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성기 허혈성 뇌졸중에서의 장기적 신경학적 예후와 혈중 D-dimer 
농도와의 임상적 연관성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소정민·김태원·송인욱·박정욱·정성우·이광수

Clinical Correlation between Plasma D-Dimer Level and Long-Term Neurological 
Outcome in Acute Ischemic Stroke 

Jung-Min So, MD, Tae-Won Kim, MD, In-Uk Song, MD, Jeong-Wook Park, MD, Sung-Woo Chung, MD,  
and Kwang-Soo Lee, MD

Department of Neurology,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cheon, Korea

Background: D-dimer is a reliable and sensitive index of fibrin deposition and stabilization. It is well known that D-dimer levels are sig-
nificantly associated with cardioembolic infarction and are elevated during the acute phase of cerebral infarction. Several studies also 
suggest a possible role of D-dimer in the early prognosis of ischemic stroke. However, it is controversial whether D-dimer can also predict 
the long-term outcome following ischemic strok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lasma D-dimer level 
at admission on long-term functional outcome after ischemic stroke. 
Methods: We recruited 246 patients with acute ischemic stroke. All subjects had their plasma D-dimer levels evaluated and checked by 
the modified Rankin scale (mRS) at discharge and at follow-up visits at 3 months, 6 months, and 9 months later. All subjects were divided 
into 4 groups according to mRS (mRS ≤2 vs mRS ≥3) and plasma D-dimer level (< 0.5 µg/ml vs ≥0.5 µg/ml)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lasma D-dimer levels and long-term functional outcome in patients with acute ischemic stroke. 
Results: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of age, gender and stroke risk factors among the 4 groups. The two patient groups with 
mRS ≥3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ir plasma D-dimer levels. On the other hand, the two patient groups with mRS≤2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ir plasma D-dimer levels. 
Conclusion: We assume through this study that D-dimer levels play a role in long-term functional neurological outcome in ischemic 
stroke with severe neurological deficit. However, to clarify the role of D-dimer in stroke, future longitudinal studies involving a large co-
hort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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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허혈성 뇌졸중 발생과 진행과정에서 혈소판은 중요한 역할

을 한다. 이들 진행과정은 혈소판의 부착(adhesion of plate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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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비반응(release reaction) 그리고 혈소판의 응집(aggregation)

으로 구성된다.1 섬유소(fibrin)는 혈액응고(blood clot)에서 가

장 중요한 구성성분으로서 정상적으로는 섬유소의 생성과 

파괴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평형상태 유지 

상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분자적표지자(molecular marker)는 

D-dimer이다.2 즉, D-dimer의 특정 항원결정인자(epitope)에 

대한 단클론항체(monoclonal antibody)는 교차 결합된 섬유소

와는 반응하지만 섬유소분해산물(fibirinogen degradation prod-

ucts)이나 교차 결합하지 않은 섬유소분해산물과는 반응하지 

않으므로 섬유소 생성 및 안정화에 대한 생물학적표지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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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이합체는 높은 특이도를 갖는다.3

 D-이합체는 다른 트롬빈(thrombin) 형성을 측정하는 표지

자보다 체외 활성화에 대해 저항력이 있고, 비교적 안정적이

며 반감기가 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4 증가된 D-이합체 

농도는 파종혈관내응고, 정맥혈전색전증, 허혈성 심질환, 뇌

졸중, 그리고 혈전용해 치료를 포함하는 혈전과 관련된 임상

상태의 여러 질환과의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다.5,6 따라서 D-

이합체 검사는 정맥혈전색전증의 진단, 최초의 동맥 및 정맥 

혈전 발병 후 고위험 환자의 확인, 재발성 정맥혈전색전증의 

고위험 환자 확인, 정맥혈전색전증 최초 발병 후 2차 예방적 

치료의 최적기간의 결정 그리고 파종혈관내응고의 진단과 모

니터링 등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3,7 더욱이 뇌졸중에 대

해서는 피브리노겐, C-반응단백질보다 증상의 진행을 더 잘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급성기의 허혈성 뇌졸중에서

