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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G localization of VT exit 

ECG clue VT exit site  

V1 morphology 
LBBB – RVOT , LV septum 
RBBB – LV lateral free wall, apex   

Frontal Axis (I, II, aVF)  
superior (LAD) – inferior site (PF) 
Inferior (RAD) – superior site (OT)  

V4-6 (lateral precordial)  
QS in V4-6 – apex  
Any R in V4-6 – basal  



Relations of ECG & Anatomy  

Andres Enriquez, et al. Heart Rhythm 2019;6:1–8 



Useful ECG algorithm to localize site of idiopathic VT using the 
bundle branch block pattern, precordial “R”-wave transition, 
and lead I characteristics. 



Algorithm for DDx of FVT, PMVT, MAVT  

CirAE. 2015;8:616-624 



 
Let’s limit it in terms of  

only outflow tract ventricular tachyarrhythmia 



RVOT vs LVOT 

Free wall  

anterior 

Septal 
(posterior)   

Leftward  

Ventriculo 
infundibular  
fold 



Heart Rhythm 2011;8:349–356 

TZ PVC – TZ SR <0  LVOT  
 

V3 Transition – TZ index 



V2S/V3R Index  

V2S/V3R index <1.5   LVOT  

N. Yoshida, et al. JCE, 2014; 25:747-753 



RVOT vs. LVOT 

Circ AE. 2019;12:e007392 



RVOT vs. LVOT  

JCE 2018;29:908–915 



50/M 
Palpitation, chest discomfort, Normal Cardiac MRI  

Amiodarone 200mg bid, atenolol 25mg bid  

Clinical Case  



50/M  
Case 1 



Chest discomfort, palpitation  



Amiodarone 200mg qd,  
atenolol 25mg bid  

Pre AAD Post AAD  



Can you guess where the PVC focus is?  

1. V2S/V3R = 2.1/0.4=5.25> 1.5  RVOT 
2. TZ PVC 3.5 – TZ SR 4 <0  LVOT  
3. -1.15 TZ -0.494 (V2S/V3R) = -2.0 < 0.75  RVOT 









Post RFCA 



Heart Rhythm 2019;-:1–8 



Circ Arrhythm Electrophysiol. 2019;12:e007392. 



J Cardiovasc Electrophysiol. 2019;1–15. 



Quo vadis domine? 
  

Where are we? We are often lost.  

Algorithm  

 

Algorithm  

 

Algorithm  
 



Can you respond quickly to shift?   



There IS! Algorithms 
 

BUT! 
 

Too Many and So Complicated to apply  
We can’t remember all,  

even we are the EP cardiologist   



Recourses 

• We had more than 300 clinical cases of PVC 
localization which were confirmed by EP study. 
(ECGs and 3D images)  
 

• We can compare the interpretation between EP 
cardiologists and AI   
 



Question 1  

• 프로그램이 ECG에서 PVC를 구분 해낼 수 있는가?  
 

• ECG를 의사가 판독하듯이 인식할 수 있겠는가?  
 

• 처음에는 데이터수치화 할 수 있는 좋은 ECG 
image file 적용 
 

• 실제로 구겨진 paper ECG 판독 시도   
 



RRx2 RRx2 

Symptomatic PVC  

Case 2 



Case 3 



PVC detection from ECG image file 





Raw data  각 lead에서 10초씩 sampling됨   



PVC detection from ECG paper 

서울아산병원 
의공학과 
서효창 



목표 

• ECG paper scan image file로부터 data signal 추출 
 

• 추출된 signal을 활용하여 PVC detection 



RRx2 RRx2 













간혹 이렇게 중간에 간격이 있는 심
전도도 있습니다.  



방법 

• Data 
 

• ECG이미지는 총 7개이며 다양한 이미지형태와 grid를 가짐 
 

• Grid는 크게 3종류로 분류됨 

배경의 색이 유사하지만 
ECG wave출력형태가 다름 



방법 

• Data 
 

• 이미지파일의 해상도 

ECG1 ECG2 ECG3 ECG4 ECG5 ECG6 ECG7 

너비X높이(픽셀) 1496X1051 779X405 1500X1004 1481X946 1492X957 1196X815 826X785 

수평해상도X수직해상도(DPI) 150X1150 78X78 150X150 150X150 150X150 120X150 106X106 

너무 낮음 



방법 

• 이미지처리(Tool : MATLAB) 
 

 
 

① 원하는 이미지 부분 선택
(handcraft) 



방법 

• 이미지처리(예외처리) 
 

• 배경이 일정수준이상으로 진한 경우 
 

① grid의 색 때문에, 일정 RGB값 이
상의 경우 Red값을 줄이고 gray scale
로 변환 



방법 

• 이미지처리 
 
 

