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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Utility of Unipolar  
and Bipolar Recordings 



What intracardiac EGMs tell us?  

• The local activation time 
 

• Direction of propagation 
 

• Complexity of myocardial activation  



Unipolar EGM 

• 심장과 멀리 떨어져 있는 Indifferent electrode와 Intracardiac electrode 간의 

전압차를 기록 
 

• Indifferent electrode  

 - Electrical activity가 없거나 거의 없는 electrode(=reference)  

 - IVC or Renal vein 

 - WCT(Wilson central terminal)  



Indifferent electrode – IVC / Renal vein 
• 심장 밖(IVC or Renal vein)에 있는 Indifferent 

electrode를 앰프 AUX 단자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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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fferent electrode – WCT(Wilson central terminal) 

• Surface EKG를 이용하므로 체내 electrode가 

필요 없다. 

 

• Noise가 비교적 많다.  
 



Unipolar setup and optimization of signal 

• Filter setting  

 - High pass : 0.01 ~ 0.1 Hz (0.05Hz) 

 - Low pass : 500 ~ 1000 Hz (500Hz) 

 

• Indifferent electrode  

 - External : WCT 

 - Internal : IVC or Renal vein (AUX 연결)  

• Electrode setting  

 - Mapping electrode = (+) 

 - Indifferent electrode = (-)  

 



Generation of unipolar EGM recordings 
Depolarization wave가 
다가올 때 : positive (+) 

Depolarization wave가 
멀어질 때 : Negative (-)  

Depolarization wave가 
다가올 때 : R wave  

Depolarization wave가 
멀어질 때 : QS pattern  

EPFL scientific publication, Oct, 2014 



Utility of unipolar recording 
• Bipolar recording 에 비해 정확한 local activation time을 

보여준다.  

 

• 음(negative)의 기울기가 가장 커지는 지점(Max. neg 

dV/Dt)이 local tissue activation 의 가장 정확한 지표 즉, 

activation focus(=origin)를 의미한다.   

 

• Unipolar pattern을 통해 depolarization wave의 방향성을 

유추하여 activation focus가 mapping catheter와 가까이 

있는지 아닌지 여부 판별이 가능하다.  

Clinical Arrhythmology and Electrophysiology, p 126  
 



Unipolar EGM according to distance  
for the origin of impulse 

Focal origin 

Surface P wave 

Health & Medicine, Apr 11, 2013 



Unipolar signal in RVOT 



Pitfalls of unipolar EGM 
• QS pattern 이 보이는 범위가 origin 주위 1㎠ 반경 혹은 그 이상 일 수 있다.  

 
• Noise 와 Far field signal 이 많다. 

 
• Catheter contact 이 좋지 않아 Catheter가 떠있는 경우에도 QS patter이 나올 
수 있다. 
 

->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Unipolar 단독으로는 mapping이 어려우며, 

     대부분 기본적인 EGM은 Bipolar recording이다.  



Bipolar EGM 

• Bipolar electrogram은 두 개의 

intracardiac unipolar electrode 간의 

전압차를 기록한다.  Unipolar 1 

Unipolar 2 

Bipolar  



Generation of bipolar EGM recordings  



Utility of bipolar recording 

• Noise  

Unipolar > Bipolar 

 

• Far field  

Unipolar > Bipolar  

 

• Local signal  

Unipolar < Bipolar 



Direction dependence on bipolar EGM 



Effect of electrode spacing on bipolar potential 
• Electrode spacing이 작아지면 Amplitude of signal 이 작아진다. 

• 두 극 간의 차이가 줄어들어  fractionated potential 같은 abnormal potential 관찰에는 

불리해진다. 

• Far field의 영향이 감소함으로써 Local signal을 더 잘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로 인해 scar tissue mapping에 유리해진다. 



How to use unipolar and bipolar ?  

• Bipolar signal을 이용하여 Reference point보다 더 빠른 signal이 보이는 곳을 찾는다. 

AT – P wave or Intracardiac EGM  

PVC / VT – Surface QRS  

 

• 그 중에서도 비교적 가장 빠른 bipolar signal을 보이면서 동시에 Unipolar signal이  

QS pattern을 보이는 곳을 찾는다.  



How to use unipolar and bipolar ?  







With the Love of God, Free Humankind from Disease and Su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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