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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성소병원

안동의료원

안동요양병원

안동병원

용상안동병원

CGV안동

한국
전력공사 
경북지사

원이엄마
테마공원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고성이씨
탑동파종택

안동법흥사지
칠층전탑

조탑리오층전탑

암산유원지

호반나들이길

안동포전시관

용계은행나무

지례예술촌

만휴정

민속촌

안동민속
박물관

세계물문화관

오천군자마을

주하동경류정종택이천동 마애여래입상

봉정사

학봉종택

안동한지

병산서원

부용대

하회마을

경상북도청

가일수곡고택

안동김씨종택

안동한우불고기타운

예안이씨충효당

치암고택

예안향교

도산서원

이육사문학관

퇴계이황선생묘소

퇴계종택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퇴계태실

경북산림과학박물관

유교문화박물관

농암종택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경북소방학교

태사묘

안동종교타운

웅부공원

영호루
안동소주
전통음식박물관 대구

지방검찰청 
안동지청

대구
지방법원 
안동지원

안동공예문화전시관
안동루

유교랜드
리첼호텔

그랜드호텔

전망대
안동˙임하호
수운관리사무소

온뜨레피움

의성김씨종택

정재종택

안동향교

안동농업기술센터

서지역

안동토계동향산고택

귀래정

어은정

임청각

무위사

고운사

용화사

용담사

송사동소태나무

대사동모전석탑
금정암

홍은사

봉황사

수애당

임동굴참나무

삼산정

송곡고택선성현
문화단지

선비순례길

호암마을

일출사

산약테마공원

북안동농협산약가공공장

경북농업기술원
생물자원연구소

개목사

김태사묘단

국화재배단지
안동권씨
능동재사

광흥사

보문사

만운동모선루

권태사신도비

장태사성곡재사

연미사

석수암

영산암

석탑리방단형적석탑

옥산사마애
약사여래좌상

안동예절학교

안동소주일품홍보관휴게소

주하동뚝향나무

안동권씨소등재사
와룡문화마을

안동권씨송소종택

경북안동학생야영장

사신리느티나무

월천서당

한국문화
테마파크

세계유교
컨벤션센터

시사단안동호반자연휴양림

유하사

팔각정

주진휴게소

전주류씨무실종택

기양서당

세덕사

금소마을

백운정

백운솔숲

묵계서원

남선공업단지

오미아코리아안동공장

금소생태공원

금소컨트리눈썰매장

대성사

안동시민운동장 강남동주민센터

휴그린골프장

전통 리조트
구름에

안동체육관안동청소년수련관 안동탈춤
공연장

운흥동오층전탑

평화동삼층석탑

안동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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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이안아파트

임천서원

안동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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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문정

풍산농공단지

안동경북바이오
일반산업단지안동풍산김씨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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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내륙지수산물유통센터 

서안동농협
풍산김치공장

경상북도북부청사

체화정

화천서원

충효당양진당
만송정솔숲 마애솔숲유원지

옥연정사

겸암정사

하회장터

하회세계탈박물관

마애선사유적전시관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낙동강생태학습전시관

단호샌드파크

일성당

삼구정 프리머스

안동KBS

봉림사지삼층석탑

임하동오층석탑

오류헌

호계서원

가톨릭상지대학

안동과학대학

안동대학교

무릉유원지

대산종택

귀암정사
서산서원

남안동컨트리클럽

고은컨트리클럽

소호헌

모운사

남후농공단지

고산서원

암산
스케이트장

백조마을
보현사

낙암정

왕모산성

왕모산성
성황당

청량사

가송참살이마을용수사 온계종택(삼백당)

노송종택

하늘다리

도산온천

학가산온천

임하호 아쿠아
수상레져

안동호 수상레저타운

계상고택
성성재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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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휴게소(상)

안동호

주진교

선어대교

도연교

안동시청

안동역
소방서

안동우편집중국

안동터미널

오동산

영지산

봉화군

예천군

의성군

색   인
             관광지	 버스번호	               타는곳
하회마을 (25km)	 46	 안동역 건너편
병산서원 (27km)	 46	                  "
봉정사 (16km)	 51	 안동초등학교 정문 서편
도산서원 (23km)	 67	 교보생명 앞(구)버스터미널 옆
도산온천 (26km)	 67	                  "
한국국학진흥원 (19km)	 67	                  "
경북산림과학박물관 (21km)	 67	                  "
안동군자마을 (16km)	 67	                  "
이육사문학관 (28km)	 67	                  "
암산유원지 (11km)	 38	 안동초등학교 정문 서편
무릉유원지 (9km)	 38	                  "
안동호,민속박물관 (4.5km)	 3	 교보생명 앞(구)버스터미널 옆
임청각,법흥사지7층전탑 (2km)	 3	                  "
임하댐 (17km)	 11	                  "
용계은행나무 (31km)	 28	 안동역 앞
천지갑산 (32km)	 28	                  "
이천동석불상 (6km)	 54	 (구)버스터미널 건너편
영호루 (3km)	 80, 81	                  "

* 안동시청기점관광지별 시내버스 안내
[ 주요기관, 시설 ]
안동시청	 D5
안동터미널	 D3
안동역	 D5
남안동 IC	 F3
서안동 IC	 D3

