하이엔드 패션 & 라이프 스타일 전시회

총 3개의 TENT(Concorde, Tuileries, Louvre)로 구성

하이엔드 편집숍, 부띠끄 등 럭셔리 바이어 비중 높음



바이어 미디어 패션 & 뷰티
전문가

인플루언서

리테일러

컨셉스토어

백화점

E-커머스

부띠끄

편집숍

방송국

매거진

저널리스트

트렌드 연구소

스타일리스트

에이전시

제조사

인플루언서

블로거

VISITORS

70%

시즌별 방문 인원수

WHO’S NEXT : 약 50,000명
PREMIERE CLASSE : 약 10,000명



컨셉스토어

36%

백화점

16%

협회, 기관

13%

스타일리스

트

11%

브랜드

11%

전문점

9%

E 커머스

4%

BUYERS

FRANCE 54%

INTERNATIONAL 46%

TOP 5

SPAIN
ITALY

BELGIUM
JAPAN

SWITZERLAND



• Sephora France

• Anthropologie ( France & UK )

• Beauteprivee

• Galeries Lafayette

• Feelunique

• Nuxe

• Printemps

• Le Drugstore Parisien

• Oh My Cream

• Marie Claire.fr

• Paulette Magazine

• Elle.fr

• Prescription Lab

• Birchbox

• Le Bon Marche

• BHV Marais

• L’Exception

• La Redoute

• Tomorrowland (Japan)

• BAYCREWS (Japan)

• The Beats Shop (Japan & China )

• Jolimoi box

• MERCI (Paris)

• Nelly Rodi

• CENTRE COMMERCIAL

• Placedestendances.com

• SPARTOO

• Musee MOMA

지난 시즌 방문 주요 바이어

전시 참가 브랜드 중,
70% 현장 오더 진행

전시회 기간 동안
바이어의 91% 현장 오더 진행 전시 참가 브랜드 중,

70% 현장 오더 진행

뷰티 브랜드

브랜드별 €250 ~ 4,000
(한화 약 32 ~ 520 만원)

적용환율 @1,300원



전시장 구성

(참고) 21SS 시즌은 COVID-19의 영향으로, 9월 개최 예정이었던

WHO’S NEXT도 10월 파리 패션 위크 기간에 개최하는

PREMIERE CLASSE의 장소에서 동시에 개최됩니다.



PORTE DE VERSAILLES, PARIS (포흑뜨 드 베흐사유)

• Ready to wear

• FAME

• Leather goods & bags

• Textiles accessories

• Jewellery

• Villa Beaute(Beauty)

• Inside Lifestyle

• Ready to wear

• Trendy

• What’s up

• IMPACT

• Footwear

• From Sourcing

Jardin Des Tuileries, PARIS (쟈뎅 드 튈르히)

WHO’S NEXT TENT



WHO’S NEXT TENT #1

• Ready to wear

• FAME

Atmosphere
Creativity
Femininity

FAME



• Leather Goods & Bags

• Textile sccessories

• Jewellery

INSIDE

Lifestyle
Interiors
DIY

VILLA BEAUTÉ

Natural Products
Beauty Lab
Workshops

ACCESSORIES

WHO’S NEXT TENT #2



• RTW

• WHAT’S UP

• IMPACT

• From

• Sourcing

• Footwear

• TRENDY

WHAT’S UP

Oversized
Sport
Unisex
Street
Comfort
Urban

IMPACT

Eco-design
Circular
Solutions

Sourcing

Solutions
Manufacture
Small supply

From

Know-how
Accessories
Made in India

Footwear

Leather
Fashion
Exclusivity

TRENDY

Must-have
Trends
Favourites

WHO’S NEXT TENT #3



IMPACT

2. SLOW IS BEAUTIFUL

- 슬로우 패션

- 핸드메이드

3. MADE BY

- 공정 무역

- 친환경 생산

1. OLD IS THE NEW BLACK

- 리사이클링

- 업사이클링

4. THE FUTURE IS NOW

- 친환경 디자인

- 친환경 기술

전세계적 패션 트렌드 중 하나인 “SUSTAINABLE FASHION” 의 가치를 알리고 동참하기 위한 목적으로, “친환경 소재/디자인/생산, 공정 무역 등