의 혈중 D-이합체의 농도의 증가는 좋지 않은 결과를 반영하

는 초기 진행의 예측인자로서 유용성이 있다고 제안하는 보고

도 있다.6,8 하지만 급성기 허혈성 뇌졸중 증상의 조기진행 및 

향후 장기간의 신경학적 기능적 예후까지 추정할 수 있는 표

지자로서의 혈중 D-이합체의 임상적인 역할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하여 본 저자들은 허혈성 급성기 뇌졸중 환자에 있

어서 혈중 D-이합체 검사를 통해서 임상 증상의 경중에 따른 

향후 신경학적 기능적 예후를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를 시도한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11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본원 신경과 및 

응급실로 내원한 242명의 급성기 허혈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

으로 하였다. 모든 환자는 확산강조영상이 포함된 뇌자기공명

영상을 통해서 허혈성 뇌졸중을 진단하였으며, 증상발현 24시

간이내 60세 이상 급성기 환자만을 본 연구에 포함하였다. 대

상 환자 중 D-이합체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근 

수술을 포함한 외상을 가진 경우, 간질환, 신장질환, 혈전용해

치료중인 경우, 패혈증 또는 폐렴 등 염증질환, 빈혈, 부정맥, 

심장판막질환, 급성 허혈성 심질환, 종양, 뇌출혈 또는 일과성

허혈발작을 가진 경우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각각의 대

상군의 뇌졸중의 위험인자로써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혈증 그리고 흡연력을 비교하였다. 고혈압은 기존에 고혈압을 

진단받고 치료 중이거나 2회 이상 혈압을 측정하여 수축기 혈

압이 140 mmHg, 이완기 혈압이 90 mmHg 이상인 경우로, 당

뇨병은 기존에 당뇨병으로 진단받았거나 공복 시 혈당이 126 

mg/dL 이상인 경우로, 고콜레스테롤혈증은 이전에 고지혈증

으로 진단받아 치료 중인 환자들과 총 콜레스테롤이 220 mg/

dL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흡연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흡연을 한 차례라도 한 경우는 흡연자로 분류하였다. 이외 자

기공명사진상에서 혈관까지 평가하여 경동맥의 협착여부를 

판단하였고 기존 내과에서 진단받고 치료받고 있는 병력 청

취, 심전도, 홀터모니터 검사 그리고 심초음파 검사를 통해

서 부정맥 및 판막질환 등을 포함한 심장질환 여부를 확인하

였다. 

본 연구의 모든 대상군의 신경학적 장애정도는 내원시와 뇌

졸중 발생 2주 후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 

(NIHSS)을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modified Rankin scale 

(mRS) 을 퇴원시, 퇴원 후 3개월, 6개월 그리고 9개월에 4회 

평가하였다. 또한 모든 대상군을 mRS과 혈중 D-이합체 농도

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4개군으로 분류하였다. Group 1은 입

원시 mRS 2 이하이고 D-이합체 0.5 미만인 경우, Group 2는 

입원시 mRS 2 이하이고 D-이합체 0.5 µg/mL 이상인 경우, 

Group 3은 입원시 mRS 3 이상이고 D-이합체 0.5 µg/mL 미만

인 경우 그리고 Group 4는 입원시 mRS 3 이상이고 D-이합체 

0.5 µg/mL 이상인 경우로 하였다.  

