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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구 달서구 성서1~4차일반산업단지

(기준：2015년 12월말)

조성목적 및 특징
섬유편중의 지역산업구조를 발전적으로 개편하고, 반도체장비와 영상장치 제조 
등 지식형 고부가가치 산업을 기반으로 한 첨단산업단지로 21세기 경쟁력 있는 
선진 산업도시 건설

사업시행자 / 관리기관 대구광역시장 /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위치
대구 서쪽 8㎞지점의 갈산동, 이곡동, 신당동, 호산동, 파호동, 호림동, 월암동, 
대천동 일원

조성기간(지정일)

1차：1965 ~ 1988 (지정일：1965.2.2)
2차：1988 ~ 1993 (지정일：1984.4.18)
3차：1991 ~ 2002 (지정일：1991.12.27)
4차：2002 ~ 2006 (지정일：2002.12.7)

면적(천m2)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기타

10,701 6,715 569 2,416 1,001 -

평균분양가 / 납부방법
1차：36,000원/㎡ 2차：117,000원/㎡
3차：148,000원/㎡ 4차：202,6000원/㎡
입주계약시 30%, 2개월후 30%, 4개월후 20%, 1년이내 잔금 20%

입주업체현황

업체수(개사),
고용(명)

입주업체：2,625 가동업체： 2,596 고용： 56,525

생산(억원), 
수출(백만달러)

생산액： 164,173 수출액： 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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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5 43 451 89 129 168 99 993 162 415 76 -

근로자수
(명)

56,525 1,593 7,123 1,762 1,606 3,469 1,534 14,790 6,776 16,810 1,098 -

입지여건

도로

고속도로：경부, 중앙, 중부내륙(구마지선), 88, 대구~포항, 대구~김해 등 
총 6개의 고속도로와 인접하며 중부내륙 성서IC(0.8㎞) 이용

국    도：4번(왜관↔대구↔영천), 5번(안동↔대구↔창녕), 25번(진해↔대구↔청주), 
26번(군산↔대구), 30번(성주↔대구↔경산)

지 방 도：30번(대구↔창원), 67번(통영↔대구↔칠곡) 

철도 경부선 동대구역(14㎞) 이용

공항
대구공항(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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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인구 615천명(남 307천명, 여 308천명)
교   육   기   관：중학교 30개교 21,577명, 고등학교 12개교 15,378명,

전문대학 2개교 12,314명, 대학교 1개교 33,568명
산업인력양성기관：특목고 및 특성화고교 11개교 10,807명

산업활동
지원기관

대구비즈니스센터, 시설물관리공단, 대구TP벤처공장,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신기술산업
지원센터, 오·폐수 공동 처리시설,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소방서

지역경제 및 
단지특성

섬유업종 중심의 대구지역 산업권을 다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해 조성된 산업단지
(달서구 재정자립도：26.73%)

입주조건

입주업종 기계, 조립급속, 전기·전자, 신소재, 비금속광물, 섬유 및 그 외 업종

입주자격 기계, 섬유, 신소재 및 관련업종, 첨단기술업종, 수출업종 및 저공해업종

입주제한
공해 다량 배출 업종
(도금, 피혁, 염색, 제지, 석유화학, 타이어, 철강업, 시멘트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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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6031 FAX  053) 803-8312

특구지역 관리기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주  소  (우 42713)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1길 62 (호산동)
전  화  053) 592-8350 FAX  053) 592-8349

관 리 기 관：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업무과
주  소  (우 4270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308 (갈산동)
전  화  053) 581-4744 FAX  053) 581-14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