” 지속가능한 패션의 가치를 추구하는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컬렉션으로 구성해 전세계 바이어에게 제안하는 SPECIAL THEME B2B 트레이드관



전시장 구성



Jardin Des Tuileries, PARIS (쟈뎅 드 튈르히)

TENT 

LOUVRE
TENT

CONCORD
TENT TUILERIES 



Concorde Tent



Tuileries Tent



Louvre Tent



부스 타입

STANDARD BOOTH TYPE
OPEN STAND TYPE



STANDARD BOOTH
TYPE



STANDARD BOOTH TYPEWHAT’S UP

FUNITURE

EXTRA ONLY



STANDARD BOOTH TYPEINSIDE

FUNITURE



STANDARD BOOTH TYPEFAME



STANDARD BOOTH TYPEREADY TO WEAR

EXTRA ONLYFUNITURE



STANDARD BOOTH TYPEWHO’S NEXT 1

EXTRA ONLYFUNITURE



STANDARD BOOTH TYPEWHO’S NEXT 2

EXTRA ONLYFUNITURE



STANDARD BOOTH TYPEWHO’S NEXT 3 ACCESSORIES

EXTRA ONLYFUNITURE



ACCESSORIED JEWELS STANDARD BOOTH TYPE



STANDARD BOOTH TYPESHOES



STANDARD BOOTH TYPEBAGS



STANDARD BOOTH TYPETEXTILE



STANDARD BOOTH TYPEWHAT’S UP ACCESS

FUNITURE

EXTRA ONLY



STANDARD BOOTH TYPEFROM



STANDARD BOOTH TYPEYOUNG DESIGNER

FUNITURE



STANDARD BOOTH TYPEBEAUTE



OPEN STAND
TYPE



FINE JEWELLERY

EXAMPLE

Elements provided :

1 show case(see above the dimensions)
1 table
2 chairs
1 dustbin
1 stand sign Lighting
1 plug

dimentions : H 100 L 120 P 60cm

OPEN BOOTH TYPE



OPEN STAND TYPE
TABLE ｜ STELES

◀참가 자격 조건▶

1년 미만 의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참가 자격 조건▶

1년 이상 3년 미만 의
영 디자이너 브랜드



부스 타입

STANDARD BOOTH TYPE
OPEN STAND TYPE



STANDARD BOOTH 
TYPE



CONCORD STAND
STANDARD BOOTH TYPE



STAND DRESSING
STANDARD BOOTH TYPE



STAND READY TO WEAR
STANDARD BOOTH TYPE



STAND METALLIQUE
STANDARD BOOTH TYPE



OPEN STAND
TYPE



OPEN STAND TYPE
TABLE

◀참가 자격 조건▶

1년 미만 의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OPEN STAND TYPE
STELES ｜ VITRINE

VITRINE

◀참가 자격 조건▶

1년 이상 3년 미만 의
영 디자이너 브랜드

◀참가 자격 조건▶

Fine Jewelry 브랜드



참가 비용



구분 내용 비용 내역 비고

REGISTRATION
FEES

등록비 1,800 €

MINIMUM AREA 전시 참가를 위한 최소 부스 면적 4 m2 (잡화, 뷰티) / 6 m2 (의류)

FURNISHED
STAND AREA

• 기본 구성 (카펫, 파티션, 표지판, 조명)

• 집기 패키지 (행거, 의자, 서랍, 거울 등)

• 청소 서비스

692 € / m2

INSURANCE 의무 보험가입 사항
52 € 4 m2 ≤ 부스 면적 ≤ 14 m2

3.69€ / m2 부스 면적 > 14 m2

CORNER
(*Option)

오픈 면적 추가 시 708 € / corner

TOTAL

최소 단위 비용 합계

(잡화, 뷰티 : 4 m2 기준)

4,620 € +(a)

(약 600만원 ~) 추가 집기, 코너를 포함하지 않은 최소

면적 적용 시 발생하는 비용 합계

(적용환율 @1,300원)최소 단위 비용 합계

(의류 : 6 m2 기준)

6,004 € +(a)

(약 780만원 ~)