모든 대상군에서 혈중 D-이합체 농도를 뇌졸중 증상으로 

내원시 측정하여 비교하였는데, 혈중 D-이합체에 대한 검사

는 입원 후 최소한 12시간 이내에 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즉시 0.11 mol/L 구연산 나트륨과 9:1 비율로 혼합하여 10분간 

Table 1. Baselin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umber 242 -

Male 165 68%

Age, year 67.80±11.39 -

Current Smoker 80 33%

Alcohol intake 70 29%

Hypertension 156 64%

Diabetes melllitus 79 33%

Hypercholesterolemia 74 31%

Cardiovascular disease 72 29%

Carotid stenosis 66 27%

NIHSS score on admission 5.06±5.39 -

NIHSS after 1 month 4.20±5.22 -

mRS at discharge 2.50±1.44 -

mRS after 3month 2.19±1.48 -

mRS after 6month 2.03±1.51 -

mRS after 9month 2.05±1.57 -

D-dimer (µg/ml) 0.96±2.27 -

mRS, modified Rakin Scale; NIHS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
Data are presented as either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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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분리(3000회/분)시킨 후 얻은 혈장에서 실시하였다. 혈중 

D-이합체 농도의 정상치는 0.5 µg/mL 이하인 본원 기준치를 

적용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혈중 D-이합체 농도가 정규분포를 정확

히 따르지 않아 연속 변수에 대해서는 Mann-Whitney U-test

와 Kruskal-Wallis test를 사용하였고, 비연속 변수에 대해서는 

chi-square 검정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을 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군은 총 242명이고 남자는 165

명(68%)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67.80±11.39였고 일반적인 임

상 자료는 Table 1에 정리하였다. mRS와 혈중 D-이합체 를 통

해 분류한 4개 각 집단군에서 모두 나이, 성별, 뇌졸중 위험인

자들의 비교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mRS 2 

이하의 경증 집단인 Group 1과 Group 2 사이의 신경학적 예후

에 대한 비교에서는 초기와 2주 뒤의 NIHSS 점수와 퇴원시, 3

개월, 6개월 그리고 9개월 mRS에서 양 군의 의미 있는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Fig. 1) (Table 2). 이에 반해 mRS 3 이상인 

중등도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집단인 Group 3과 Group 4의 비

교에서는 약간의 흥미로운 차이를 보였다. 즉, NIHSS, 퇴원시 

mRS, 퇴원 후 3개월과 6개월 mRS의 비교에서는 Group 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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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mparison of mean value of mRS at discharge, 
3-month, 6-month and 9-month follow-up visit between Group 1 and 
Group 2. The bar graph with the error bars represents the mean 
value of mRS and the associated 95% CI of the mean. A Mann-
Whitney U-test comparing mean value of mRS at 4 times showed 
no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mRS: modified Rakin Scale; 
Group 1 is defined as subject group with mRS≤2 and d-dimer levels 
< 0.5 µg/mL; Group 2 is defined as subject group with mRS≤2 and 
d-dimer levels ≥ 0.5 µg/mL.

Table 2. Association between d-dimer level and subjects with mild degree of disability (mRS ≤ 2)

　 Group 1 Group 2 P-value

Number 104 27 -

Male 57 18 0.267

Age, year 66.49±11.57 68.81±9.36 0.079

Current Smoker 37 11 0.62

Alcohol intake 40 10 0.808

Hypertension 63 18 0.562

Diabetes melllitus 35 5 0.128

Hypercholesterolemia 31 6 0.42

Cardiovascular disease 19 14 0.061

Carotid stenosis 22 11 0.166

NIHSS score on admission 2.76±2.80 2.96±2.19 0.688

NIHSS after 1 month 1.84±1.92 2.16±2.08 0.487

mRS at discharge 1.39±0.74 1.37±0.63 0.879

mRS after 3month 1.13±0.72 1.19±0.62 0.667

mRS after 6month 0.97±0.66 1.07±0.68 0.482

mRS after 9month 0.94±0.65 1.07±0.67 0.368

mRS: modified Rakin Scale, NIHS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
Group 1 is defined as subject group with d-dimer levels < 0.5 µg/mL.
Group 2 is defined as subject group with d-dimer levels ≥ 0.5 µg/mL.
Data are presented as either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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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L에서 모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퇴원 후 9개

월 mRS에서는 Group 3은 3.08±1.31, Group 4는 3.62±1.38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P=0.039, Fig. 2). 이외 다