[주요관광단지, 문화재]
안동시내, 안동문화관광단지 관광권
법흥사지 7층전탑	 D5
영호루	 D4
온뜨레피움	 D6
월영교	 D6
유교랜드	 D6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D5

하회마을 관광권
병산서원	 E2
하회마을	 E1
하회세계탈박물관	 D2

동남권 관광권
만휴정	 F7
수애당	 D8
송사동소태나무	 F7
계명산자연휴양림	 F8
안동독립운동기념관	 D7
안동포전시관	 E6
용계은행나무	 E8
지례예술촌	 E8

도산서원 관광권
경북산림과학박물관	 B6
농암종택	 B7
도산서원	 B6
안동군자마을	 C6
예안향교	 B6
이육사문학관	 B7
퇴계이황선생묘소	 B7
퇴계종택	 B6
퇴계태실	 B6
한국국학진흥원(유교문화박물관)	 B6

봉정사 관광권
봉정사	 C3
봉정사극락전	 C3
봉정사대웅전	 C3
이천동석불상	 C4
석탑리방단형적석탑	 B3
학가산온천	 D3
학봉종택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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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범   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도시�안동

안동으로 오시는 길
자가용

출발지 구    간 경유시간
서울 영동고속도로▶만종JC▶중앙고속도로▶영주▶안동 2시간 30분

부산 경부고속도로▶금호JC▶남안도IC▶안동
대구/부산고속도로▶금호IC▶중앙고속도로▶안동 2시간 30분

대구 중앙고속도로▶안동 1시간
대전 경부고속도로▶청주JC▶당진영덕고속도로▶안동JC▶남안동IC▶안동 2시간
광주 영동고속도로▶만종JC▶영주▶안동 3시간 30분

열차편   ➡ 안동역  1588-7788
출발지 구  간 소요시간 문의처
서울 청량리역▶안동역 3시간 30분 ~ 4시간 한국철도공사 1544-7788
부산 부전역▶안동역 3시간 30분 ~ 4시간 부전역 1544-7788
대구 동대구역▶안동역 2시간 동대구역 1544-7788

버스편   ➡ 안동시외버스터미널  1688-8228
구  간 소요시간 문의처

동서울◀▶안동 3시간 동서울터미널 1688-5979
부산◀▶안동 2시간 30분 부산종합버스터미널 1577-9956

동대구◀▶안동 2시간 동대구터미널(복합환승센터) 1666-3700

>> 시내버스
경안여객  054-821-4071 / 동춘여객  054-821-2102 / 안동버스  054-859-4571

안동명물 맛집거리   ➡ 음식업중앙회 안동지부  054-857-7657
구시장찜닭골목 안동시 남문동 구시장 내 음식점 30개소
안동문화의 거리 안동시 삼산동 안동역 앞 음식점 53개소
안동한우갈비골목 안동시 삼산동 안동역 앞 음식점 20개소
월영교 전통음식의 거리 안동시 상아동 안동댐 내 음식점 10개소
동악골 음식의 거리 안동시 와룡면 중가구 일대 음식점 10개소
풍산장터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시장 내 음식점 10개소
하회장터 안동시 풍천면 하회마을 입구 음식점 20개소

한옥스테이   ➡ 한국관광공사 지정  www.hanokstay.or.kr
하회마을 와룡

경명재 010-9108-1795 탁청정종택 010-2715-2177
가람초연재 010-3849-7542 오천군자마을 후조당 010-2715-2177
덕여재 054-857-2885 일직
락고재(안동하회마을) 054-857-3410 대산종택 054-843-1459
회제고택(물돌이 민박) 054-853-2630 서후
번남고택 054-852-8550 간재종택 010-8829-5223
북촌댁 010-2228-1786 단계종택(창렬서원) 054-852-0650
의석재 054-853-1511 이상루(안동김씨 태장재사) 010-3522-1542
지산고택 054-853-9288 안동장씨 경당종택 054-852-2717
가경재 010-3824-2500 학봉종택 054-852-2087

임하 칠계재고택 054-852-2649
금포고택(안동포공방) 054-854-3788 풍산
별아래한옥 054-821-8589 안동김씨종택 양소당 010-9005-0891

임동 풍천
안동 수애당 054-822-6661 구담정사 054-853-2009
정재종택 010-8590-0625 옥연정사 054-854-2202
지례예술촌 054-852-1913 시내

도산 안동임청각 054-859-0025
노송정종택(퇴계생가) 054-856-1052 전통 리조트 구름에 054-823-9001
동암종택(수졸당) 010-4208-2154 연 054-853-3333
목재고택 010-8422-8848 (사)수운잡방연구원 054-841-5989
온계종택(삼백당) 010-2988-3435 치암고택 054-858-4411

향산고택 054-852-6121

안동 굿스테이 지정업소 
안동파크호텔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707(운흥동) 054-853-1501
갤러리아모텔 경상북도 안동시 동흥길 23(동부동) 054-853-3377
안동풍경게스트하우스 경상북도 안동시 노하2길 19-5(노하동) 010-9489-0683

