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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제공=TIPA

지난해 혁신제품 성과 636억원…전년比 421.3% 급증

창진원 8개·기보 3개·소진공 3개 구매실적

(주)워터제네시스 '개인컵 자동 살균세척기'  호평

이재홍 "공공부문에 이어 후속구매까지 이어지게 할 것"

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 "중소기업의 혁신제품 구매가 후속 구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할 것

이다."

 

29일 이재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 원장은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중

이재홍 TIPA 원장 “中企 혁신제품, 후속구매까지 이어지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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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림 기자 yeaah@asiatoday.co.kr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시범구매 품평회 및 매칭데이'에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오늘 처음으로 혁신제품 시범구매 품평회를 열었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후속 구매

로 연결되는 것"이라면서 "현재는 주로 중기부 산하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추후에는 한국전력

등과 같은 크기가 있는 공기업들이 참여해 후속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중기부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에 참여한 공공기관이 혁신제품 지정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소개·시범활용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기술보증기금·창업진흥원 등 총 6개의 중기

부 산하기관이 참여했다.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의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성·혁신성 등이 인정된 제품들을 말한

다. 그중에서도 TIPA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를 통한 성과물을 발굴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

품'으로 지정해 공공부문의 수의계약 및 시범구매 등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TIPA는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총 225개의 혁신제품 지정을 완료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938억원(기업수 115개)에 달한다. 혁신제품 지원실적은 2020년 122억원에서 지난해 636억원으로,

421.3% 급증했다.

 

이 중 △기보는 총 3개 제품(1억4200만원) △창업진흥원은 8개 제품(8100만원) △소상공인시장진

흥공단은 3개 제품(7300만원)을 구입했다. 특히 ㈜워터제네시스의 '개인컵 친환경 자동 살균세척

기'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다. 이 제품은 약 4ppm 이내의 살균수가 10초 동안 나와 텀블러 등 개인

컵을 세척한다.

 

창업진흥원 관계자는 "손세척이 불편해 자주 활용하지 않던 직원들도 편리한 사용법으로 활용도

가 높고 종이컵 사용 등 일회용품 절감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소진공 관계자도 "보통 한 컵

당 500~1000㎖의 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제품은 10초 동안 220㎖가 나온다"면서 "물의 사용량도

절약할 수 있고 컵의 세척력도 좋아 직원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TIPA는 시범구매 후속지원을 위해 시범활용 확인서 발급 등 확대에 나선다. 우선 내년부터 시범활

용 결과에 따라 품평회 완료 후 우수제품에 한해 시범활용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TIPA 관계

자는 "우수기업 확인서를 통해 기업들에게 레퍼런스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

부문 구매담당자와 혁신제품 간 매칭데이를 정례화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이번 행사와 같이 혁신제품이 공공부문에 널리 홍보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네트워킹

행사를 지속하겠다"며 "공공부문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혁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적

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