른 변수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고     찰

혈전 색전성 질환의 발생과 관련을 가지는 응고계 및 섬유

소용해계 (hemostatic and fibrinolytic system)의 주요 인자들 중

에서 D-이합체는 깊은정맥혈전증, 폐색전증,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 심근 경색, 종양성 질환, 패혈증 등 혈전색전성 질

환이 있는 경우 현저하게 상승하므로 이러한 질환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7,9,10 특히 정맥혈전색전증(venous 

thromboembolism), 깊은정맥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폐

색전증의 재발과 예후와 D-이합체의 혈중 농도의 증가와 연

관성이 있다.11,12 특히 이전의 보고들에 의하면 혈중 D-이합체 

농도가 높은 경우 정상 수준을 가진 경우에 비해 급성 심근경

색증의 위험이 2배 이상을 보인다고 보고하며 관상동맥질환

의 발병을 예측하는 위험인자로서 혈중 D-이합체를 제시하고 

있어 D-이합체의 혈중 농도가 허혈성 뇌졸중에 있어서도 단

기간과 장기간의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이 제시

되고 있다.13-15 허혈성 뇌졸중에 대한 단기간의 예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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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mparison of mean value of mRS at discharge, 
3-month, 6-month and 9-month follow-up visit between Group 3 
and Group 4. The bar graph with the error bars represents the 
mean value of mRS and the associated 95% CI of the mean. 
A Mann-Whitney U-test comparing mean value of mRS at dis-
charge, 3-month and 6-month follow-up visit showed no differ-
ences between two groups. However, a significant difference of 
mean mRS at 9-month follow-up visit was observed between 
two groups (*P  < 0.039). mRS: modified Rakin Scale; Group 3 is 
defined as subject group with mRS ≥ 3 and d-dimer levels < 0.5 
µg/mL; Group 4 is defined as subject group with mRS ≥ 3 and d-
dimer levels ≥ 0.5 µg/mL.

Table 3. Association between d-dimer level and subjects with moderate to severe degree of disability (mRS ≥ 3)

Group 3 Group 4 P-value

Number 61 50 -

Male 34 21 0.15

Age, year 68.30±10.84 72.62±7.95 0.084

Current Smoker 22 10 0.094

Alcohol intake 11   9 0.956

Hypertension 37 38 0.086

Diabetes melllitus 22 17 0.821

Hypercholesterolemia 22 15 0.548

Cardiovascular disease 16 23 0.074

Carotid stenosis 15 18 0.167

NIHSS score on admission 6.91±5.25 8.70±7.65 0.15

NIHSS after 1 month 6.41±5.49 8.21±7.66 0.183

mRS at discharge 3.75±0.77 3.90±0.91 0.369

mRS after 3month 3.29±1.07 3.64±1.21 0.118

mRS after 6month 3.05±1.26 3.52±1.28 0.055

mRS after 9month 3.08±1.31 3.62±1.38 0.039

mRS, modified Rakin Scale; NIHS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
Group 3 is defined as subject group with d-dimer levels < 0.5 µg/mL.
Group 4 is defined as subject group with d-dimer levels ≥ 0.5 µg/mL.
Data are presented as either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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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원시 증가된 혈중 D-이합체 농도를 가진 환자군에서 초

기 증상도 심하였고 퇴원 시에도 신경학적 예후가 나빴다고 

보고하고 있다.16 또 다른 허혈성 뇌졸중에 대한 최근 연구들

에서도 혈중 D-이합체 농도와 허혈성 뇌졸중의 예후의 연관

성에 대해서 단기간에서 신경학적 증상의 악화와는 의미 있는 

연관성이 있었다.8,17,18 

허혈성 뇌졸중 발생 이후 시간에 따른 혈중 D-이합체 농도

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도 심색전성 뇌경색인 경우 발생 직

후에 D-이합체는 상승하는 반면에 동맥경화성 뇌경색인 경우 

뇌경색 발생 48시간째에는 상승이 보이지 않았으나 일주일 경

과 시에 상승하였다.5,13,19 또한 열공성 뇌경색인 경우는 일주

일의 시간이 경과해도 혈중 D-이합체의 상승을 보이지 않았

다.19 그러나 D-이합체 혈중농도에 따른 장기간의 허헐성 뇌

졸중 예후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으로 Squizzato 

등13은 장기적 임상적 예후와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를 제

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혈중 D-이합체 농도와 허혈성 뇌졸

중의 장기간의 신경학적 예후에 대한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아 논쟁의 여지가 많이 있는 

