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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OSAC 파이널리스트 선정작품 목록
                 

                *팀명 가나다순 정렬

 

지역명 연번 팀명 작품명

서울

(24팀)

1 1등마장 네 선택이 다  마장!

2 apollon아폴론 playeat 플래잇

3 같이걷조 걷장: 걸어서 포장하자

4 남대문시장으로  와조 NDM월드

5 독서는 독서랑 옛책방을  미래의 책방으로

6 동그라미 동대문종합시장 한복 상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약  처방

7 두잇두잇 DO IT DO EAT

8 땀방울이 땀방울의 즐거움을 아는
 방이맛골 제안서

9 망원에 모이장 망원의 행복

10 문이과통합 IT'S SHOE TIME!

11 미스터리큐컴버 소설 속 그 거리 미스터리 52번가

12 살려조 이태원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

13 성수동모아이 "수제화 다 일로와!"

14 소상공인중개사 코드명미션벨을 울려라

15 솔로몬의 지혜 다양한 만남으로 연결된 혜화

16 애드벤티지 삼시세꽃이 피었습니다

17 어서와조 전통시장 위기극복 프로젝트, 
오! 마이 키트

18 인쇄쏘굿 인쇄로_대를잇다

19 읽어보조 독립서점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제안서

20 직관 이즈 백 다함께 차차차

21 쩝쩝박사 가장 맛있는 여행, 렛츠 EAT태원

22 청심환 정글북 프로젝트

23 해독서 해방을 찾는 서점

24 花이자 花이자팀의 아이디어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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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 연번 팀명 작품명

광주

전라

제주

(8팀)

1 까치혼치 나를 위한 혼치킨집, 까치통닭

2 스튜디오 J 인쇄골목을 人쇄골목으로

3 시너지마켓 복작복작공간으로 초대합니다

4 아꼬운 보물 같이찾아볼래

5 오케이가보자고 오케이서문시장

6 이해2 걱정들을 DOWN시킬 
새로운 TOWN

7 천하태평
(泉下泰平)

온전하게 
온천할 수 있는 제안서

8 하영 이제 제주오일장이 
당신의 곁으로 다가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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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 연번 팀명 작품명

인천

경기

강원

(22팀)

1 6시 내고양이 주거민의 마음속에 소상공인을  
비추다_가로등 프로젝트

2 A-OMG BE시즌 PROJECT

3 BTF조 제 4의벽을 넘어 어디로? 
대학로

4 MAZOONG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제안

5 가보자고 먹타리

6 극단성운 
<혜화공연계소상공인위기극복프
로젝트>어서와메타극장은처음이

지? 

7 극대노 극적인 대학로

8 기록해조 내 기록이 리뷰가 되다, A-log

9 깜찍하찌 장아찌 맛났찌

10 댕댕이들 댕리단길 댕리단커피 활성화

11 동대문쿵덕쿵 당신의 동심을 두드릴 
동대문  문구완구거리

12 메타안산 메타안산

13 무엇이든찾아드림 잃어버린 해외, 국내에서 찾다

14 백투동 (Back To  Dong) 내가 너가 우리가 브랜드다 
(내브다)

15 블라썸사가 우리의 네모칸은 BLOOM

16 오레오 푸드트럭 On Air

17 월디야도와조 월디가 당신을 체포합니다

18 주방보(see)조 황학다운 거리에서

19 포도알 소나무에서 자란 포도송이

20 해결Check MZ세대를 사로잡기 위한 
쏠레이만의  SOLution

21 호원장담 KoRE:a 캠페인

22 花이자 花요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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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 순서 팀명 작품명

대구

경북

(12팀)

1 DoKeV 약령시를 접수해버린 OMG!

2 강강술래 뜨겁게 다시 울릴 커튼콜

3 글쓰니 우리만의 공식(式)을 쓰다.

4 대상못참지 오고, 가구

5 상부상조 진실로 다가가다

6 우리결혼하조 우리결혼..할..까?페

7 장발장 찾았다! BOOK두칠성

8 트래빗 푸드트럭 소상공인을 위한 
캠페인

9 할배자동차 터럭이 정크카,언택트를구해줘! 

10 헬스장 살려줘 헬스장백신완료

11 현동미 꽃 다시 피우다

12 호랑이 기운 분식도 한 성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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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 연번 팀명 작품명

대전

충청

(21팀)

1 KPR 당찬 한마디

2 MISS'U' 사회적 다가가기

3 감성찾아조 다다른 이들이 이곳에 다다르다

4 꽃집에 꽂혔조 꽃봄우리 프로젝트

5 대상은 우리꼰대 알려줄꼰대

6 떠날준비되셨조 디저트레블 인 청주

7 마음을밝혀조 2030세대의 마음을 밝힐 
힐라데이션

8 맛나리셔스 셰프인캠푸드

9 메타누리 메타마켓(온양온천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10 소공대공 청주 운리단길 프로젝트

11 수안보지킴이 수안보 RE-트로케이션 
프로젝트

12 시장해서 차 타조 시장할 땐, 시장으로!

13 아자아자화이자팀 성서올래YOU?

14 어디가게 내가 사랑하는 GAGE

15 육거리놀러와조 육거리, 센스있게 다가갈 
기획서

16 카르페디엠 새로운 일상의 시작, 양재 꽃 
시장

17 코슥모슥 때우지 않는 빠른 식사 강남역 
푸드트럭

18 피자(P者) Dear Today, 우리의 하루에  
독립영화관이 함께 할 수 있게

19 핫플발굴단 스스살롱으로 오세요!

20 홍화백 도화지(地)

21 핫플발굴단 스스살롱으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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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 연번 팀명 작품명

부산

경남

(18팀)

1 강철부대 부대끼며 사는, On

2 걸어조 문구거리에 추억이 적힌다

3 달맞이 방앗간 끄떡없다

4 문전성시 더, 다시, 부산스럽게

5 벌꿀오소리 깡통을 채워주세요

6 부귀영화 오늘 저녁에 BIFF 어때요?

7 북새통 깡통시장과 통하다!

8 실크하모예 진주실크패션쇼

9 싹틔움 글램핑으로 꽃을 만나다

10 우리 좀 보수 보수동 책방골목_추억을 담다

11 우리는 통했조 깡으로 통하는 우리

12 이신저신 자신을 가져!

13 인피니티스톤 행복연구소, 온나랜드

14 자갈동지 바다를 다시 보다, 
와봤나야시장

15 코끼리 함께해요! 코인노래방

16 코쓱 깡통시장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기획서

17 퐈농시에 마! 단디해라!

18 함께해조 너와 나 함께 공동구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