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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구 북구 검단일반산업단지

(기준：2015년 12월말)

조성목적 및 특징 기계, 섬유산업의 기술집약, 품질향상 및 지역 생산성향상과 고용증대

사업시행자 / 관리기관 대구광역시장 / (사)대구검단산업공단협의회

위치 대구 동쪽 6㎞지점의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일원

조성기간(지정일) 1974. 4 ~ 1975. 12 (지정일：1965.2.2)

면적(천m2)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기타

782 570 39 150 23 -

평균분양가 / 납부방법 15,000원/㎡

입주업체현황

업체수(개사),
고용(명)

입주업체：544 가동업체： 531 고용： 8,185

생산(억원), 
수출(백만달러)

생산액： 7,682 수출액： 82

업종별
현황

구분 계
음

식료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
금속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타
제조

비
제조

입주업체
(개사)

544 5 28 18 16 4 13 218 102 81 21 38

근로자수
(명)

8,185 162 601 284 243 68 142 3,302 1,186 1,858 246 93

입지여건

도로

고속도로：경부, 중앙, 중부내륙(구마지선), 88, 대구~포항, 대구~김해 등 
총 6개의 고속도로와 인접하며 북대구 IC(2.5km) 이용

국    도：4번(왜관↔대구↔영천), 5번(안동↔대구↔창녕), 30번(성주↔대구↔경산)
지 방 도：33번(고성, 성학↔대구↔구미, 도개, 신림)

철도 경부선 동대구역(4.5㎞) 이용

공항
대구공항(3.5㎞) 이용
(제주 15회/일, 인천 2회/일, 상해 10회/주, 북경 7회/주, 오사카 5회/주 등)

항만 부산항(125㎞) 이용：화물하역능력 54,976천톤, 화물접안능력 89선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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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여건

생활환경

배   후   도   시：대구광역시 북구 인구 441천명(남 221천명, 여 220천명)
교   육   기   관：중학교 23개교 17,001명, 고등학교 16개교 11,738명,

전문대학 3개교 29,168명, 대학교 1개교 27,700명
산업인력양성기관：직업전문학교 11개소

산업활동
지원기관

전화국, 소방서, 대구전시컨벤션센터, 북구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지역경제 및 
단지특성

금호강과 연접한 대구 대구제3산업단지와 대구검단검단산업단지는 대구가 섬유
도시로 발전하는데 산파적인 역할 도모(북구 재정자립도：20.45%)

입주조건

입주업종 금속 및 기계장비, 섬유 화학, 컴퓨터, 전자 및 정밀기계 관련, 종이 및 인쇄업 등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의 자격을 갖춘 자

입주제한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 폐수를 다량 발생시키는 업종, 대기오염 다량
배출업종 등의 산업단지 입주부적격 업종

입주혜택

세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시：취득세 75%감면, 재산세 5년간 75%감면
산업용 건축물 대수선시：취득세 40%감면

금융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지원자금 [문의：대구시 경제정책과 053) 803-3401~2]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
 ⋅ 지원금리：2.5%~3.0%(3개월 변동금리)
 ⋅ 지원한도：업체당 12억원(시설자금 10, 운전자금 2)
 ￭ 경영안정(이차보전)자금 지원
 ⋅ 융자시기：연중 수시 지원
 ⋅ 융자한도：업체당 5~10억원
 ⋅ 상    환：1년거치 약정상환

입주관련 정보 문의

해 당 관 청：대구광역시 원스톱기업지원과
주  소 (우 41939)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호수빌딩 14층
전  화 053) 803-6034 FAX  053) 803-8312

관 리 기 관：(사)대구검단산업공단협의회
주  소 (우 41513)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135 101동 301호
전  화 053) 383-8810~1 FAX  053) 383-8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