상태이다.13,20 본 연구에서는 허혈성 뇌졸중 증상의 심한 정도 

및 입원 당시 혈중 D-이합체 농도와 무관하게 퇴원 시부터 6

개월까지는 신경학적 증상의 심한 정도에 어떠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이전 보고들과 달리 혈중 

D-이합체가 단기 신경학적 예후와 연관성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퇴원 후 9개월의 mRS에서는 초기 증상이 경증을 보인 

군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지만 mRS 3 이상의 중등도 

이상의 신경학적 증상을 보인 환자군에서는 초기에 혈중 D-

이합체가 높았던 군에서 더 심한 신경학적 후유증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저자들은 초기에 심한 신경학적 증상을 가지

는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서 높은 혈중 D-이합체 농도는 장기

간의 신경학적 임상적 예후와 의미 있는 연관성을 가질 수 있

다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혈중 D-이합체 농도가 뇌졸중과 무관하게 아

무런 증상이 없는 심방 세동을 가진 환자에서도 상승할 수 있

어 이에 대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는 없

었다. 이러한 제한점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모든 연구 참여

군에 대해서 기본적인 심전도, 심초음파 및 24시간 홀터모니

터 검사를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혈관내과 전문의들과 협

진을 실시하여 이 문제를 최대한 극복하려 하였다. 또한 본 연

구의 통계적 방법에서 다중비교보정을 시행하지 않아 type-І 

error의 확률이 증가하게 되어 거짓양성결과를 얻을 가능성도 

있음을 생각해야겠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초기뿐만이 아니라 허혈성 뇌졸중 이

후 9개월까지의 뇌졸중 예후와 혈중 D-이합체의 연관성에 대

한 연구로서 단기적인 예후뿐만 아니라 아직 논쟁거리를 많

이 가지는 장기적 예후의 추정 가능성까지 평가 분석한 연구

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전 국내외 보고들과 달리 혈중 D-

이합체 농도가 단기간의 예후에는 의미 있는 관련성을 보이

지 않았다. 흥미로운 결과는 초기에 신경학적 증상이 심하게 

나타났던 허혈성 뇌졸중군에서는 혈중 D-이합체의 농도가 높

을수록 9개월 이후의 장기적 신경학적 증상 후유증을 더 심하

게 보였다는 것이다. 즉, 심한 신경학적 증상으로 시작한 허혈

성 뇌졸중군에 있어서는 혈중 D-이합체의 농도가 장기 예후

를 추정하는 의미 있는 인자로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따라

서 본 연구를 통해 저자들은 응급검사로 널리 사용되는 혈중 

D-이합체 농도는 급성기 허혈성 뇌졸중에 있어서 장기 예후

를 추정하는 인자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이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향후 관련된 대규모의 장

기간 추적 연구들이 반드시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REFERENCES

  1. Tombul T, Atbas C, Anlar O. Hemostatic markers and platelet 
aggregation factors as predictive markers for type of stroke 
and neurological disability following cerebral infarction. J 
Clin Neurosci 2005;12:429-34.

  2. Gaffney PJ. Fibrin degradation products. A review of 
structures found in vitro and in vivo. Ann N Y Acad Sci 
2001;936:594-610.