② 디지털 이미지 획득 ③ baseline wandering 제거 



방법 

• 이미지처리 
 
 ④ PVC detection 

 
• Threshold: Amplitude& Distance 모두 만족 

 
• Amplitude: 피크의 최대크기의 70% 이상일 경우 

 
• Distance: 모든 피크 간의 평균 값의 1.5배 이상일 경우 

(sampling rate은 현재 구할 수 없어 거리간의 비로 대체) 
 



프로그램 시연 동영상  






결과(ECG1) 



결과(ECG2) 

• 디지털 이미지 추출 실패  
• 원인: 너무 낮은 DPI(78x78)로 이미지 자체해상도가 너무 떨어짐

(선이 아닌 점의 형태 ECG가 자주 발생) 



결과(ECG2) 
• 이미지 추출의 정확도는 조금 떨어짐 

 
• 보다 전문적인 의사의 annotation이 필요함(PVC를 개발자 
본인이 구별하지 못한 경우) 
 



결과(ECG4) 



결과(ECG5) 



결과(ECG6) 

• PVC detection 실패 
• 원인: amp가 작은 이미지에서는 좀더 세밀한 알고리즘을 요구 
• 전문적인 의사선생님의 annotation이 필요함 



결과(ECG7) 

• PVC detection 실패(ECG6과 같은이유) 
• 원인: amp가 작은 이미지에서는 좀더 세밀한 알고리즘을 요구 

 



결론 

•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으며(DPI최소 150이상), PVC가 
high amplitude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경우 모두 추출 
가능. 
 

• 한계점:  
• DPI가 낮은 경우는 이미지처리가 어려움. 

 
• 초기이미지선택은 수작업으로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상대적으로 작은 amp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경우 디테일한  
신호처리가 추가되어야 함. 



Question 2  

• 현재까지의 Localization algorithm을 AI가 배워서 
PVC localization을 임상의사와 비슷하게 할 수 있
겠는가 (rule-based system )  
 
 



• http://www.busy-being-born.com/ 
 
 

http://www.busy-being-born.com/








이 방법의 불편함 

• 데이터 값을 일일이 입력해 줘야 한다.  
• 간혹 데이터를 다 입력해도 아주 미묘한 변화로 
결과값 도출이 어렵다  

• 사용되는 algorithm이 하나가 아니어서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줄 때가 많다 (이것은 EP의사가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  
 



Question 3  

• AI가 더 잘 할 수 있겠는가? (learning system) 
 



IEEE Trans Biomed Eng. 2018 Jul;65(7):1662-1671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Localization+of+Origins+of+Premature+Ventricular+Contraction+by+Means+of+Convolutional+Neural+Network+from+12-lead+ECG


Realistic Anisotropic Ventricle 
Computer Model  

IEEE Trans Biomed Eng. 2018 Jul;65(7):1662-1671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Localization+of+Origins+of+Premature+Ventricular+Contraction+by+Means+of+Convolutional+Neural+Network+from+12-lead+ECG


Training and Testing study diagram  

Segment CNN  

Epi-Endo CNN  

IEEE Trans Biomed Eng. 2018 Jul;65(7):1662-1671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Localization+of+Origins+of+Premature+Ventricular+Contraction+by+Means+of+Convolutional+Neural+Network+from+12-lead+ECG


IEEE Trans Biomed Eng. 2018 Jul;65(7):1662-1671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Localization+of+Origins+of+Premature+Ventricular+Contraction+by+Means+of+Convolutional+Neural+Network+from+12-lead+ECG


IEEE Trans Biomed Eng. 2018 Jul;65(7):1662-1671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Localization+of+Origins+of+Premature+Ventricular+Contraction+by+Means+of+Convolutional+Neural+Network+from+12-lead+ECG




• AI가 ECG파일에서 PVC를 구분해 낼 수 있는가?  
 Yes  

 

• AI가 종이 ECG를 의사가 판독하듯이 사진처럼 인
식할 수 있겠는가? 
 Yes  

 

• Rule-based system 현재까지의 algorithm을 적용해
서 AI가 PVC localization을 임상의사와 비슷하게 할 
수 있겠는가?   
 We will see…  

 

• Learning system AI가 더 잘 할 수 있겠는가?  
 We are trying to make it!   

 
 



Goal (step by step) 

1. PVC discrimination   
2. RVOT PVC vs. LVOT PVC  
3. PVC localization in RVOT  
4. PVC localization in LVOT  
5. PVC localization in Left ventricle  
6. PVC localization in ischemic or DCMP  

 



Localization to prediction 

 



 
Thank you for your time. 

A journey of a thousand miles begins  
with a single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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