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urology 한국어판 Vol. 7 No. 2 11

VIEWS & REVIEWS

뇌전증 환자들에서 동반되는 우울증 연구 
체계적 리뷰와 메타분석

Depression in epilepsy
A systemic review and meta-analysis

목적: 뇌전증 환자(person with epilepsy, PWE)의 우울증 유병률과 두 질환 사이의 연관관계의 정도를 추정하기 

위함이다.

방법: MEDLINE (1948~2012), EMBASE (1980~2012), 그리고 PsycINFO (1806~2012) 데이터베이스의 논문에

서 검색한 참고문헌, 초록을 조사하였다. 전문가에게도 의뢰하였다. 두 명의 독립된 리뷰어가 초록과 검색된 자

료를 검토하였다. 포함기준은 인구기반 연구, 독창적인 연구로 뇌전증과 우울증에 대한 연구이다. PWE에서 우울

증의 유병률과 뇌전증과 우울증(OR로 추정) 사이의 관계를 추정한 것을 보고하였다.

결과: 7,106개의 초록을 검토하여 이 중 23개의 논문이 14개의 고유한 데이터 출처에 보고되었다. 9개의 연구가 

29,891명의 PWE에서 활동성(현재 또는 과거) 우울증의 전체적인 유병률이 23.1% (95% CI, 20.6%~28.31%)이

라고 보고하였다. 14개의 연구 중 5개에서 1,217,024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PWE에서 활동성 우울증의 전체적

인 OR이 2.77 (95% CI, 2.09~3.67)로 우울증 발생위험이 약 3배 높다고 보고하였다. 4개의 연구에서 5,454명의 

PWE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평생 우울증 유병률이 13.0% (95% CI, 5.1~33.1)라고 보고하였고, 3개 연구 

4,195명 참가자의 분석결과는 PWE에 대해 전체 OR이 2.20 (95% CI, 1.07~4.51)으로 평생 우울증의 발생률이 

2.2배로 보고되었다. 

결론: 뇌전증은 우울증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으며 PWE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이러한 발견은 PWE에서 우

울증을 조기에 찾아내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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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은 장애에 따른 상실생존연수(years lived with disability)의 주요 원인이며 전세계적으로 장애보정

생존연수(disability-adjusted life-years)의 네 번째 주요 원인이다.1 우울증은 뇌전증 환자(persons with 
epilepsy, PWE)에서 진단이 잘 되지 않고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삶의 질과 치료결과를 방해할 수 

있다.2 뇌전증에서 우울증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직장에 결근이 증가하고 건강관리 시스템 이용이 증가하여 

직접적인 의료비를 상승시킨다.3 PWE에서 보고된 우울증의 유병률은 12%에서 37%로 다양하다.4,5 추정치

의 범위가 넓은 이유는 연구 디자인과 인구통계 또는 우울증과 뇌전증을 진단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이

다. 체계적 리뷰와 메타분석은 기존 문헌의 가변성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풀링(pooling)을 통해 

더 정확한 추정치를 알아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체계적 리뷰의 목적은 PWE에서 우울증의 유병률을 추정하고 뇌전증과 우울증 사이의 관계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추정치 사이의 이질성의 중요도와 성격을 평가하는 것이다. 우리는 뇌전

증에서 우울증을 보고한 연구들의 추정치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우울증을 확인하는 방법(e.g., 자가보고 

vs 스크리닝 설문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방    법

조사전략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여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 메타분석을 하였으며 가이드라인을 정립하였다

(MOOSE).6 조사전략(appendix e-1 on the Neurology® Web site at www.neurology.org)은 공동저자의 제공, 
주요 논문들, 그리고 체계적인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사서와의 상담을 기반으로 하였다. 게재된 시간이나 

언어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조사는 2012년 1월 16일에 MEDLINE, EMBASE, 그리고 PsycINFO에서 시