안동 관광숙박업소(호텔)
리첼호텔 경상북도 안동시 관광단지로 346-69(성곡동) 054-850-9700
안동 그랜드호텔 경상북도 안동시 관광단지로 346-84(성곡동) 054-851-9000
안동 호스텔1호점 경상북도 안동시 호암길 13(송현동) 010-4250-9600
베네치아 호스텔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북1길 51(용상동) 010-8580-2493

안동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
피터팬게스트하우스 경상북도 안동시 중앙시장길 5(안흥동) 010-3124-8277
힐링하우스 마고 경상북도 안동시 마무골길 38(운안동) 010-6599-7337
황토게스트하우스 경상북도 안동시 태사길 125-5(신세동) 010-6761-3544
안동풍경게스트하우스 경상북도 안동시 노하2길 19-5(노하동) 010-9489-0683
보헤미안 게스트하우스 경상북도 안동시 음식의길 85(북문동) 010-6455-9714
파루시아 게스트하우스 경상북도 안동시 마무골1길 47(운안동) 010-9776-8555
치니치니 그림애 하우스 경상북도 안동시 성진길 12-11(신세동) 010-8615-6826
안동스케치펜션 경상북도 안동시 전거리길 233(용상동) 054-823-6500

전통음식·숙박시설 



대표 관광지 코스
도산서원 코스

안동시청 ⇔ 오천군자마을 ⇔ 한국국학진흥원(유교문화박물관) ⇔ 경상북도산림과학박물관 ⇔ 
도산서원 ⇔ 퇴계종택 ⇔ 이육사문학관 ⇔ 농암유적지

하회마을 코스
1코스	 안동시청 ⇔ 체화정 ⇔ 안동한지공장 및 전시관 ⇔ 옥연정사 ⇔ 
	 부용대(나룻배타기 체험 가능) ⇔ 겸암정사 ⇔ 하회마을 ⇔ 병산서원
2코스	 안동시청 ⇔ 체화정 ⇔ 안동한지공장 및 전시관 ⇔ 하회세계탈박물관 ⇔ 
	 하회마을 ⇔ 병산서원
3코스	 안동시청 ⇔ 예안이씨충효당 ⇔ 마애선사유적전시관 ⇔ 낙동강생태학습관 ⇔ 
	 풍산한우장터 ⇔ 하회마을

봉정사 코스
안동시청 ⇔ 제비원(이천동 마애여래입상, 연미사) ⇔ 봉정사 ⇔ 천등산 등반(정상까지 약 2시간) ⇔ 
학봉종택 ⇔ 학가산온천

안동댐 코스
안동시청 ⇔ 임청각(안동법흥사지칠층전탑, 탑동종택) ⇔ 월영교(호반나들이길) ⇔ 물문화전시관 ⇔ 
안동공예문화전시관 ⇔ 유교랜드 ⇔ 온뜨레피움 ⇔ 안동민속박물관 ⇔ 야외박물관 ⇔ 안동루(야경)

안동시내 코스
안동시청 ⇔ 태사묘 ⇔ 웅부공원 ⇔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 동부동오층전탑 ⇔ 귀래정 ⇔ 
원이엄마 테마공원 ⇔ 영호루 ⇔ 안동소주·전통음식박물관

내앞마을 코스
안동시청 ⇔ 안동대학교박물관 ⇔ 의성김씨종택 ⇔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 임하댐 ⇔ 
호계서원 ⇔ 수애당 ⇔ 지례예술촌

길안 코스
안동시청 ⇔ 안동대학교박물관 ⇔ 의성김씨종택 ⇔ 안동포타운(금소마을) ⇔ 만휴정 ⇔ 
묵계서원 ⇔ 계명산자연휴양림 ⇔ 천지갑산

남부권 코스
안동댐 권역 ⇔ 안동법흥사지칠층전탑 ⇔ 고산서원(구리측백나무자생지) ⇔ 조탑동오층전탑 ⇔ 
권정생 생가 ⇔ 소호헌 ⇔ 한산이씨 대산종가 ⇔ 망호리 남씨 영모사 ⇔ 이산정 ⇔ 생담정사 ⇔ 
귀암정사 ⇔ 고운사(의성군 소재)

※ 당일 코스이며 승용차 이동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정별 코스
당일 코스

1코스	 안동시내 ⇔ 안동댐 권역 ⇔ 임청각(안동법흥사지칠층전탑, 탑동종택) ⇔ 웅부공원 ⇔ 
	 원이엄마 테마공원 ⇔ 영호루 ⇔ 안동소주·전통음식박물관

2코스	 안동시내 ⇔ 태사묘 ⇔안동댐 권역 ⇔ 오천군자마을(숭원각) ⇔ 
	 한국국학진흥원 ⇔ 도산서원

3코스	 안동시내 ⇔ 봉정사 ⇔ 안동한지공장 및 전시관 ⇔ 하회세계탈박물관 ⇔
	 하회마을 ⇔ 병산서원

4코스	 하회마을 ⇔ 부용대(겸암정사, 옥연정사) ⇔ 하회세계탈박물관 ⇔ 병산서원 ⇔ 
	 안동한지공장 및 전시관 ⇔ 봉정사

5코스	 학봉종택 ⇔ 봉정사 ⇔ 제비원(이천동 마애여래입상, 연미사) ⇔ 안동민속박물관 ⇔ 
	 임청각(안동법흥사지칠층전탑, 탑동종택) ⇔ 영호루 ⇔ 안동소주·전통음식박물관

