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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 Neck 환자의 방사선 치료시 Metal Artifact의 감소를 위한 

Gantry Tilt Scan의 유용성 평가

서울아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이충환ㆍ윤인하ㆍ홍동기ㆍ백 문ㆍ권경태

목 : 두경부 환자의 CT simulation시 metal artifact가 발생하여 상의 질 하와 선량계산의 오차를 유발 할 수 있어 metal 

artifact를 이기 한 gantry tilt scan의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상  방법: Metal artifact를 이기 하여 20
o
 gantry tilt scan하여 0

o
로 재구성한 이미지를 획득하 다. AAPM CT 

performance Phantom을 이용하여 CT number를 비교 분석하고, 아크릴 팬텀을 이용하여 체 의 일치여부를 확인하 다. 

Metal artifact에 의한 향을 평가하기 해 Intensity volume Histogram (IVH)을 통한 CT number의 균질성  Dose Volume 

histogram (DVH)을 통한 선량평가를 시행하 다.

결 과: CT number와 체 의 비교에서는 차이가 0.5% 이하로 나타났다.  IVH를 비교 분석결과 gantry tilt scan에서 artifact에 

의한 향이 감소되어  CT number의 균질도가 향상되고, DVH 비교결과는 양쪽 이하선의 0.2∼6%의 평균선량 오차를 감소시

켰다.

결 론: Head & Neck 방사선치료 시 metal artifact 때문에 체표윤곽의 구별이 어렵고 선량의 오차가 발생한다. Gantry tilt scan

을 이용하면 정확한 조직의 묘사가 가능하고, CT number 균질도가 향상되어 선량의 오차를 일 수 있었다. Gantry tilt scan

은 Head & Neck 방사선치료 시 정확한 방사선치료에 매우 유용함을 확인하 다.

핵심용어: gantry tilt scan, metal artifact, CT number, IVH, DV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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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방사선 치료분야에서 산화 단층 촬 (CT, Computed 

Tomoghraphy)의 활용은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요한 부분

이 되었다. CT 상을 입체 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기술의 

발달과 함께 CT 모의 치료기가 사용되면서 종양의 치나 

모양을 3차원 으로 재구성하여 Beam's eye view를 통해 여

러 각도에서 종양을 좀 더 정확히 구분하고 종양 주변의 방

사선에 민감한 정상 조직들을 제외할 수 있게 되었다.

  Radiation Therapy Planning System (RTP)의 용으로 방

사선의 선량 분포를 입체 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Dose Volume Histogram (DVH)이라는 지표로 구 하여 실제 

치료 시행  종양과 장기에 조사되는 방사선량의 분포를 입

체 으로 미리 확인하고 방사선의 방향이나 조사야를 변경

하여 가장 한 선량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

하여 Tumor Control probability (TCP, 종양 제어 확률)와 

Normal Tissue Complication Probability (NTCP, 정상조직 합

병증 확률)를 측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1)

  산화 치료계획시 정상조직의 선량과 치료부  선량의 

분포는 매우 요하다. 치료 부 의 균일한 선량분포를 얻기 

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두경부(Head 

& Neck)종양의 방사선 치료 시 체표윤곽의 변화가 심하여 

이에 따른 선량 불 균일에 한 보정이 필요하다.
2)
 재 방

사선 치료의 불 균질에 한 보정은 CT number와 자 도

의해 결정되며, CT 상에서 metal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 

metal artifact가 발생하여 CT number와 자 도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값의 변화는 선량 계산에 오류를 일

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3-9)

  Metal artifact가 CT 상에 미치는 향은 크게 다음의 3가

지로 나  수 있는데 첫째는 다양한 장으로 구성된 X선속

이 속을 통과할 때에 장에 따라서 감쇠되는 정도가 다르

기 때문에 발생하는 선속 경화 상, 둘째는 속을 통과하

는 자의 수가 격히 감소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자 고갈 

상, 셋째는 속과 인 하는 해부학  구조들 간의 좋은 

조도의 차이로 인하여 움직임에 의한 간섭 상이 증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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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ightSpeed RT 16 (GE. USA).

