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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resolution is highly dependent on magnetic field homogeneity. Classically, shimming may be categorized into two 

types: 1) active shimming that incorporates with extra coils and precise tuning of their currents; and 2)　 passive 

shimming that incorporates with pieces of steel placed in a bore of a main magnet and their uniform magnetization 

under homogeneous external fields. Additional magnetic fields, produced by the coils and/or the steel sheets, compensate 

original magnetic field from the main magnet in such a way that the total field becomes more homogeneous. In this 

paper, we developed a passive shimming method based on linear programming optimization. Linear programming is well 

known to be highly efficient to find a global minimum in various linear problems. We firstly confirmed the linearity of 

magnetization of ferromagnetic pieces under a presence of external magnetic fields. Then, we adopted the linear 

programming to find optimized allocation of the steel pieces in the inner bore of a main magnet to improve field 

homogene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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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NMR과 같은 고균등 자장을 요구하는 기기에는 제작오차 

 주변 환경에 의한 불균일 자장을 보정해 주는 장치가 필

수 이다. 자장을 보정해 주는 방법에는 권선을 이용한 능

동보정(active shimming)과 철편을 이용한 수동보정(passive 

shimming or ferromagnetic shimming) 방법이 있다. 능동

보정 방법은 자속 도(magnetic field density)를 성분별로 

분류하여 각 성분을 조정할 수 있는 권선을 만들어주는 방

식으로, 각각의 불균일 자장 성분에 하여 독립 으로 보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장 이 있지만 추가로 원이 필요

하고, 고차의 자장 성분을 보정하기 해서는 부피가 커지고 

비교  많은 제작비용이 요구되는 등의 단 을 가지고 있

다. 반면에 얇은 철편을 이용하는 수동보정 방법은 마그넷

의 자장에 의해 자화된 철편들이 만들어내는 2차 자계의 

첩에 의해 불균일성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추가 원이 불필

요하며 은 비용으로 모든 자장 성분을 보정할 수 있는 장

이 있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수동보정 방법을 구 하기 해서는 포화된 철편

이 발생하는 자속 도를 계산하는 과정과 철편이 놓여질 

치와 개수를 측하는 과정, 그리고 실제로 철편을 마그넷에 

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장균일도(magnetic field 

homogeneity)는 NMR의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요한 요소

로 본 논문에서는 자장균일도를 향상시키기 한 수동보정 

방법  철편이 발생시키는 자속 도를 계산하는 과정과, 리

니어 로그래 을 이용하여 철편의 치와 두께를 측하

는 최 화 과정에 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수동보정의 원리  구조

그림 1과 같이 NMR 마그넷의 심에 치한 상온보어

(room temperature bore or warm bore)에 철편이 놓이면, 

외부자장에 의해 철편들이 자화되고 자화된 철편들은 그 두

께에 비례하는 포화자장 를 만들어 낸다. 이 게 발생된 

포화자장 는 불균일한 원래의 외부자장 와 합산되어 

새로운 자장을 형성하게 된다. 이때 철편들의 치와 개수

(두께)를 최 으로 조정하면 마그넷 심의 심 역에서 

불균일한 자장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수동보정이

라 한다. 한 철편의 두께에 따라 자장균일도의 정 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최 화 과정에서 자속 도를 공간에 한 

성분으로 분리하여 표 할 수 있다면 성분별로 보정하는 것

도 가능하다. 이러한 기능은 마그넷에 보정용 코일이 붙어

있을 경우 매우 유용한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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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동보정의 원리. 외부권선에서 발생하는 자속 도 

에 의해 철편이 자화되어 를 발생시키고, 그 

합인 체 자속 도는 균일해 진다.

Fig. 1 Principle of ferromagnetic shimming. The ferromagnetic 

pieces get magnetized by the field from original 

winding   and produce their own magnetic field   

in such a way the total field becomes more 

homogeneous.

수동보정의 하드웨어는 얇은 철편(metal sheet or shim)

과 이를 고정할 수 있는 포켓(shim pocket)으로 구성된다

[1]. 포켓은 상온보어의 최외각에 축방향  원주방향으로 

철편을 담을 수 있는 장치로, 여기에 철편을 여러 장 삽입하

여 고정한다. 

2.2 철편에 의한 자속 도

수동보정의 첫 단계는 상온보어의 최외각에 치한 각 철

편들이 상온보어 심의 심 역에 미치는 향을 나타내

는 값들의 모임인 자기지도(magnetic field map)를 구성하는 

것이다. 만약 보정에 사용되는 철편이 강한 외부자장에 노

출되어 완 히 포화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 철편의 끝에는 

N극과 S극이 형성되어 자기 극자(magnetic dipole)처럼 행

동하게 된다. 실제로 사용되는 모든 NMR 마그넷에서 철편

이 치하는 상온보어 최외각 부분은 철편이 포화되기에 충

분한 자속 도를 나타내고 있다[2].