6코스	 안동민속박물관 ⇔ 오천군자마을 ⇔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산림과학박물관 ⇔ 
	 도산서원 ⇔ 퇴계종택 ⇔ 이육사문학관

1박 2일 코스

일반 코스	 태사묘 ⇔ 임청각(안동법흥사지칠층전탑, 탑동종택) ⇔ 안동댐 권역 ⇔ 
	 오천군자마을 ⇔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산림과학박물관 ⇔ 도산서원 ⇔ 
	 1박 ⇔ 하회세계탈박물관 ⇔ 하회마을 ⇔ 병산서원 ⇔ 옥연정사 ⇔ 부용대 ⇔ 
	 겸암정사

하회마을 코스	 안동한지공장 및 전시관 ⇔ 부용대 ⇔ 병산서원 ⇔ 하회세계탈박물관 ⇔ 
	 하회마을 ⇔ 1박 ⇔ 학봉종택 ⇔ 봉정사 ⇔ 제비원(이천동 마애여래입상, 연미사) ⇔ 
	 안동공예문화전시관 ⇔ 안동민속박물관 ⇔ 유교랜드

도산서원 코스	 안동민속박물관 ⇔ 유교랜드 ⇔ 안동공예문화전시관 ⇔ 오천군자마을 ⇔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산림과학박물관 ⇔ 고산정 ⇔ 1박 ⇔ 
	 농암종택(퇴계오솔길) ⇔ 이육사문학관 ⇔ 퇴계종택 ⇔ 도산서원

2박 3일 코스

안동시청 ⇔ 하회마을 ⇔ 병산서원 ⇔ 안동한지공장 및 전시관 ⇔ 봉정사 ⇔ 
제비원(이천동 마애여래입상, 연미사) ⇔ 1박 ⇔ 오천군자마을 ⇔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산림과학박물관 ⇔ 도산서원 ⇔ 2박 ⇔ 태사묘 ⇔ 웅부공원 ⇔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 안동댐 권역 ⇔ 원이엄마 테마공원

관광코스

Tour Course 일정별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안동관광코스 추천

관람시간 및 요금

Tour Guide

관광정보

Information 
안동 농특산물

Andong Agricultural Products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
출한 독립운동의 성지 안동에 독립운
동가의 공훈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
고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는 국민정
신교육장이다.

www.815gb.or.kr
임하면 독립기념관길2

tel. 054-820-2600
지례예술촌

1663년 조선 숙종 때 건립된 지촌
종택(지례예출촌)은 한번 지례예술
촌을 찾은 사람은 꼭 다시 오게 된다
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편안히 하루를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례예술촌이다.

www.jirye.com
임동면 지례예술촌길 427

tel. 054-852-1913
소호헌 - 보물 제475호

조선 중종 때의 선비인 함재(涵齋) 서
해(徐)가 거처한 집이라고 한다. 건물
을 지은 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이
명의 다섯째 아들로 청풍군수를 지낸 
이고(李股)의 분가 주택으로 지은 것
을 사위인 서해에게 물려준 집이라고 
전해진다. 

일직면 소호헌길 2
암산유원지

구리측백나무자생지 아래에 있는 
강물로 여름에는 물놀이와 보트를 
타며 낭만을 즐길 수 있고, 겨울에는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는 유원지입
니다.

남후면 암산1길
tel. 054-859-1221

만휴정 - 경상북도문화재자료 제173호
조선 초의 문신인 보백당 김계행(寶
白堂 金係行)공이 낙향해 1500년에 
건립한 정자이다. 정면 3칸, 측면 2칸
으로 이루어졌으며 정면은 누마루 형
식으로 개방하여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양쪽에는 온돌방
을 두어 학문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길안면 묵계하리길 42
계명산자연휴양림

해발 530m에 위치하고 있으며 태
고의 신비를 간직한 천연 소나무 및 
참나무림과 통나무집이 절묘한 조
화를 이루어 심신단련에 최적의 장
소이다. 숙박시설과 친환경적인 시
설을 갖추고 있다.

www.andongtour.com
길안면 고란길 207-99

tel. 054-822-6920
안동포전시관(공예 체험관)

안동 지역의 대표적 특산품인 안동
포의 전통을 계승하며 역사성과 우
수성을 알리는 역할과 함께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www.andongpo.or.kr
임하면 금소길 341-12

tel. 054-823-4585

용계의 은행나무 - 천연기념물 175호
수령이 약 700년 정도로 추정되며 높
이 37m 이르는 거목이다. 전하는 말
에 따르면 조선 선조 때의 탁순창공 이 
임진왜란 이후 낙향하여 행계(杏契)를 
조직하여 이 나무를 보호하고 나무 그
늘 아래에서 담소를 즐겼다고 한다.

길안면 용계리 744

동남부 관광권

낙동강 음악분수
높이 20m, 넓이 30m의 낙동강 음
악분수는 분수 가동뿐만 아니라 감
미로운 음악과 함께 직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룬 다양한 형태의 레이저
쇼도 진행되어 방문객의 오감을 만
족시켜주고 있다.

