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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양향교
언양현 호적대장
효자 송도선생 정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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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고서원 유허비
부북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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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인성암 신중도
울산부 선생안
영가진각대사증도사
관세음보살예문
훈몽요초
인천안목
백양사 석조아미타삼존불좌상
백양사 아미타삼존후불홍탱
백양사 신중도
백양사 석조부도
박홍춘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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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리 지석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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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산 성지
서생포 만호진성
하산 봉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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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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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흥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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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매곡동 생활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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