Fig. 2. Comparison of original 
image (A) and gantry tilt image (B).

는 것이다.10)

  이러한 metal artifact의 향을 이기 한  노력들은 하

드웨어와 소 트웨어 으로 많은 연구와 논문들이 보고되었

다.11-14) 그 에 한 가지 방법으로 두경부 환자의 경우 Gantry 

tilt scan을 이용하여 metal artifact를 이는 방법이 있다.15,16) 

진단을 목 으로 하는 두경부 CT검사에서는 metal artifact가 

발생하는 경우 gantry tilt scan을 이용하여 artifact가 생기는 

방향을 바꿔, 필요한 역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방법이 이용

된다. 그러나 gantry tilt scan image는 방사선 치료계획에 사

용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고 상으로만 사용되었으

며, 이를 보완하기 하여 Multi Planar Reconstruction 

(MPR)기법을 이용하여 original image와 같은 0o의 recon-

struction image를 획득하 다.

  방사선 치료계획시 gantry tilt scan image를 용하여 metal 

artifact를 감소시켜 실제 종양과 주변의 정상조직의 선명한 

상을 획득하고, CT number값의 오류를 여 선량계산의 

정확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Gantry tilt 

scan의 유용성을 평가하여 방사선 치료계획 시 상의 질 향

상과 정확한 선량계산을 용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 이다.

상  방법

1. 실험재료 

  -  LightSpeed RT 16 (GE. USA)

  -  AAPM CT performance Phantom (CIRS. USA)

  -  MATLAB 7.10.0 (R2010a)

  -  CERR (The Computational Environment for Radiotherapy 

Research)

  -  Rando phantom (The Phantom Laboratory. USA)

  -  Acrylic phantom (hand-made)

  -  External beam planning system (Eclipse
TM
 V.8.9 Varian 

USA)           

2. 실험방법

1) Gantry tilt scan 
  본 실험에서는 LightSpeed RT 16( GE. USA)을 이용하여 

gantry tilt scan의 유용성을 평가하 다(Fig. 1). CT simu-

lation시 metal artifact에 의한 향을 이기 해서 하

(inferior) 방향으로 20o tilt 한 후 CT scan하여 tilt image를 

획득하고 일반 인 gantry 0o의 original scan과 비교하 다.

  Original image와 gantry tilt scan image를 비교하면(Fig. 2), 

original image는 metal artifact가 dental 바로 아래 나타나 두

경부 환자의 경우 종양과 정상조직에 상의 화질 하와 

CT number의 변화가 생긴다. Gantry tilt scan image는 arti-

fact를 쪽으로 이동시켜 필요한 역에서 artifact를 감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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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ocess of reconstruction by gantry tilt scan: 20o gantry tilt scan (A), multi planar reconstruction (B), reconstruction image (C).

Fig. 5. AAPM CT performance phantom (CIRS. USA).

Fig. 4. Relationship between the relative electron and CT 
number.

켜 종양과 정상 조직의 정확한 구별이 가능하다 이 게 획득

한 image를 Multi Planar Reconstruction (MPR)기법을 이용

하여서 original image와 같은 0o의 reconstruction image를 획

득하고 DICOM file의 X, Y, Z축 기 을 MATLAB으로 재

설정하여 방사선치료 계획에 용함으로서 gantry tilt scan의 

유용성을 평가 하고자 한다(Fig. 3).

2) CT number 재 성의 평가

  CT에 의한 상의 재구성 알고리즘은 CT값이라는 것을 

산출하며 이 값들은 감약 계수와 련이 있다. CT값은 물의 

경우를 0으로 하고 공기의 경우 −1,000에서 의 ＋1,000까

지의 범 이다. 이런 한 방법으로 규정화된 CT값은 Houns-

field값(H)이라고 한다. Hounsfield값(H)은 다음 값으로 나타

낼 수 있다.