행하였고 참고문헌은 EndNote X57를 이용하여 추출 및 관리하였다. 논문에 포함된 참고문헌과 지난 3년간 

관계된 컨퍼런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merican Academy of Neurology, 그리고 American 
Epilepsy Society)의 회의록은 수동으로 추가 검색하였다. 정신과 전문가(S.P.)와 간질학 전문가(N.J.와 S.W.)
가 누락된 주요 출판물을 파악하고 출간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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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선택

두 명의 리뷰어(J.D.와 K.F.)가 독립적으로 우울

증이나 정신 질환이 있는 PWE를 대상으로 한 독

창적인 연구를 확인하기 위해 제목과 초록을 검토

하였다. 명백히 인구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초록

(e.g., 사례연구와 진료 기반)은 이 단계에서 제외하

였다. 초기 검토에서는 관계된 모든 문헌을 의도적

으로 광범위하게 포함하였다.
두 리뷰어(J.D.와 K.F.)가 첫 검토 시에 확인된 

초록의 전체 문헌을 독립적으로 검토하였다.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문헌을 포함하였다: 1) 독창적인 

연구, 2) 코호트 또는 단면연구, 3) 인구 기반 연구

(확률 추출, 전체 인구조사, 또는 알려진 크기의 특

정 인구의 의료인을 포함[e.g., Cardiff의 모든 일반

의], 4) 뇌전증이 없는 사람과 비교하여 PWE에서 

우울증의 OR(또는 OR을 계산하기에 충분한 정보

를 주는 것)을 보고한 것과 5) PWE에서 우울증의 

유병률을 보고하였거나 추정치를 계산하기에 충분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항경련제와 항우울제가 모

두 이 질환과 관계없이 사용되고 유효한 추정치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므로 우울증이나 뇌전증을 확

인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한 연구는 제외하였다.8,9 
모든 비영문 논문은 Google Translate10를 이용하여 

같은 방식으로 검토하였고 필요 시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 참여하였다. 초록과 출판되지 않은 연구도 

역시 고려하였다. 적합성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토

론을 통해 해결하였고 필요 시 제 3자(S.P., N.J.와 

S.W.)가 참여하였다.

자료 추출 및 연구의 질

두 명의 리뷰어(J.D.와 K.F.)는 표준전자데이터

형식을 이용하여 논문의 자료를 추출하고 합의하

였다. 동일한 데이터 출처에 보고된 여러 논문을 

통한 정보를 결합하였다. 예를 들면, Canadian 
Community Health Survey (CCHS)에 보고된 수많

은 연구; 가장 종합적인 평가를 확인하기 위해 CCHS
에 보고된 모든 논문으로부터 연구 특성과 추정치

를 추출하였다. 방법론과 결과를 가장 상세하게 보

고한 연구를 추출하였는데 동일한 데이터 출처에 

대해 보고한 다른 연구는 일관성과 정확성을 보장

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아래 항목을 추출하였다; 연
구정보(저자, 연도), 인구통계(나이, 지역, 자료수집 

시간), 조건정보(자료 출처, 조건의 정의, 전체 참가

자 수), 인구규모 그리고 보고된 추정치(유병률, 
OR) 또는 추정치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정보. 조건

의 이질성 평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의 질 

지표는 표본의 대표성, 상태평가 및 통계방법과 연

관하여 추출하였다(Table e-1).

자료 통합과 분석 

연구 간 이질성의 유의성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Cochrane Q statistics를 산출하였고 연구 간 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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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크기를 정량화하기 위해 I2를 이용하였다. 통계

적으로 유의한 이질성(Q statistic p value of <0.05)이 

없을 때 통합 추정치(pooled estimate)와 95% CI를 

고정효과모델(fixed-effect model)을 이용하여 산출

하였다. 유의한 이질성이 있을 때 확률효과모델

(random-effects model)을 이용하였다. 출판편향

(publication bias)은 시각적으로는 funnel plot을 이

용하고 통계적으로는 Begg’s, Egger’s와 trim and 
fill test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11-14 Trim and fill 
method는 잠재적으로 누락된 연구의 추정효과를 

