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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구 달성군 달성1차일반산업단지

(기준：2015년 12월말)

조성목적 및 특징 산업의 지방분산, 지역격차 해소 및 지역경제 발전 도모

사업시행자 / 관리기관 대구광역시장 / 달성1차산업단지관리공단

위치 대구 서남쪽 30㎞ 지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본리리 일원

조성기간(지정일) 1980. 5. 20 ~ 1983. 6. 30 (지정일：1979.3.22)

면적(천m2)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기타

4,078 2,551 181 617 729 -

평균분양가 / 납부방법 52,000원/㎡

입주업체현황

업체수(개사),
고용(명)

입주업체：332 가동업체： 325 고용： 13,593

생산(억원), 
수출(백만달러)

생산액： 58,223 수출액： 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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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11 87 16 46 13 23 96 12 - 28 -

근로자수
(명)

13,593 711 1,091 284 2,737 262 1,317 5,993 1,198 - - -

입지여건

도로
고속도로：경부, 중앙, 중부내륙(구마지선), 88, 대구~포항, 대구~김해 등 

총 6개의 고속도로와 인접하며 중부내륙 성서IC(1㎞) 이용
국    도：5번(안동↔대구↔창녕)

철도 경부선 동대구역(33㎞) 이용

공항
대구공항(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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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군 인구 210천명(남 108천명,여 102천명)
교   육   기   관：초등학교 25개교 10,793명, 중학교 14개교 5,573명, 

고등학교 5개교 3,728명
산업인력양성기관：실업계고등학교 2개교 491명

산업활동
지원기관

단지내 소방서, 경찰서, 상공회의소, 산업인력관리공단

지역경제 및 
단지특성

대구광역시 생활권으로 노동력이 풍부하고 고속도로와 인접하여 산업활동 용이
(달성군 재정자립도：36.26%)

입주조건

입주업종 식품, 섬유, 제지, 목재, 석유화확, 비금속, 1차금속, 조립금속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의 자격을 갖춘 자 

입주제한 공해다량배출 업종(나염·염색·중금속·페놀배출업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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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6032 FAX  053) 803-8312

관 리 기 관：달성1차산업단지관리공단
주  소  (우 42981)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33길7-9
전  화  053) 616-6500 FAX  053) 616-6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