 
×   (1)

  μ는 선감약계수이다. CT값은 감약 계수와 직선 계를 

나타낸다. CT number는 자 도 상 계를 가지고 있다

(Fig. 4).17,18) 이러한 상 계는 방사선 치료에 사용되는 

photon beam에서 요하며 방사선 치료에 사용되는 방사선 

에 지의 부분은 Compton scattering이 발생한다. Compton 

scattering에서 조직에 한 photon의 흡수와 산란은 조직의 

자 도의 주된 향을 받는다. 따라서 CT number는 자

도의 추론이 가능하므로 재 선량계산 알고리즘에서 불 

균질 조직의 보정을 한 한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이

게 획득한 자 도는 방사선 치료의 선량계산에 있어서 

필수 이며 부분 방사선 치료계획에 CT 상이 이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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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crylic phantom (hand-made).

Fig. 6. Comparison of original image
(A) and reconstruction image (B).

Fig. 8. Rando phantom (The Phantom Laboratory. USA).있다.19-24)

  Gantry tilt scan에 의한 CT number의 변화를 확인하기 

해 재 성 실험을 하 다.  Orignal image (0o)와 Gantry tilt 

scan (20
o)후 reconstruction image (0o)의 CT number 값의 차

이를 알아보기 하여 AAPM performance phantom을 이용

하 다(Fig. 5). 125 kVp, 200  mA, slice thickness 2.5 mm의 

조건으로 10회씩 측정하여 같은 지 에서 5가지 물질의 CT 

number calibration block을 이용하여 각각의 CT number 값

을 비교하고 분석하 다(Fig. 6). 

3) 체 (volume) 재 성의 평가

  Gantry tilt scan후 Multi Planar Reconstruction (MPR)기법

에 의한 reconstruction과정에서 volume의 변화로 상의 왜

곡과 선량계산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original im-

age와 reconstruction image의 volume에 한 재 성 평가를 

실험하 다. 125 kVp, 200 mA, slice thickness 2.5 mm의 조

건으로 자체 제작한 지름이 3 cm이고 높이가 각각 2, 4, 6, 8, 

10 cm의 원기둥 아크릴 phantom을 각각 10회씩 scan하고 두 

image의 아크릴 phantom을 external beam planning system인 

Eclipse를 이용하여 각각 contouring하여 volume을 차이를 비

교 분석 하 다(Fig. 7).

4) Metal artifact 향의 평가

  Metal artifact의 향에 따른 CT number와 선량계산에서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rando phantom을 이용하여 비교분

석하 다(Fig. 8). (1) artifact가 없는 normal dental 상, (2)  

rando phantom에 metal을 삽입하여 artifact가 있는 dental 

filling 상, (3) dental filling상태에서 tilt scan하여 artifact

를 감소시킨 reconstruction image 등의 3가지 image에 동일

한 이하선 역을 좌우 한 을 설정하 다(Fig 9). Intensity 

Volume Histogram (IVH)을 이용하여 각각의 CT numbe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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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Patient's image with metal artifact.

Fig. 9. Comparison of three images using the rando phantom (A: normal dental, B: dental filling, C: tilt image after dental filling).

분포를 분석 하 다. IVH는 DVH와 비슷한 개념으로 선량

신에 CT number값을 신하여 Volume과 CT number 상

계를 나타낸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CT number의 균질도를 

단하기 하여 사용하 다. IVH의 기울기가 할수록 균

질도가 좋은 것이고,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균질도가 떨어지

는 것을 의미한다.

  Metal artifact의 향에 따른 이하선의 선량변화를 실험하

기 해  RT, RAO, ANT, LAO, LT방향에서 45o 간격으로 5

개의 beam을 선택하여 산화 치료계획을 시행하 으며, 3

가지 image의 이하선의 평균선량(mean dose)을 DVH (Dose 

Volume Histogram)로 비교 분석 하 다. 

5) Gantry tilt scan의 임상 용

  Metal artifact가 있는 두경부 암 환자의 경우 상의 질 

하로 종양과 정상조직에 구분이 어렵다(Fig. 10). 본원에 내

원한 metal artifact가 있는 10명의 두경부 암 환자를 상으

로 gantry 각도가 0o인 original scan과 20o인 gantry tilt scan

의 방법으로 두 가지 image를 획득하여 비교 분석 하 다. 