STANDARD BOOTH TYPE

※ 등록비 포함 사항 • 전시자 뱃지 지급 : 1개/ 3m2, 최대 20개

• 바이어 초청권 지급 : 3장/ m2, 최대 300개

• 공식 카탈로그 게시 : 인쇄물, 웹&모바일 앱

• 다양한 홍보 : 웹페이지, 이메일링, 언론 및 소셜미디어 홍보

FASHION (의류｜잡화) ｜ BEAUTY



구분 내용 STELES
TABLE

(2X1m,3X1m)
VITRINES

(Fine Jewelry)
비고

REGISTRATION
FEES

• 등록비 1,560 € 2,768 € 2,768 €

★ STELES 참가자격 : 1년 미만 브랜드

★ TABLE 참가자격 : 1년 이상 ~ 3년 미만 브랜드

★ VITRINES 참가자격 : Fine Jewelry 브랜드

INSURANCE • 의무 보험가입 사항 52 €

TOTAL • 최소 단위 비용 합계
1,612 €

(약 209만원)

2,820 € 

(약 366만원)

2,820 €

(약 366만원)

각 집기별 기본 수량 1개 기준시 발생하는 비용 합계

(적용환율 @1,300원)

OPEN STAND TYPE

※ 등록비 포함 사항 • 전시자 뱃지 지급 : 1개/ 3m2, 최대 20개

• 바이어 초청권 지급 : 3장/ m2, 최대 300개

• 공식 카탈로그 게시 : 인쇄물, 웹&모바일 앱

• 다양한 홍보 : 웹페이지, 이메일링, 언론 및 소셜미디어 홍보

FASHION (잡화) ｜ BEAUTY



혜택 5% 할인

조건 1 총 액의 40% 선입금 (참가등록시)

조건 2 2020년 5월 15일까지 잔금 결제 완료

참가 비용 할인 혜택 (WHO’S NEXT)

1. 얼리버드 할인

자격
대상1. 2019년 9월 전시 또는 2020년 1월 전시 중, 1회 참가

대상2. 2019년 9월 전시와 2020년 1월 전시, 모두 참가
대상3. 대상 1 과 대상 2

혜택
대상1. 부스 비용 5% 할인

대상2. 부스 비용 10% 할인
대상3. 부스 비용 5% 추가할인(조건3 충족시)

조건 1 총 액의 30% 1차 선입금 ( 2020년 4월 30일 까지)

조건 2 총 액의 20% 2차 선입금 ( 2020년 5월 15일 까지)

조건 3 총 액의 나머지 70% 선입금( 2020년 5월 15일 까지)

참고 2020년 7월 20일까지 잔금 결제 완료

2. 재참가자 할인 (얼리버드 할인 중복 가능)

※ STAND 부스 참가자에 한함



혜택 5% 할인

조건 1 총 액의 40% 선입금 (참가등록시)

조건 2 2020년 6월 15일까지 잔금 결제 완료

참가 비용 할인 혜택 (PREMIERE CLASSE)

자격 2019년 9월 전시 또는 2020년 3월 전시 중, 1회 참가

혜택
부스 비용 15% 할인

부스 비용 5% 추가할인(조건 3 충족시)

조건 1 총 액의 20% 1차 선입금 ( 2020년 5월 15일 까지)

조건 2 총 액의 20% 2차 선입금 ( 2020년 6월 15일 까지)

조건 3 총 액의 나머지 60% 선입금( 2020년 6월 15일 까지)

참고 2020년 8월 25일까지 잔금 결제 완료

1. 얼리버드 할인 2. 재참가자 할인 (얼리버드 할인 중복 가능)

※ STAND 부스 참가자에 한함



한국 브랜드
세일즈 지원 서비스

POP-UP SHOWROOM (BEAUTY)

Concierge Service (ALL)



• 팝업 쇼룸 세일즈 란?