운흥동 낙동강변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유구한 역사의 강을 건너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안동 유교문화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첨단기술을 
통해 체험하며 느끼는 새로운 형태
의 박물관이다.

www.tcc-museum.go.kr 
서동문로 203

 tel. 054-843-7900

임청각
조선 중종 때 형조좌랑을 지낸 이명
(李洺)이 지은 별당형 정자이며, 안채
는 용(用)자가 옆으로 누운 형으로 되
어 있고, 별당인 군자정은‘丁’자 형으
로 되어 있다.  임시정부 초대국무령을 
지내고,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무장독
립투쟁의 토대를 마련한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이다.

www.imcheonggak.com  / 임청각길 63  /  tel. 054-859-0025

안동법흥사지칠층전탑 - 국보 제16호
국내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통일신라
의 칠층전탑(벽돌탑)으로 기단부에 
팔부중상과 사천왕상, 12지신이 양
각되어 있다. 현재 상륜부는 노반(露
盤)만 남아 있는데 원래는 금동제(金
銅製) 상륜이 있었다고 한다.

법흥동 8-1

안동시내, 문화관광단지 관광권
유교랜드

한국정신문화의 뿌리인 유교문화를 
중심 주제로 하는 테마파트형 체험
센터이다.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즐
기면서 배우는 에듀테인먼트(교육+
놀이) 공간을 창출하여 어려운 유교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선비의 성장과 삶의 일생을 체험

하며 관람객 스스로가 알아가는 전시체험관이 있으며, 원형 입체영상관에서는 
다이내믹한 360도 원형 벽면에 특수효과를 포함한 입체영상으로 펼쳐져 있다.

www.confucianland.com  /  관광단지로 346-30  /  tel. 054-820-8800

월영교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목책교
인 월영교는 시민의 의견을 모아 댐 
건설로 수몰된 월영대가 이곳으로 온 
인연과 월곡면 음달골이라는 지명을 
참고로 정해졌다. 점핑날개곡사분수
대를 설치하여 다리 양 옆으로 시원
한 물줄기를 내뿜으며, 월영교 위에 

위치한 팔각정에 올라앉으면 안동댐의 풍광이 한눈에 들어온다.
상아동, 성곡동 일원

온뜨레피움
4계절을 체험할 수 있는 경북 최대
의 열대온실과 허브정원, 파머스랜
드, 쥬쥬월드, 자연체험학습장 등을 
갖춘 온뜨레피움은 계절마다 풍성
한 행사와 볼거리로 가득한 허브테
마공원으로 오감을 만족시키는 다
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온뜨레피움 

내의 대표 시설 초록별 온실은 240여 종의 식물, 17,000여 그루가 열대과수원, 
다육식물원, 관엽식물원, 허브정원에 나뉘어 식재되어 있어 싱그러움을 가득 느
낄 수 있다.

www.ontrepieum.com  /  관광단지로 346-95  /   tel. 054-823-8850

풍산류씨(豊山柳氏) 동성마을로서 낙동강의 흐름이 마을을 감싸며 'S'자형으로 흐르고 있
어 하회(河回)라는 지명이 되었다. 마을을 중심으로 3개의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마을 앞으로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과 기암절벽의 부용대,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과 울창한 
소나무숲이 절경을 이룬다. 조선 전기 이래의 건축물과 하회별신굿탈놀이, 선유줄불놀이 
등의 민속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어 안동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한 민속마을이
다. 2010년 7월 31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www.hahoe.or.kr  /  풍천면 하회종가길 40  /  tel. 054-852-3588

하회선유줄불놀이
만송정과 부용대 사이에 불줄을 매고 불을 붙이면 
매듭지어진 곳마다 불꽃을 터뜨리는 줄불과 낙화, 
달걀불이 일체가 되어 장관을 연출하는 강과 불이 
어울어진 한국 유일의 전통 불꽃놀이이다. 안동국
제탈춤페스티벌 기간 동안 행사가 개최된다.

풍천면 광덕솔밭길 72 부용대

옥연정사 - 중요민속자료 88호, 국보 132호 징비록의 산실
1586년 서애 류성룡이 탄홍 스님의 도움을 받아 
지은 건물로 문중 자제의 교육과 내객과의 담론
을 나누던 서애의 별서이다. 옥연정사는 대가족
의 살림과 사당이 있는 종택과는 다른 서애 선생
만의 학문과 독립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www.hahoehouse.co.kr
풍천면 광덕솔밭길 86 

병산서원 - 사적 제260호
본래 풍악서당이라 하여 풍산현에 있던 것을 서애 
류성룡이 선조 5년에 후학 양성을 위해 이곳으로 옮
겨왔다. 그 후 광해군 6년에 서애 류성룡의 업적과 
학덕을 추모하는 유림에서 사묘를 짓고 향사하기 시
작하면서 명문 서원으로 자리를 잡았다.  낙동강이 
감도는 바위 벼랑을 마주 보며 서 있는 병산서원은 
그 절묘한 경치와 뛰어난 건축물로도 유명하다.

