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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구 달성군 대구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기준：2015년 12월말)

조성목적 및 특징

국토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대구지역 경제에 활력 부여 
영남권 중추 도시기능을 확보한 동남권 과학기술 중심도시로의 재도약 
주거·산업·연구단지를 포함한 미래지향적 복합단지의 조성 
각종 기능이 조화된 복합도시건설을 위한 구상 및 사업추진 

사업시행자 / 관리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유가면 일원

조성기간(지정일) 2006. 12 ~ 2013. 12 (1단계), 2014. 1 ~ 2015.6 (2단계) (지정일：2006.12.29)

면적(천m2)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기타

7,258 2,962 722 2,471 - 1,103

평균분양가 / 납부방법 235,826원/㎡

입주업체현황

업체수(개사),
고용(명)

입주업체：84 가동업체： 51 고용： 2,616

생산(억원), 
수출(백만달러)

생산액： 1,876 수출액：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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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8 9 - 3 - - 30 15 13 - 6

근로자수
(명)

2,616 66 58 - 90 - - 801 506 1,013 - 82

입지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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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6개의 고속도로와 인접하며 중부내륙 현풍IC(2.5㎞) 이용
국    도：5번(안동↔대구↔창녕) 

철도 경부선 동대구역(40㎞) 이용

공항
대구공항(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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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원, 한국폴리텍Ⅵ대학

지역경제 및 
단지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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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조건

입주업종

바이오, 섬유, 정보·통신소프트웨어, 메카트로닉스, 전기·전자, 자동차 관련 제조, 
연구개발업 등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 10, 11, 13, 14, 15, 20, 25, 26, 28, 29, 30, 31, 61, 62, 
63, 70)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의 자격을 갖춘 자

입주제한

－입주 가능 업종 외 업종
－지식기반제조업：폐수·소음·진동·대기오염 등 공해 발생업종 및 임대(타 법인,

개인)로 생산하는 경우는 불가
－기타제조업：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도금업 등), 폐수를  다량발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제조업 등)은 입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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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관：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테크노폴리스 개발팀
주  소  (우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
                  (15F~18F)
전  화  053) 550-1500 FAX  053) 550-1819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기획관리팀
주  소  (우 42713)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62 
                   대구융합R&D센터 1131호
전  화  053) 592-8364 FAX  053) 592-8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