  3. Tripodi A. D-dimer testing in laboratory practice. Clin Chem 
2011;57:1256-62.

  4. Lowe GD. Fibrin D-dimer and cardiovascular risk. Semin 
Vasc Med 2005;5:387-98.

  5. Zi WJ, Shuai J. Plasma D-dimer levels are associated with 
stroke subtypes and infarction volume in patients with acute 
ischemic stroke. PLoS One 2014;9:e86465.

  6. Dougu N, Takashima S, Sasahara E, Taguchi Y, Toyoda S, Hi-
rai T, et al. Predictors of poor outcome in patients with acute 
cerebral infarction. J Clin Neurol 2011;7:197-202.

  7. Matsumoto M, Sakaguchi M, Okazaki S, Furukado S, Tagaya 
M, Etani H, et al. Relationship between plasma (D)-dimer lev-
el and cerebral infarction volume in patients with nonvalvular 
atrial fibrillation. Cerebrovasc Dis 2013;35:64-72.

  8. Welsh P, Barber M, Langhorne P, Rumley A, Lowe GD, Stott 
DJ. Associations of inflammatory and haemostatic biomarkers 
with poor outcome in acute ischaemic stroke. Cerebrovasc 
Dis 2009;27:247-53.

  9. Moresco RN, Júnior RH, Cláudio Rosa Vargas L Mariano da 
Rocha Silla L. Association between plasma levels of D-dimer 
and fibrinogen/fibrin degradation products (FDP) for exclu-
sion of thromboembolic disorders. J Thromb Thrombolysis 
2006;2:199-202.

10. Kearon C, Ginsberg JS, Douketis J, Turpie AG, Bates SM, 
Lee AY, et al. An evaluation of D-dimer in the diagnosis of 



90

J Neurocrit Care    2015;8(2):85-90

pulmonary embolism: a randomized trial. Ann Intern Med 
2006;144:812-21.

11. Gomez V, de Portillo J, Nieto AK, Garcia L, Castro DJ. D-
dimer specificity for the diagnosis of acute symptomatic pul-
monary embolism. J Hematol Thrombo Dis 2014;2:1000177.

12. Grau E, Tenias JM, Soto MJ, Gutierrez MR, Lecumberri R, 
Pérez JL, et al. D-dimer levels correlate with mortality in 
patients with acute pulmonary embolism: findings from the 
RIETE registry. Crit Care Med 2007;35:1937-41.

13. Squizzato A, Ageno W, Finazzi S, Mera V, Romualdi E, Bossi 
A, et al. D-dimer is not a long-term prognostic marker fol-
lowing acute cerebral ischemia. Blood Coagul Fibrinolysis 
2006;17:303-6.

14. Ridker PM, Hennekens CH, Cerskus A, Stampfer MJ. Plasma 
concentration of cross-linked fibrin degradation product (D-
dimer) and the risk of future myocardial infarction among ap-
parently healthy men. Circulation 1994;90:2236-40.

15. Moss AJ, Goldstein RE, Marder VJ, Sparks CE, Oakes D, 

Greenberg H, et al. Thrombogenic factors and recurrent coro-
nary events. Circulation 1999;99:2517-22.

16. Berge E, Friis P, Sandset PM. Hemostatic activation in acute 
ischemic stroke. Thromb Res 2001;101:13-21.

17. Kang DW, Yoo SH, Chun S, Kwon KY, Kwon SU, Koh JY, 
et al. Inflammatory and hemostatic biomarkers associated 
with early recurrent ischemic lesions in acute ischemic stroke. 
Stroke 2009;40:1653-8.

18. Barber M, Langhorne P, Rumley A, Lowe GD, Stott DJ. He-
mostatic function and progressing ischemic stroke: D-dimer 
predicts early clinical progression. Stroke 2004;35:1421-5.

19. Takano K, Yamaguchi T, Uchida K. Markers of a hyper-
coagulable state following acute ischemic stroke. Stroke 
1992;23:194-8.

20. Haapaniemi E, Tatlisumak T. Is D-dimer helpful in evaluat-
ing stroke patients? A systematic review. Acta Neurol Scand 
2009;119:14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