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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진(正南津)은

정남진은 정동진이 서울 광화문에서 정 동쪽으로 내 달으면 도착하는 나루라는 유래를 가진 것에 착안하여 장흥군이 발굴한 지역 이미
지 브랜드로서 서울 광화문에서 정남쪽으로 내려오면 도착하는 해변이며 북쪽의 가장 추운지방인 중강진과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그 좌표점은 장흥군 관산읍 신동리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남진의 시발점과 좌표점

서울 도로원표(광화문 사거리) / 126° 58' 34.1"
서울 중심점 표지돌 / 126° 58' 04.5"
국립지리원 홈페이지 답변(읽을값) / 126° 59'
서울 도로원표(광화문 사거리) + 서울 중심점 표지돌 + 국립지리원 답변 좌표점 등
관산 신동 518-15
관산 신동 산 95-5
관산 신동 산 94-11
3개 좌표점이 지나는 관산읍 신동리 월원읍 정남진 좌표점으로 설정

정남진의 의미

서울의 정남쪽 바닷가로서 ⇒ 장흥의 지리적 위치를 나타냄
남쪽 가장 따뜻한 지방으로서 ⇒ 봄의 길목, 봄꽃의 시작(할미꽃, 동백꽃, 철쭉꽃)
나루터(津) 또는 바닷가 해안지역 ⇒ 남해안 다도해 비경, 풍부한 해산물
북에는 가장 추운 중강진ㆍ남에는 가장 따뜻한 정남진으로서 ⇒ 남북화해와 민족통합을
상징

장 흥 = 정남진 / 정남진 = 장흥

정남진 지역이미지 브랜드 발굴 경과

2001.04.06 : 국립지리원 (現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정남진 관련 민원인 질의에 대한 회신
2003.03 : 정남진 표지석 설치 및 소공원 조성계획 수립
2003.07 : 2003년 추경예산에 반영 요구
2003.10 : 2004년 본예산 신청
2003.11 : 장흥비젼 2010 개발계획(장흥군 중장기 발전계획) 반영
2003.12 : 2004년 본예산 확정 (사업비 2억원)
2004.02 : 서울의 중앙점(시발점) 좌표 측량 및 정남진 좌표점 측량
2004.04 : 정남진 좌표점 표지돌 설치, 안내판 설치
2004.02 ~ 2004.12 : 정남진 상징 조형물 작품 구상
2005.02 ~ 2005.06 : 정남진 관광 소공원 조성
2004.11 ~ 2005.04 : 정남진 권역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한국관광공사)
2005.05 ~ 2005.10 : 정남진 상징 조형물 건립

정남진장흥

장흥군청(http://www.jangheu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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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진권역 관광개발 사업 추진

권역 : 안양 수문 ~ 대덕 옹암 까지의 해변 42.195㎞

정남진 표지석 정남진 표지석

COPYRIGHT ⓒ  JANGHEUNG-GUN. AL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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