Artifact에 의한 상의 질 하로 종양과 정상조직의 구별이 

어려워 조직 묘사의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를 해 gantry tilt scan을 이용하여 artifact가 감소된 re-

construction image를 이용하여 종양과 정상조직을 설정하여 

artifact가 있는 original image에 동일한 volume을 설정하

다. 즉 동일한 structure에 다른 두 상을 사용하여 volume차

이에 의한 향을 최소화하여 이하선의 CT number와 평균

선량을 비교분석 하 다. 이하선을 설정한 이유는 개인 간의 

volume의 차이가 고, metal artifact의 향을 가장 잘 받는 

정상조직으로 artifact에 의해서 차이를 볼 수 있는 장기이다. 

IVH를 통해 조직 내 CT number의 균질도를 비교분석하

고, 산화 치료계획에 용했을 때 선량의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DVH를 이용하여 두 상의 평균선량을 비교분석 하

다.

  재 산화 치료계획 장치에서에서는 gantry tilt sca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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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m 4 cm 6 cm 8 cm 10 cm

Original (cm3) 15.28 29.48 43.26 57.79 71.94
Reconstruction (cm3) 15.35 29.50 43.34 57.77 71.96
Differences (%) 0.05 0.06 0.18 −0.03 0.02

Table 2. Comparison of volume using acrylic phantom

Fig. 11. Comparison of IVH of three images using the rando phantom.

Acrylic Nylon Polycarbonate Polystyrene Polyethylene

  Original (HU) 124.82 93.78 103.79 −23.22 −89.55
  Reconstruction (HU) 124.90 94.08 103.54 −23.27 −89.81
  Difference (%) 0.06  0.31 −0.24 0.02 0.29

Table 1. Comparison of  CT number using AAPM CT performance phantom

용되지 않기 때문에 DICOM file을 MATLAB을 이용하여 좌

표의 기 을 재설정하여서 산화 치료계획에 용하 다.

결    과

  CT number 재 성을 AAPM  CT performance Phantom을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는 5가지 물질의 CT number calibra-

tion 블록의 CT number값이 Table 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분석 결과 original image와  reconstruction image는 5가지 물

질의 CT number가 모두 기  값(각 핀의 CT 감약 계수

±10HU)에 포함되어 정확한 방사선 선량계산이 가능하 다. 

두 상의 CT number의 차이는 −0.24∼＋0.31%로 gantry 

tilt scan에 한 변화는 없었으며reconstruction image를 산

화 치료계획에 용할 때 자 도의 변화도 없었다.

  Original image와  reconstruction image의  volume에 한 

재 성의 평가 결과는 5가지의 아크릴 팬텀의 체 은 Table 

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Volume의 차이는 −0.03∼＋0.18%

로 gantry tilt scan에 의한 reconstruction image에서 volume의 

왜곡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방사선 치료계획의 

용이 가능하 다.

  Metal artifact의 향에 한 결과는 Rando phantom을 이

용한 CT number의 균질도에 한 IVH평가에서 artifact가 없

는 normal dental 상에서는 경사도가 하여 균질한 CT 

number를 가지고 있는 상임을 확인하 다. Dental filling상

태에서 tilt scan하여 reconstructed image한 상에서는 경사

도가 normal dental 상과 비슷한 기울기를 나타내었으며 ar-

tifact의 감소로 인한 균질도의 향상을 확인하 다. 앞의 두 

상과는 다르게 artifact가 있는 dental filling 상에서는 완

만한 기울기를 나타내어 균질도가 낮았다(Fig. 11).

  Fig. 12는 세 가지 상의 DVH를 나타내는 것으로 metal

이 삽입된 dental filling 상은 artifact의 향에 의해 다른 

두 상과는 다른 분포를 나타냈다. 평균선량의 비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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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 parotid 
gland (%)

Difference
(%)

LT parotid 
gland (%)

Difference
(%)

Artifact O 48.5 3.6 50.2 3.6
Artifact X 44.9 48.6

0.3 0.4Gantry tilt 44.6 40.2

Table 3. Comparison of the mean dose of three kinds images

Patient

RT parotid gland LT parotid gland

Total 
volume
(cm3)

Artifact 
volume
(cm3)

Total 
volume
(cm3)

Artifact 
volume
(cm3)