고려하고 통합 추정에서 이 연구의 영향을 평가하

여 funnel plot의 비대칭성을 파악하였다.12,13

현재 우울증과 지난 12개월 동안의 우울증은 활

성우울증의 척도를 나타내기 위해 통합하였다. 평
생에 걸친 우울증은 분리하여 고려하였다. 평생에 

걸친 우울증에 대해 조사한 연구 수가 제한되어 있

어, 우울증을 진단한 방법과 뇌전증을 진단한 방법

에 따라 분류하고 다양성에 대한 잠재적 출처로 활

성우울증을 보고한 연구만을 조사하였다. 연구가 

교란변수를 보정하거나 보정하지 않은 추정치를 

제공하면 교란변수의 다양성 때문에 보정되지 않

은 추정치를 사용하였다.
 모든 테스트에서, p<0.05가 유의한 것으로 간주

되었다. 결합된 OR (combined OR), 유병률, 그리

고 95% CI를 평생에 걸친 우울증과 활성우울증에

서 분리하여 산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R ver-
sion 2.1415을 사용하였다. Meta package를 통합 추

정치, forest plot, 출판편향을 위해 사용하였다.16 
Metafor package는 제한된 최대 가능성 추정을 사

용하여 meta-regression을 수행하는데 사용하였다.17

결   과

연구의 기술과 확인

조사전략의 결과 총 9,048개의 인용을 확인하였

다: 3,533개는 MEDLINE, 4,438개는 EMBASE, 그
리고 1,077개는 PsycINFO(중복된 것을 제외하면 

총 7,106개) (Figure 1). 초기 검토에서 166개의 논

문이 전문을 검토해야 하는 기준을 만족하였고, 
143개의 논문은 제외되었다(39개는 초록만 있었고, 
7개는 중복되는 연구였으며, 16개는 독창적인 연구

가 아니었고, 40개는 인구 기반 연구가 아니었으며, 
2개는 우울증 정의가 아니었고, 39개는 우울증 추

정치가 아니었다). 이 메타분석은 23개의 후보 논

문에서 얻은 14개의 독자적인 데이터 출처를 포함

하고 있다. 활성우울증에 대해서, 5개의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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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을 보고하였고 9개의 연구가 유병률을 보고하

였다. 평생에 걸친 우울증에 대해서, 3개의 연구가 

OR을 보고하였고 4개의 연구가 유병률을 보고하

였다.
Table 1은 포함된 14개 연구의 특성을 나타내었

다. 4개의 연구는 평생에 걸친 우울증을 보고하였

고, 6개는 지난 12개월의 우울증을, 그리고 4개는 

현재(지난 30일) 우울증을 보고하였다. 자료는 

1996년부터 2011년 사이 출판되었다. 14개의 연구 

중 일곱 개는 나이에 대해 요약된 자료를 보고하였

는데 참가자의 평균 연령이 37.2세에서 52.4세까지

로 나타났다. 8개의 연구는 North America, 4개는 

Europe, 그리고 Asia와 South America에서 각각 하

나의 연구가 보고되었다. 뇌전증의 진단은 연구에 

따라 자가보고(전문 의료진에 의해 진단이 되었

거나 아니거나), 기록 검토, 또는 관리 데이터 코

드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단되었다. 
우울증은 3개의 서로 다른 척도 중 하나를 통해 

진단하였다: 자가보고, 관리 데이터 코드 또는 임

상적 평가. 세 가지 자료출처는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HADS)18-24을 이용하였고, 하나는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CES-D)3,4,25,26을 이용하였고, 마지막 연구는 Kessler-6 
(K-6)27를 이용하였다. K-6는 지난 30일간 우울한 

감정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

존의 데이터 출처에 추가되었다.28 두 연구는 우울

증의 자가보고를 이용하였는데, 하나는 의료진이 

진단을 확인한 연구29이고 하나는 의료진의 진단이 

없는 연구2였다.
우울증의 진단에 사용되는 관리 데이터 코드는 다

양하며, 4개의 연구는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codes (ICD-9 또는 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Primary Care (ICPC) codes 또는 

read codes를 사용하였다.30-33 3개의 연구는 우울증

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임상적 평가를 이용하였

다: CCHS 1.134은 World Mental Health-Composite 
Diagnostic Interview (WMH-CIDI) Short Form을 

이용하였고, CCHS 1.235,36는 Canadian adaptation 
of the WMH-CIDI를 이용하였으며, 이란 연구5에

서는 DSM-IV의 Structured Clinical Interview를 이

용하였다. 

