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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구 동구 대구이시아폴리스(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기준：2015년 12월말)

조성목적 및 특징
대구이시아폴리스를 고도화된 패선·어패럴산업의 산업추세에 부합하는 지식·문화·
정보·통신 등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섬유·패션 어패럴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시행자 / 관리기관 ㈜이시아폴리스 / 대구광역시

위치 대구 북동쪽 10㎞지점의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일원

조성기간(지정일) 2001. 10 ~ 2016. 5 (지정일：2001.10.30)

면적(천m2)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기타

1,176 139 322 384 111 220

평균분양가 / 납부방법 564,000/㎡

입주업체현황

업체수(개사),
고용(명)

입주업체：52 가동업체： 51 고용： 1,050

생산(억원), 
수출(백만달러)

생산액： 2,011 수출액：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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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13 - - - - 11 5 4 11 8

근로자수
(명)

1,050 - 327 - - - - 257 51 69 63 283

입지여건

도로
고속도로：경부, 중앙, 중부내륙(구마지선), 88, 대구~포항, 대구~김해 등 총 6개의 

고속도로와 인접하며 도동분기점(2km) 이용
국    도：4번(왜관↔대구↔영천), 5번(안동↔대구↔창녕), 30번(성주↔대구↔경산)

철도 경부선 동대구역(4km)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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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부산항(152㎞) 이용：화물하역능력 54,976천톤, 화물접안능력 89선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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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여건

생활환경
배   후   도   시：대구광역시 동구 인구 350천명(남 174천명, 여 176천명)
교   육   기   관：중학교 12개교 7,037명, 고등학교 4개교 3,722명
산업인력양성기관：특목고 및 자율고 등 7개교 5,021명

산업활동
지원기관

직업훈련원, 한국폴리텍섬유패션대

지역경제 및 
단지특성

대구광역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섬유도시로서 섬유관련공장이 집중되어 있고
수출액 중 섬유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국 화섬수출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등 섬유산업의 중심부임(동구 재정자립도：17.79%)

입주조건

입주업종 봉제, 패션의류, 전문상가, 백화점, 주거시설 등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1호 및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 관리기본계획상 입주대상업종에 부합

입주제한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 폐수, 대기오염 다량 발생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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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이시아폴리스
주  소  (우 41028)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45길 46 ING-A 4층
전  화  053) 665-5600 FAX  053) 665-56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