www.byeongsan.net  /  풍천면 병산길 386  /  tel. 054-858-5929 

하회세계탈박물관
하회마을에서 전승되고 있는 하회별신굿 탈놀이
에 사용되는 탈을 비롯하여 전 세계 탈들이 전시
되어있다. 전 세계의 다양한 탈을 통해 그 나라의 
문화도 이해할 수 있고, 각종 탈 관련 체험 프로
그램도 운영 중이다.

www.mask.kr  /  풍천면 전서로 206 
tel. 054-853-2288

하회마을 관광권

봉정사
신라 문무왕 12년에 의상대사의 제자
인 능인 스님께서 창건하신 사찰로 종
이 봉황을 접어서 날리니 이곳에 와서 
머물러 산문을 개산하고 '봉황이 머물
렀다' 하여 봉황새 봉(鳳) 자에 머무를 
정(停) 자를 따서 봉정사라 명명하였
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

인 극락전을 비롯하여 조선시대에 건립된 대웅전, 화엄강당, 고금당 등이 있어 건축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 밖에도 고려 시대에 건립된 삼층석탑과 덕휘루, 
요사채 등의 건물이 있으며 영산암, 지조암 등의 부속 암자가 딸려 있다.

www.bongjeongsa.org  /  봉정사길 222  /  tel. 054-853-4181

봉정사 극락전 - 국보 제15호
기둥의 배흘림과 내부 가구의 간결
한 처리 기법이 뛰어난 우리나라에
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이고 대
웅전은 조선 초기의 가식 없는 수법, 
견실한 공법을 그대로 엿볼 수 있는 
다포집 계통의 대표적 건축물이다. 

www.bongjeongsa.org 
봉정사길 222  /  tel. 054-853-4181

경당종택
대조선 중기의 대학자인 경당(敬堂)
장흥효(張興孝) 선생의 종택이다. 
전통예절 의생활 체험과 함께 뒷편
의 넓은 정원과 함께 잔디밭에서 옛 
선비들의 풍류를 느낄 수 있다.

http://gyeongdang.gotaek.kr
성곡제일길 2-38 

tel. 054-852-2717

학봉종택 - 경상북도기념물 제112호
일명 문충고택이라고도 불리는 학
봉종택은 조선시대 문신 학봉 김성
일 선생의 직계 종손이 대대로 살아
온 집이다. 이 건물은 원채, 정문, 사
당 등 모두 5동으로 되어 있다. 

www.hakbong.co.kr 
서후면 금계리 856
tel. 054-852-2087

이천동 마애여래입상 - 보물 제115호
일명 ′제비원미륵′으로 불리며 안동
시 북쪽 이천동 태화산 기슭에 위치
하며, 화강암 석벽에 10m 높이의 
몸통을 새기고 2.5m 높이의 머리 
부분을 조각하여 올려놓은 고려 시
대 마애불이다. 산신의 정기와 부처
의 원력이 만나 소원을 이루는 곳으

로 이름이 높으며 인자하게 뻗은 긴 눈과 두터운 입술, 잔잔한 미소가 토속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석불상이 위치한 제비원은 민간신앙의 성지이며 성주의 본향
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제비원로 672
학가산온천

학가산의 동남향에 위치한 학가산
온천은 지하 암반 745m에서 용출
된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온천이다. 
리튬과 스트론튬의 성분이 검출된 
수질이 우수한 알칼리성 중탄산 온
천수로, 온천욕을 즐기기에는 최적
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www.hakgasanspa.kr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14  /  tel. 054-850-4690~1

봉정사 관광권
도산서원 - 사적 제170호

해동주자라 일컬어지는 한국 최고
의 유학자 퇴계 이황(退溪 李滉)이 
도산서당을 짓고 유생들을 교육하
며 학문을 쌓던 곳으로 선생이 돌
아가신 후 제자들과 유림에서 선생
의 높은 덕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
한 서원이다. 선조 8년 당대 최고

의 명필이었던 한석봉의 친필로 된 편액을 하사받아 사액서원이 되었다. 안동호
와 울창한 소나무숲이 에워싸고 있어 멋과 서정을 듬뿍 느낄 수 있다.

www.dosanseowon.com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  /  tel. 054-840-6599

이육사문학관
2004년 7월 육사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여 개관한 이육사문학관은 
육사 선생의 고향인 도산면 원천
리에 있다. 문학관 내부에는 육사 
선생의 친필 원고를 비롯하여 선
생의 시집과 독립운동 관련 자료
들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문학관 

주위에는 선생의 생가를 복원해 놓았고 잔디광장, 청포도밭, 샘터 등이 있다. 
www.264.or.kr  /  도산면 백운로 525  /  tel. 054-852-7337

퇴계종택 - 경상북도기념물 제42호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종택으
로 원래 가옥은 1907년 왜병의 방
화로 다 불타버렸고, 지금의 집은 
13대손이 옛 규모대로 복원하였
다. 정면 6간, 측면 5간의 'ㅁ'자형 
건물로 전면에 솟을대문을 가췄
다.