연구의 질 평가

포함된 연구의 질은 다양하였다(Table e-1). 10개
의 적합한 연구 중 7개는 회답률을 70% 이상으로 

보고했고 2개의 연구만이 비반응군을 명확하게 설

명하였다. 우울증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 10개 

연구 모두 우울증상 여부를 평가하는 표준화된 방

법을 사용하였다. 열세 개의 연구(하나는 불명확)
는 표준화된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9
개는 뇌전증의 표준 허용 분류를 사용하였다.37 5개
의 연구만이 잠재적인 교란변수에 대해 보정하였

고 교란변수의 수는 다양하였다(Table 1).

뇌전증 환자에서 활성우울증

9개 연구에서 PWE에서 활성우울증의 유병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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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91의 환자에서 13.2%에서 36.5%로 보고되었

다(Figure 2). 활성우울증의 전체적인 통합 유병률

은 23.1% (95% CI 19.8%~27.0%) (Figure 2)였다. 
활성우울증의 OR(뇌전증이 없는 환자에서 활성우

울증의 발생 가능성과 비교하여 PWE에서 활성우

울증의 발생 가능성)을 보고한 5개의 연구에서 참

가자는 1,217,024명이었고 확률효과모델을 이용하

여 추정된 통합 OR은 2.77 (95% CI 2.09~3.67)이
었다(Figure 3). 네 개의 연구가 규모 및 여러 교란

변수에 차이가 있는 활성우울증의 보정된 OR을 

보고하였다. 나이와 성별에 대해 보정한 CCHS 1.2
에서는 OR을 2.3 (95% CI 0.99~5.23)36으로 보고하

였고; 성별과 교육수준, 결혼상태, 인종, 이주상태

와 식품안전에 대해 보정한 CCHS 1.134에서는 보

정된 OR을 1.43 (95% CI 1.13~1.82)으로 보고하였

으며; California Health Interview Survey27는 두 개

의 수정모델을 보고하였다: 모델 1은 성별, 나이, 
인종/민족, 연간수입, 교육성과, 그리고 시골/도시 

거주상태를 보정한 OR을 3.49 (95% CI 2.96~4.12)
로 보고하였고, 수많은 건강상태와 함께 모델 1의 

인자를 모두 보정한 모델 2는 OR을 3.14 (95% CI 
2.42~4.07)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수입과 인종/민족

에 대해 보정한 HealthStyles Survey2에서는 OR을 

2.40 (95% CI 1.40~4.30)으로 보고하였다.

뇌전증 환자의 평생에 걸친 우울증

4개의 연구에서 PWE의 평생에 걸친 우울증의 

유병률이 4.1%에서 32.5%로 보고되었다. 전체적

으로 5,454명의 PWE가 포함되었고, 전체 유병률은 

13.0% (95% CI 5.1%~33.1%) (Figure e-1)였다. 세 

연구에서 PWE에서 평생에 걸친 우울증의 OR이 

1.4829 (95% CI 1.37~1.59), 1.8036 (95% CI 1.01~3.20), 
3.965,38 (95% CI 2.96~5.29)로 나타났다(Figure e-2). 
전체적으로 이 연구는 4,195명에서 평생에 걸친 우