1 17.10 5.88 17.70 7.42
2 22.60 10.00 26.70 9.99
3 18.40 4.37 19.10 5.19
4 13.70 5.36 14.50 6.55
5 18.20 6.63 19.20 7.25
6 15.40 8.83 17.80 7.89
7 19.10 8.04 19.90 10.00
8 20.10 10.20 21.10 9.31
9 23.80 7.24 25.00 7.79

10 19.00 6.79 18.50 7.03

Table 4. The comparison of the volume receiving the influence
of the metal artifact and whole parotid gland volume

Fig. 12. Comparison of DVH of three images using the rando 
phantom.

Fig. 13. Comparison of IVH of original image and reconstruction image for head and neck patient.

artifact가 없는 normal dental 상을 기 으로 artifact가 있는 

dental filling 상에서는 양측 이하선에서 평균 3.6%의 선량

의 차이를 나타냈다. Artifact를 감소시킨 gantry tilt scan에서

는 0.3%, 0.4%의 은 평균선량의 차이를 보 다(Table 3).

  10명의 두경부 환자를 gantry tilt scan에 용한 결과는 양

측 이하선의 체 체 은 좌측 이하선: 18.79 cm3, 우측 이하

선: 20.00 cm3로 나타났다. 이 에서 artifact의 향을 받는 

부분은 좌측 이하선: 7.33 cm3, 우측 이하선: 7.84 cm3로 양측 

모두 약 39% 정도의 역에서 artifact의 향을 받았다

(Table 4).

  Fig. 13은 양측 이하선의 CT number값과 volume의 계를 

IVH로 나타낸 것이다. Original image는 metal artifact의 향

으로 IVH상에서 기울기는 완만하게 나타났으며, 완만한 경

사도는  artifact의 향으로 CT number값이 원래 값이 아닌 

다른 값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rtifact의 향을 

감소시킨 gantry tilt scan에서는 IVH상에서 기울기는 하게 

나타나 이하선의 CT number 균질도가 향상되었다. Gantry 

tilt scan을 용하면 정확한 CT number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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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Comparison of the metal 
artifacts of the original image and 
reconstruction image (A and C is 
reconstruction image, B and D is 
original image).

Patient RT. parotid gland (%) LT. parotid gland (%)

1 1.8 2.9
2 0.7 1.1
3 6.0 −1.5
4 0.8 0.4
5 −4.7 0.3
6 0.2 0.2
7 −1.1 −1.1
8 4.4 0.6
9 −0.2 0.5

10 −1.0 −0.3

Table 5. Comparison of the mean dose for head and neck cancer
patients

  Table 5는 DVH 이용한 metal artifact의 향으로 인한 평

균선량 차이를 나타낸다. Metal artifact의 정도에 따라 최  

6%, 최소 0.2%의 평균선량의 차이가 발생했다. Artifact가 심

할수록 많은 선량차이를 나타났으며, 산화 치료계획에서 

선량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Fig. 14는 gantry tilt scan후 reconstruction image로 종양과 

정상조직 주변에서 artifact에 의한 향이 감소되어 정확한 

조직 구분이 가능하 고 상의 질이 향상되어 정확한 방사

선 치료가 가능하다. 

고안  결론 

  방사선 치료에서 CT의 용은 두 가지 면에서 매우 요

하다. 첫째는 정확한 체표윤곽을 얻을 수 있으며, 종양과 정

상조직의 묘사가 유용하다. 다른 하나는 조직 불 균질 보정

을 한 CT number형태의 값을 제공한다. 실질 인 견해에

서 첫째 면이 더 요하다. 체표윤곽, 종양과 정상조직의 정

확한 설정은 산화 치료계획에 요할 뿐 아니라 선량 분포

의 계산에서도 요하다. Metal artifact에 의해서 종양과 정

상조직의 기하하  외형을 부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고, 외형

은 정확한데 CT number의 불 균질에 의해서 부정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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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사용하게 되어 결과 으로 정확한 방사선 치료에 선

량오류를 발생할 수 있다.25)