도산면 백운로 268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우리나의 전통적 선비정신을 널리 
알리고 가르쳐 도덕입국이라는 기
치 아래 바람직한 인간상을 실현하
려는 목적으로 도산서원 선비문화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다. 경상북도 
교육청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승
인 받아 많은 수련생을 배출하였다.

www.dosansowon.com
도산면 백운로 268-6  /  tel. 054-843-1034

오천군자마을
광산김씨 예안파가 20여 대에 걸쳐 
600여 년 동안 세거해 온 외내에 
있었던 건축물 중 문화재로 지정된 
것과 그 밖의 고가들을 1974년 안
동댐 조성에 따른 수몰을 피해 새로 
옮겨 놓은 유적지이다. 

www.gunjari.net
와룡면 군자리길 29

유교문화박물관
현대공간에 마련된 유교문화의 집
합체 ‘유교’를 주제로 한 세계 최초
의 전문박물관으로 유교문화에 대
한 다양한 경험들을 체험할 수 있
다. 특히 2015년 10월 세계기록유
산으로 등재된 유교책판을 연구·보
존·전시하고 있다.

www.confuseum.org
도산면 퇴계로 1997  /  tel. 054-851-0800

도산서원 관광권

하회별신굿탈놀이 상설공연
전국의 탈 중 유일하게 국보로 지정된 하회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하회마을에서는 이 
탈을 쓰고 그들의 삶과 희노애락을 표현한 하회별신굿탈놀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 기간 및 일시	 1월 ~   2월 : 매주 토‧일 14:00 ~ 15:00
	 3월 ~ 12월 : 매주 수‧금‧토‧일 14:00 ~ 15:00
	 7월 ~   9월 : 매주 토 19:00 ~ 20:00
▒ 정기공연	 하회마을 탈춤공연장
▒ 특별공연	 개목나루
▒ 문 의 처	 (사)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   054-854-3664

※ 성수기 및 탈춤페스티벌 기간에는 공연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세요.

안동시티투어
▒ 관광문의	 di6873@hanmail.net / 010-3507-4859
	 (네이버에서  안동시티투어 를 검색해 주세요)

안동 택시 여행(관광지 안내 및 문화재 이야기)
▒ 안동이야기택시		 054-853-1254
	 	 (네이버에서  안동이야기택시 를 검색해 주세요)  

>> 문화관광해설사 예약 : www.tourandong.com

관광안내
탈춤축제안내 www.maskdance.com 관광안내전화 국번없이 1330
안동시청 www.andong.go.kr 하회마을관리사무소 054-854-3669
안동관광정보 www.tourandong.com 하회마을관광안내소 054-852-3588
안동관광정보센터 054-856-3013 도산서원관리사무소 054-840-6576
안동민속박물관 054-821-0649 경북종합관광안내소 054-852-6800

유용한 전화번호
안동역 1588-7788 안동시외버스터미널 1688-8228
안동경찰서 054-850-9224 경상북도안동의료원 054-850-6000
안동병원 840-1004 안동성소병원 054-850-8114

하회탈
오리나무를 깎아 한지를 입히고 채색한 후 옻칠을 
해 만든 가면이다. 별신굿에 쓰였으며 각시탈, 중탈, 
양반탈, 선비탈, 초랭이탈, 이메탈, 부네탈, 백정탈, 
할미탈 그리고 2개의 주지탈 등 10종 11개가 전해진다.

안동포
기후와 토질의 영향으로 최고의 옷감으로 손꼽히는 
안동포는 올이 가늘고 노란빛이 나는 대마포로 조선 
시에는 궁중에 진상되기도 했다. 임하면 금소리에서 
생산되며,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되었다.

안동한지
세계적으로 우수한 자질을 자랑하는 안동풍산한지는 
국내산 천연 닥나무를 원료로 하여 전통의 방법으로 
만들어 빼어난 흡수성과 발산성이 있으며 창호지, 
도배지, 장판지, 화선지, 공예품 등에 사용된다.

안동산약(마)
위장, 폐 등의 내장 기능보호와 당뇨, 변비 등에 효능이 
큰 자연식품으로 전국 재배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안동산약은 깊은 자연 속에서 재배되어 자연의 향이 
듬뿍 담긴 신토불이 건강식품이다.

안동사과
토양과 기후 조건이 가장 적당한 곳에서 생산된 안동 
사과는 색상이 선명하고, 향기와 당도가 높은 고품질의 
사과이다.

안동한우
맑고 깨끗한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독특한 
사육방법으로 키운 안동한우는 육질 내 지방이 
고르게 분포되어 특유의 맛과 향이 어우러진 질 좋은 
소고기이다.

안동소주
맑고 깨끗한 물과 기름진 땅에서 수확된 양질의 쌀로 
빚은 순곡주인 안동소주는 그윽한 향취에 감칠맛이 
특유한 증류식 소주로 "향으로 취하고 맛으로 즐기는 
고유명주"로 뒤끝이 깨끗하다.

안동간고등어
대를 이어오는 우리의 맛!!
"안동간고등어"는 오랫동안 우리들의 입맛을 지켜온 
정성 담긴 생선이다.

안동헛제사밥
예부터 제사를 지낸 후 제사음식으로 비빔밥을 해 먹던 
안동지방의 풍습에 따라 평상시 제사가 없을 때에는 
제사음식과 같은 재료를 마련하여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데, 각종 나물과 어물, 산적, 탕국이 함께 곁들여진다.