울증의 OR을 2.20 (95% CI 1.07~4.51)로 보고하였

다. 평생에 걸친 우울증의 메타분석에서 OR과 유

병률 추정치 모두에서 상당한 이질성이 발견되었

다. 나이와 성별에 대해 보정한 한 연구는 OR을 

1.8036 (95% CI 1.1~3.2)으로 보고하였고 이 연구는 

메타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질성의 근원

우울증을 진단방법에 따라 분류할 때, 유병률 추

정치는 자가보고와 K-6 측정에 기반한 연구가 검

증된 우울증 척도나 관련 데이터 코드를 이용한 것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Figure 4, appendix e-2). 
우울증 진단방법에 따라 분류할 때, OR 추정치는 

방법마다 다양하게 나타났다(Figure 5). CES-D와 

K-6 척도(고통을 더 광범위하게 측정하고 우울증

과 관련된 하위요소를 포함한)의 추정치는 우울증

만의 검증된 척도를 이용한 것보다 약간 높았다.
우울증의 활성 유병률의 추정치는 뇌전증 진단

법에 따라 분류했을 때 다르지 않았다(Figure e-3). 
뇌전증의 진단법에 따라 분류 했을 때 뇌전증 진단

의 관련 데이터 코드를 이용한 활성우울증의 OR
에 대한 개별 연구의 추정치는 자가보고 방법으로 

이용했을 때보다 약간 낮았다(Figure 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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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편향

전체적인 OR이나 유병률 추정치 모두 Begg’s 또
는 Egger’s test에서 유의한 출판편향은 없었다. 그
러나 육안검사에서 추정된 OR의 funnel plot은 비

대칭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trim and fill method로 

OR이 1.17 (95% CI 0.78~1.76)과 1.09 (95% CI 
0.77~1.55)인 누락된 두 개의 소규모 연구를 확인한 

것으로 뒷받침된다. 확률효과모델을 사용하여 귀

속한 통합 OR은 2.20 (1.48~3.27)이었다. 육안검사

에서 유병률의 funnel plot은 대칭적이었으며 trim 
and fill method를 이용하였을 때 누락된 연구는 없

었다.

고   찰

우울증과 뇌전증의 연관성에 대한 이 체계적 리

뷰와 메타분석은 PWE에서 우울증이 발생할 가능

성이 증가하며 추정치 사이에 상당한 이질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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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위그룹 분석은 우울증을 

진단하는 방법이 이러한 이질성을 발생시킨다고 

제시하였다. 평생에 걸친 유병률은 13%에 달하였

다. ICPC 코드를 사용한 Nuyen 등31의 연구가 우

울증이나 뇌전증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을 염두

에 두어야 한다. 이 연구를 제외하면, 평생에 걸친 

우울증의 유병률은 거의 20%이다. 이 인구 기반 

연구는 다른 질환 집단보다는 PWE에서 우울증이 

더 잘 동반함을 보여준다.
우울증을 확인하는 방법들은 서로 상당히 다르

다. 세 연구는 우울증의 진단에 임상적 접근을 이

용하였고 활성우울증의 유병률을 보고한 9개의 연

구들은 6가지의 서로 다른 방법으로 우울증을 진단

하였다. K-628와 CES-D39는 우울한 증상을 측정하

였지만, 심리적 고통도 광범위하게 평가하였고 이

는 OR과 유병률 추정치가 비교적 크게 평가된 원

인으로 보인다. 우울증의 진단방법의 차이는 연구 

간 유사성 부족으로 OR과 유병률 추정치를 일반

화하기 어렵게 하였다. 
무보정과 보정된 OR 추정치를 비교하면, 무보

정 추정치가 높은 경향이 있다. 4개 이상의 교란변

수를 보정한 연구는 뇌전증과 우울증의 관계를 중

재하는 인자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은 뇌전증의 결과 또는 뇌전

증이 있는 환자에서 더 흔한 요인에 대해 보정을 

함으로써 뇌전증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이 가려

질 수 있다. 혼란변수로 제어된 일부 요인들은 실

제로 뇌전증과 우울증 사이의 인과경로(causal 
pathway)에 있고, 이러한 것은 진짜 혼란변수가 아

니다. PWE는 이러한 요인(미혼, 낮은 교육정도, 낮
은 식품 안전성)을 더 많이 경험하고, 뇌전증과 우

울증 사이의 이러한 관계는 부분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보정된 OR 추정치는 진짜 모집단 값

