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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명소 > 문화유적

전체(249) 국가지정문화재(9) 도지정문화재(49) 향토유적(113) 민속분야(78)

영양 현리 삼층석탑(�� �� ����
)
분류 : 국가지정문화재 > 국보

지정번호 : 보물 제610호

소재지 : (36532)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양평1길 53, 영양군 영양읍 현리 398-3

2016-03-05

영양 감천리 측백나무
숲
분류 : 국가지정문화재 >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 천연기념물 제114호

소재지 : (36533)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영양로 1200, 영양군 영양읍 감천리 산 171

2016-03-05

영양 답곡리 만지송(�� ��� ���
)
분류 : 국가지정문화재 >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 천연기념물 제399호

소재지 : (36562)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하논실2길 27

2016-03-05

영양 주사골 시무나무와 비술나무
숲
분류 : 국가지정문화재 >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 천연기념물 제476호

소재지 : (36556)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주홍로 97

2016-03-05

영양 무창리 산돌
배
분류 : 국가지정문화재 >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 천연기념물 제519호

소재지 : (36529)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낙동정맥로 182

2016-03-05

영양 서석지(�� ���
)
분류 : 국가지정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 중요민속문화재 제108호

소재지 : (36545)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서석지1길 10

2016-03-05

영양 구 용화광산 선광장(�� � ���� ���
)
분류 : 국가지정문화재 > 등록문화재

지정번호 : 등록문화재 제255호

소재지 : (36509)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영양로 4124

2016-03-05

영양 한양조씨 사월종택(�� ���� ����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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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our.yyg.go.kr)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category_1=%25EA%25B5%25AD%25EA%25B0%2580%25EC%25A7%2580%25EC%25A0%2595%25EB%25AC%25B8%25ED%2599%2594%25EC%259E%25AC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category_1=%25EB%258F%2584%25EC%25A7%2580%25EC%25A0%2595%25EB%25AC%25B8%25ED%2599%2594%25EC%259E%25AC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category_1=%25ED%2596%25A5%25ED%2586%25A0%25EC%259C%25A0%25EC%25A0%2581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category_1=%25EB%25AF%25BC%25EC%2586%258D%25EB%25B6%2584%25EC%2595%25BC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idx=47688&mode=view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idx=47688&mode=view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idx=47689&mode=view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idx=47689&mode=view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idx=47690&mode=view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idx=47690&mode=view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idx=47691&mode=view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idx=47691&mode=view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idx=47692&mode=view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idx=47692&mode=view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idx=47693&mode=view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idx=47693&mode=view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idx=47694&mode=view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idx=47694&mode=view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idx=111512&mode=view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idx=111512&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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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가지정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 국가민속문화재 제294호

소재지 : (36543)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원당길 2-1

영양 산해리 오층 모전석탑(�� ��� �� ����
)
분류 : 국가지정문화재 > 국보

지정번호 : 국보 제187호

소재지 : (36549)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봉감길 96, 산해리 391-6

2016-03-10

용화동삼층석탑(�������)
분류 : 도지정문화재 > 유형문화재

지정번호 : 유형문화재 제8호

소재지 : (36509)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영양로 4132-2,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 348-1

2016-03-05

현이동모전오층석탑(���������)
분류 : 도지정문화재 > 유형문화재

지정번호 : 유형문화재 제12호

소재지 : (36532)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양평1길 53, 영양군 영양읍 현2리 464

2016-03-05

영양연당동석불좌상(���������)
분류 : 도지정문화재 > 유형문화재

지정번호 : 유형문화재 제111호

소재지 : (36545)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서석지2길 4,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 361번지

2016-03-05

월록서당(����)
분류 : 도지정문화재 > 유형문화재

지정번호 : 유형문화재 제172호

소재지 : (36514)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주실길 61-31

2016-03-04

영양 삼구정(�� ���
)
분류 : 도지정문화재 > 유형문화재

지정번호 : 유형문화재 제232호

소재지 : (36531)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옥산2길 32-23

2016-03-04

영양 취수당(�� ���
)
분류 : 도지정문화재 > 유형문화재

지정번호 : 유형문화재 제340호

소재지 : (36507)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청기1길 28

2016-03-04

(http://tour.yyg.go.kr)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idx=47935&mode=view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idx=47935&mode=view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idx=47695&mode=view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idx=47695&mode=view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idx=47696&mode=view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idx=47696&mode=view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idx=47698&mode=view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idx=47698&mode=view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idx=47699&mode=view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idx=47699&mode=view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idx=47700&mode=view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idx=47700&mode=view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idx=47701&mode=view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idx=47701&mode=view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page=2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page=3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page=4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page=5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page=6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page=7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page=8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page=9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page=10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page=2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page=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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