- 후즈넥스트 전시회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팝업 쇼룸을 구성해 참가 브랜드의 현지 세일즈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 (프리미어클라스는 제외)

- 참가 브랜드로부터 샘플을 사전에 전달 받아, 전시장 쇼케이스 구성 및 세일즈 운영, 바이어 상담 팔로업 진행

• 추천 대상 : “1년 미만의 신진 뷰티” 브랜드로, 아직 출시한 제품 라인이 많지 않아 개별 부스 참가 및 구성이 부담스럽고, 

단일 브랜드로 소규모 참가시, 브랜드 노출이 어려워 바이어 유입을 걱정하는 브랜드

• 기대 효과 : 4개 이상의 단일 브랜드가 모여 구성된 쇼룸 컨셉으로, 소규모 개별 참가 보다 노출 효과가 높아 바이어 유입을

증대시킬 수 있고, 바이어 연계 및 팔로업이 용이해 효과적인 해외 세일즈 성과와 지속적인 비즈니스 상담이 가능

• 비용 : 70만원 (참가비,부가세 별도 / 샘플운송은 핸드캐리 기준) + 수출금액 x 10%

• 비고 : 1. 4개 이상의 브랜드 모집시 기준이며, 4개 미만의 브랜드로 진행하게 될 경우, 비용 증가 예정

2. 파리 현지의 참가 브랜드 신청 접수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3. 온라인 참가등록 및 참가비 송금은 파리 본사(WSND)로 브랜드에서 직접 진행

• 주관 : ㈜피오티엑스

1. 팝업 쇼룸 (뷰티)

전시회 기간

- 해외 세일즈 지원

- 바이어 별 상담 내역, 이슈 사항 관련

팔로우 업과 레포트 제공

전시회 이후

- 오더 시트 관리 및 상담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바이어 커뮤니케이션

- 전시회 이후 최종 수출 진행

최종 수출 진행

- 계약 및 수출 진행에 대한 실무 지원

- 계약된 포워딩 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안정적인 제품 운송



단일브랜드 개별참가 예시 (각 1개의 STELES 사용)팝업 쇼룸 구성 예시



• 컨시어지 서비스 란?

- 브랜드의 성공적인 전시 운영 및 세일즈를 위해, 트레이드쇼 세일즈부터 최종 수출진행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대행해 주는 서비스

• 서비스비용 : 300만원 (참가비,운송비,부가세 별도) + 수출금액 x 10%

• 주관 : ㈜피오티엑스

• 해외 바이어와의 원활한 상담을 위해 브랜드 부

스내, 통역 및 세일즈 인력 지원

• 오더 시트 양식 제공 및 관리를 통해, 바이어 별

상담 내역, 이슈 사항 관련 팔로우 업과 레포트

제공

• 오더 시트 관리 및 상담 이슈에 대한 지속적

인 바이어 커뮤니케이션

• 전시회 이후 최종 수출 진행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바이어 관리

• 계약 및 수출 진행에 대한 실무 지원

• 계약된 포워딩 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안정적인 제품 운송

전시회 기간 전시회 이후 최종 수출 진행

2. 컨시어지 서비스 (ALL)



참가 방법



※ 단, 정부지원을 통해 참가한 브랜드는 지원 기관의 운영 방법에 따라 진행 및 결재 방식 상이할 수 있음

1. 브랜드 심사 (이메일 접수)

• Step 1. 부스 비용 사전 확인; 전시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희망하는 부스 사이즈 입력 후 견적서 신청 (www.whosnext.com/exhibit), 이메일 수신

• Step 2. 브랜드 심사 접수; 1.브랜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2.Brand Profile 과 LOOK BOOK을 같이 첨부해 이메일 접수 (info@potexbiz.com) 

• Step 3. 브랜드 심사 진행 (최대 2주 소요), 심사 통과 시 각 브랜드의 개별 참가 등록 ID와 PW 부여

2. 브랜드 정보 / 참가 신청 등록 (온라인 등록)

• 공식 홈페이지에 개별 ID로 로그인 후 브랜드 정보 및 참가 희망 부스 사이즈 등록

• 완료 후 72시간 내 확정 및 인보이스 발행

3. 참가비 40% 선결제

• 인보이스상의 40% 금액 선결제 (은행 송금 또는 카드 결제 / 부가세 면제)

• 이후 최종 확정 사항 확인 및 추가 집기 신청 진행 (현장 사정에 따라, 신청 내용과 다르게 변경 될 수 있음)

4. 참가비 잔금 최종 결제

•최종 확정 사항에 따라 발생된 추가비용과 인보이스상의 잔액(60%) 결제 완료 시 최종 참가 확정

참가 방법

http://www.whosnext.com/exhibit
mailto:info.potexbiz@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