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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자녀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자녀들의 정신건강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카드뉴스에는 정신질환을 둘러싼 

오해와 정신질환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담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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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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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의 경우 병원 치료는

최대한 늦추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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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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