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잘 구별하여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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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우울증은 광범위하고 서로 다른 군을 포함하고 

있는 용어로 우울증 평가척도로 측정한 증상과 우

울삽화(지속적이며 기능장애가 동반된 증상) 및 우

울장애를 포함한다. 주요 우울장애는 조증이나 경

조증 또는 혼합삽화가 없는 주요 우울삽화가 발생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40 후자의 삽화는 양극성장

애로 정의된다. 주요 우울삽화 기간에 증상의 정도

가 증가하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같은 불안장

애에서도 흔하다. 우울증의 증상은 적응장애와 같

이 자기한정(self-limited)될 수 있다. 주요 우울장애

와 양극성장애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

이다. 각각은 주요 우울삽화로 나타나지만, 양극성

장애에서는 항우울제 치료가 조증단계로의 전환이

나 빠른 순환패턴으로 전환되는 위험을 증가시킨다. 
뇌전증과 우울증 사이의 관계는 양방향이라는 

가설이 있다.41 뇌전증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

출되어 우울증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스트

레스가 많은 것과 고유한 취약성은 우울증이 발생

하는데 영향을 준다.42 발작의 불확실성과 예측 불

가능함은 무력감을 유발할 수 있고,43 이로 인해 

PWE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의 건강을 잘 조절하

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된다.44,45

반대로, 우울증은 뇌전증 활성도의 발생을 자극

할 수 있고 이 관계에 대해 제안된 메커니즘은 시

상하부-뇌하수체-부신(hypothalamic-pitui-
tary-adrenal, HPA) 축의 과활성화와 신경전달 물

질인 글루탐산염(glutamate)과 감마아미노부티르산

(γ-aminobutyric acid)의 장애이다.41 과활성화된  

HPA 축은 뇌전증과 우울증 모두에서 발견되며46 
이는 대뇌피질의 변화, 특히 해마와 전두엽 용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47,48 직업적 성과나 사회적 

결속, 또는 사회적 지지가 부재하는 것을 포함한 사

회적 요인은 뇌전증과 우울증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49

우리의 연구는 출판일자나 언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세 개의 큰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하였

다. 메타분석은 백만 명의 참가자를 포함하였고, 
PWE가 30,000명 이상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분석

에 의한 추론의 강도는 아래 요인들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첫째, 포함된 연구의 질이 항상 적절한 것

은 아닌데, 무반응자를 보고하지 않은 것과 몇몇 

연구에서는 유효한 우울증 진단기준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는 규모가 작더라

도 실질적으로 결론을 바꿀 수 있다. 둘째, 연구마

다 OR과 유병률의 추정치에 이질성이 있다. 이것

은 우울증과 뇌전증의 진단방법에 이질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계층화 분석은 

통합 OR이 여러 임상요인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것을 보여준다. 셋째, 우울증과 뇌전증의 진단방법

에 일관성이 없다. 마지막으로, funnel plot이 출판

편향을 의미하는 비대칭성을 보여준다. Trim and 
fill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전체적인 대치법이 일반

적인 결과를 바꾸지 않았고(OR의 강도는 약해졌

으나), 이 결과는 보고되지 않은 부정적인 연구들

의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한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뇌전증이 우울

증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관계에 있다는 결

과를 방해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체계적 리뷰와 메타분석은 뇌전증이 없는 사

람에 비해 뇌전증이 있는 사람에서 활성우울증이

나 평생에 걸친 우울증의 가능성이 유의하게 증가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발견은 우울증과 뇌전

증의 진단 방법에 관계없이 일관적이었다. 인구 기

반 연구에 초점을 둔 것은 이 결과를 일차 진료에 

더 잘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PWE를 진료하는 의

사는 우울증의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아

야 하며 적절하게 환자를 가려내야 한다. 미래의 

연구는 PWE에서 우울증이 증가하는 기전을 밝히

고 적절한 중재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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