안동식혜
고두밥에 무와 고춧가루, 생강즙, 엿기름, 물로 
발효시켜 시원하며 맵고 달콤한 맛이 배어나는 독특한 
향취가 뛰어난 계절음식이다.

안동고추
고추의 명산지에서 생산된 안동 태양 고추는 햇볕에 
말려 고추 본래의 색깔과 향이 그대로 살아 있으며, 
특수공법에 의한 이물질 제거와 완전 살균처리로 
매콤하고 감미로운 맛과 영양이 살아있는 고추이다.

안동찜닭
육질이 좋고 신선한 닭과 감자, 시금치, 대파 등의 
채소와 당면이 어우러져 매콤하면서도 달콤하며 
담백한 맛이 조화를 이루어 적은 비용으로도 여러 
사람이 정감을 나눌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글로벌육성축제

우리 민족의 해학과 풍자를 진하게 느껴볼 수 있는 
국제적 탈춤축제가 안동에서 매년 열립니다. 대한민국 글로벌육성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세계 각국의 전통탈춤을 한자리에서 
보고 즐기고 체험하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축제입니다. 

탈을 쓰고 춤을 추는 탈춤꾼, 마당에 둘러앉은 관객들, 대사와 춤사위에 
웃음이 터져 나오고, 춤꾼과 관객들이 너나 할것 없이 어우러진다.

국내탈춤
■ 중요무형문화재 탈춤 : 가산오광대, 강령탈춤, 강릉관노 가면극, 고성오광대, 동래야류, 
                                      봉산탈춤, 북청사자놀이, 송파산대놀이, 수영야류, 양주별산대놀이, 
                                      은율탈춤, 통영오광대, 하회별신굿탈놀이
■ 마당극

해외탈춤
대만, 말레이시아, 멕시코, 베네수엘라, 슬로바키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중국, 필리핀, 일본

안동민속축제
■ 차전놀이, 놋다리밟기 등 대동놀이
■ 한두실행상소리, 저전농요 등 30여 행사

지역 문화재 현장축제
■ 하회마을 - 하회선유줄불놀이, 공연, 전시 등
■ 민속박물관 - 민속놀이 체험전

참여·경연행사
■ 탈춤배우기, 창작탈공모전, 탈춤그리기대회, 마스크댄스, 탈과 마임판
■ 나의 탈 나의 마스크·탈놀이·풍물놀이 경연 등
■ 월드마스크댄스 경연대회

전시·부대행사
■ 세계탈, 한지작품, 창작탈, 문중유물, 탈춤그리기
■ 관광기념품, 유교문화사진 전시 
■ 안동의 날

기      간	 매년 9월 마지막주 금요일부터 10일간
장      소	 안동시 일원, 탈춤공원, 하회마을
주      최	 안동시
주      관	 (재)안동축제관광재단
행사내용	 국내외 탈춤공연, 안동민속축제, 세계탈전시
홈페이지	 www.maskdance.com

관광지명
입장료

전화번호
일반/단체 청소년, 군경/단체 어린이/단체

도산서원 1,500 / 1,300 700 / 600 600 / 500 054-840-6599

하회마을 3,000 / 2,500 1,500 / 1,200 1,000 / 900 054-852-3588

안동민속박물관 1,000 / 800 300 / 200 300 / 200 054-821-0649

하회세계탈박물관 3,000 / 200 1,500 / 1,000 1,500 / 1,000 054-853-2288

봉정사 2,000 / 1,500 1,300 / 1,000 600 / 500 054-853-4181

이육사문학관 2,000 / 1,500 1,500 / 1,000 1,000 / 500 054-852-7337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3,000 / 2,500 2,000 / 1,500 1,000 / 500 054-843-7900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2,000 / 1,500 1,500 / 1,000 1,000 / 800 054-820-2600

학가산온천 6,000 / 5,000 054-850-4690

경상북도산림과학박물관 무료 054-840-8282

유교문화박물관 무료 054-851-0800

병산서원 무료 054-858-5929

안동공예문화전시관 무료 054-843-5531

안동물문화관 무료 054-859-1257

제비원 실외에 있어 언제든지 관람 가능

어린이 : 7세 이상~12세 이하	 청소년 : 13세 이상~18세  이하  
군    인 : 하사 이하	 일    반 : 19세 이상~64세 이하
무    료 : 65세 이상, 6세 이하, 장애인, 국가 유공자, 공무상 답사일 경우
단    체 : 30인 이상 
(유교문화박물관 : 20인 이상 /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 15인 이상)

※ 사정상 요금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찜닭골목

분식거리

문화광장길

음식의거리

맘모스제과점

No.46(하회마을, 병산서원)
No.54(안동 이천동 석불상)

갈비골목

운흥동오층전탑 안동역
홈플러스

태사묘

웅부공원

안동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경북문화
콘텐츠진흥원

안동의료원

안동보건소

안동시청

성진골벽화마을

안동종교타운

안동세무서

안동시립도서관

막창골목

구시장

안동초등학교

Andong Maskdance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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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