  이런 단 을 해결하기 하여 gantry tilt scan을 이용하여 

종양과 정상조직 주변의 상의 질을 향상 시켜 정확한 조직

의 체 을 설정하고, 조직 내 CT number의 균질도를 향상시

켜 정확한 자 도의 획득으로 선량계산의 오차를 감소시

킬 수 있다. Gantry tilt scan의 유용성평가보다 선행된 origi-

nal image와 reconstruction image의 재 성 평가에서 CT 

number와 volume의 차이는 0.5% 미만으로 나타나 재 성이 

우수하 다. 이와 같은 결과로 실제 임상에 용할 수 있는 

타당성을 확보하 으며, Rando phantom을 이용한 실험결과

에서 gantry tilt scan경우 metal artifact를 감소시켜 artifact가 

없는 경우와 비슷한 CT number 균질도와 평균선량의 결과

를 얻었다. 

  산화 치료계획을 임상에 용한 결과는 이하선의 약 

39%정도에서 artifact에 의한 상왜곡과 선량계산의 오차가 

발생하 다. 이러한 향을 이하선뿐만 아니라 CTV와 PTV

에도 향을 주어 정확한 방사선치료에 장해 요인이 되었다.

  Gantry tilt scan을 이용하여 metal artifact에 의한 오류를 

감소시켜 종양과 정상조직의 정확한 설정이 가능한 장 이 

있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고, 정확한 

방사선 치료가 가능하 다. 한 IVH상에서 CT number의 

균질도가 향상되어 정확한 자 도의 계산이 가능하 다. 

  Metal artifact의 발생에 따라 IVH와 DVH의 변화에 향

을 주었으며 많은 artifact 상에서 IVH와 DVH가 은 arti-

fact의 상보다 변화가 심하 다. Artifact의 향이 큰 경우

는 최  6% 평균 선량의 차이가 발생하 고, 은 경우는 

0.2%의 평균선량 차이가 나타났다. Artifact에 의한 선량의 

차이는 정확한 방사선 치료를 해서 보정이 필요하다. 

  Gantry tilt scan을 임상에 용한다면 정확한 종양과 정상

조직의 설정이 가능하고, 정확한 CT number값을 획득함으로

서 선량계산의 오차를 여서 정확한 방사선 치료가 가능하

다. 본 논문에서 Head & Neck 방사선 치료시 gantry tilt 

scan의 유용성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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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aluation of using Gantry Tilt Scan to Head & Neck of Patients 
during Radiation Therapy for Reduction of Metal Artifact

Chung Hwan Lee, In Ha Yun, Donggi Hong, Geum Mun Back, Gyeong Tae Kwon

Department of Radiation Oncology, Asan Medical Center, Seoul, Korea

Purpose: the degradation of an image quality and error of the beam dose calculation can be caused because the 

metal artifact is generated during the CT simulation of head and neck patient. The usability of the gantry tilt scan 

for reducing the metal artifact tries to be appraised. 

Materials and Methods: The inferior 20˚ gantry tilt scan was made in order to reduce the metal artifact and 0˚ 

reconstruction image was acquired. The AAPM CT performance Phantom was used in order to compare the CT 

number of the reconstructed image and Original image. the difference of volume was compared by using the acrylic 

phantom. The homogeneity of the CT number was evaluated the Intensity volume Histogram (IVH) as in order to 

evaluate an influence by the metal artifact. A dose was evaluated as the Dose Volume Histogram (DVH). 

Results: in the comparison of the CT number and volume, the difference showed up less than 0.5%. As to the 

comparison of IVH, in the gantry tilt scan, influence by an artifact was reduced and the homogeneity of the CT 

number was improved. The comparison of DVH result reduced the mean dose error of the both sides parotid 0.2～

6%. 

Conclusion: In the Head & Neck radiation therapy, It is difficult and to distinguish  tumor and normal tissue and the 

error of dose is generated by the metal artifact. The delineation of the exact organization was possible if the Gantry 

tilt scan was used. The CT number homogeneity was improved and the error of dose could be reduced. The Gantry 

tilt scan confirmed in the Head & Neck radiation therapy to be very useful in the exact radiation therapy.

Key words: gantry tilt scan, metal artifact, CT number, IVH, DV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