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손학규 경기도지사 연설문집. 제1권
	머리말
	차례
	경기도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시다:경기도지사 취임식 - 2002. 7. 2
	여성인적자원 개발이 국가발전의 핵심 요소:제7회 여성주간 행사 - 2002. 7. 5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젊음:스미스부대 장병 추도식 - 2002. 7. 5
	경기도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대담／경인방송 - 손숙의 만나고 싶은 사람 - 2002. 7. 7
	도의회는 민의의 중심지, 도정의 동반자:제6대 경기도의회 개원식 - 2002. 7. 9
	여성 1등 경기도를 위해:여성 사회교육 과정 입교식 -2002. 7. 10
	문화산업의 외교, 경제적 효과: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식 - 2002. 7. 11
	경기도를 '세계속의 경기도'로:민선3기 출범에 즈음한 도정연설(제174회 경기도의회 본회의) - 2002. 7. 23
	더 이상 난개발은 없다:인터뷰／YTN집중조명 - 2002. 7. 23
	경기도는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자 견인차:인터뷰／차인태의 MBC초대석 - 2002. 8. 14
	환경과 조화를 이룬 개발:인터뷰／KBS라디오 - 라디오정보센터 박찬숙입니다 - 2002. 9. 3
	농업을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 시켜야:전국농민회경기도연맹 창립 10주년 기념식 - 2002. 9. 5
	청소년은 우리의 희망:제3회 내일을 여는 축제 - 2002. 9. 14
	경로는 고난의 세월을 극복한 분들에 대한 예우:제6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노인여가활동 경연대회 - 2002. 10. 2
	일류국가의 길 - 경기도가 이끈다:민선 3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 기조연설 - 2002. 10. 7
	노인을 위한 아름다운 열정:노인전문 요양시설 '감로당' 준공식 - 2002. 10. 8
	국제경쟁력제고는 정부, 민간의 행동준거:제4회 '한·중·일 우호교류회의' 개막식 기조연설 - 2002. 10. 16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위해 함께 노력해야:중국 광동성 중산대학교 특강 - 2002. 10. 18
	안전 시대의 개막:119대축제 개막식 - 2002. 10. 25
	청소년은 나라의 꿈이요 미래:제49회 경기도 4-H경진대회 - 2002. 10. 30
	고품질 농산물 생산만이 살길:제7회 농업인의 날 행사 - 2002. 11. 2
	국제 교역 확대로 번영과 평화의 시대를:세계무역센터협회(WTCA) 아·태 지역회의 개회식 - 2002. 11. 12
	아시아 공동번영의 미래를 위해:세계무역센터협회(WTCA) 아·태 지역회의 환영 만찬 - 2002. 11. 12
	전국체전의 우승은 전도민의 기쁨:전국체전 종합우승 환영식 - 2002. 11. 16
	2003년 경기도정의 화두는 '창의'와 '힘찬 전진':2003년 신년사 - 2003. 1. 2
	경기도민이 주인입니다:경기도민회 신년하례회 - 2003. 1. 6
	차원 높은 복지서비스:2003년 사회복지관계자 신년인사회 - 2003. 1. 10
	'경기비전 2006'은 선진 통일 한국의 꿈:2003 연두기자회견 기조연설 - 2003. 1. 15
	21세기는 디지털 혁명시대:경기 e-비즈니스 워크샵 - 2003. 1. 17
	2003년은 전진과 성취의 해:2003년 신년 도정연설(제179회 경기도의회 본회의) - 2003. 2. 4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는 시대적 요구:여성 평생교육과정 입교식 - 2003. 2. 7
	300만 근로자와 함께 발전하는 도정: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이·취임식 - 2003. 3. 15
	세계화의 기초를 튼튼히:영어 문화원 설립 발기인 대회 - 2003. 3. 19
	신뢰와 화합의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해:2003 노사정 등반대회 2003. 4. 12
	민간차원의 인류평화 지원:이라크 의료지원 기자회견 - 2003. 4. 14
	기능인은 국부의 초석:기능경기대회 - 2003. 4. 16
	21세기형 보육시스템을 생각할 때:보육실무자 연찬회 - 2003. 4. 18
	21세기는 인간중심의 시대:제23회 장애인의 날 행사 - 2003. 4. 18
	위기를 기회로:2003 고양세계꽃박람회개막식 - 2003 4. 24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2003 근로자의 날 기념식 - 2003. 5. 1
	어린이는 희망의 상징:제81회 어린이날 - 2003. 5. 3
	안보는 국가 발전의 초석:인터뷰／국방일보 - 2003. 5. 3
	쾌적한 환경보전은 시대적 책무:환경NGO 경기북부권역 간담회 - 2003. 5. 16
	첨단 지식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 개원식 - 2003. 5. 26
	첨단 지식산업의 요람 '경기 테크노파크':경기테크노파크 개관식 - 2003. 5. 29
	바다에는 무한한 희망과 미래가 있습니다:제18회 바다의 날 행사 - 2003. 5. 29
	차를 따라주는 정치인:인터뷰／월간조선 - 2003. 6월호
	세상의 절반을 이끄는 사람들:경기도 주부의 날 행사 - 2003. 6. 3
	이제는 환경을 위해 행동할 때:제8회 환경의 날 - 2003. 6. 5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인터뷰／조선일보 - 2003. 6. 18
	과감한 규제혁파만이 살 길:인터뷰／주간동아 - 2003. 6. 19
	자랑스런 호국의 간성, 맹호부대:맹호부대 창설 54주년 행사 - 2003. 6. 21
	The Present and Future of Korea-US Relations:CSIS／KEI Address - 2003. 6. 24
	Prospect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EU Relations:2nd Korea-EU International Conference - 2003. 6. 26
	판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