철편의 두께를 이용하여 자장을 보정하기 해서는 임의

의 치에서 포화된 철편에 의해 발생되는 자속 도를 계산

할 수 있어야 한다. 철편이 치한 상온보어는 원통 형태로 

원통좌표계를 이용하여 나타내면 편리하다. 일반 으로  

′′ ′ ′ 에 자하(magnetic charge) 이 치하고 

있을 때 임의의      에서의 스칼라 자

(magnetic scalar potential) 은 식 ⑴과 같다.

 





⑴

   여기서, ;  ′에서  까지의 거리
          ; 철편의 자화(magnetization)

          ; 철편의 단면

거리 은 식 ⑵와 같이 계산할 수 있고, 따라서 철편에
서 발생하는 자속 도는 식 ⑶과 같이 된다.

   ′′    ′ ′
   ′

   ′  ′ ′′   ′
⑵

  ∇  ⑶

한 자장균일도를 계산할 때는 자속 도의 축방향 성분

인 에 한 균일도를 향상시키면 반경방향 성분인 의 

균일도는 자동 으로 향상되어 체 자장균일도가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NMR/MRI와 같은 균등자장 발생용 

마그넷의 설계에서는 통 으로 자속 도의 축방향 성분만

을 고려한다[3]. 따라서 철편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축방향 

성분은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실제의 경우에는 앞

에서 설명하 듯이 철편이 하나의 자기 극자와 같이 행동

을 하기 때문에 철편의 양끝에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 인 

자속 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  ′  ′   ′ 


  ′
⑷

   

2.3 리니어 로그래 을 이용한 최 화

리니어 로그래 은 최 화 방법의 일종으로 아래의 식 

⑸와 같이 최 화 문제를 등호 구속조건과 부등호 구속조건, 

그리고 설계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  등으로 나타내

어야 한다[4].

  

  ≦ ⑸

≦ ≦ 

   여기서, ; 설계변수 벡터

   ,  ; 설계변수와 련된 계수행렬

          ,  ; 설계변수와 련이 없는상수행렬

          , ; 설계변수의 하한  상한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최 화문제는 NMR 마그넷에

서 심 역인 DSV(diametric spherical volume) 표면에 

치한 개의 에서의 자속 도와 평균 자속 도의 차가 

주어진 오차 범  내에 있어야 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 하

면 식 ⑹과 같다.

 

≦    ≦ 


⑹

   여기서,     … 
          ; 번째 지 에서 권선에 의해 발생한

자속 도

          ; 번째 지 에서 철편에 의해          

발생한 자속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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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그넷 심에서의 평균 자속 도

          ; 자장균일도에 한 오차 허용범

DSV 역에서의 평균 자속 도 은 다시 마그넷 

자체에서 발생한 자속 도와 철편에 의한 자속 도의 합으

로 나타낼 수 있고, 이를 이용하면 수식 ⑹은 다음과 같이 

다시 표 할 수 있다.

 

≦   

 

 ⋯  ⋯≦ 



⑺

   여기서,     …  
의 수식 ⑺을 설계변수와 련이 있는 항과 련이 없

는 항으로 구분한 다음 정리하면 식 ⑻  식 ⑼와 같이 된

다.

≦  


⑻

 ≦  


⑼

   여기서,     …  
            …  ′
            …  ′
          



 

 …  


 …  

 

  

; 번째 요소만  

인 행벡터

의 수식 ⑻과 ⑼에서 철편에 의해 발생되는 자속 도 

는 개의 장소에 치한 철편의 두께에 의존하는 값이

며, 는 마그넷의 권선에 의해 발생한 자속으로 설계변수

와는 무 한 값이다. 여기서 를 설계변수 를 이용하여 

나타내면 식 ⑽  식 ⑾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⑽

 ≦  

 ⑾

   여기서,     … 
              … 
          ; 번째 치한 철편의 두께가 1일 때

번째 평가지 에서 발생하는 자속 도

          ; 번째 치한 철편의 두께

와 을 개하여 식 ⑿  ⒀에서와 같이 각각 와 

로 표 한다면 철편을 이용한 최 화 문제를 식 ⑸에서의 

부등호 구속조건과 같은 형태로 규격화 할 수 있고, 이를 상

용 로그램인 Matlab의 linprog( ) 함수를 이용하여 해를 

구하 다.

≦ 


⑿

≦  


⒀

3. 검증  자장보정 

앞에서 제시한 보정 방법을 그림 2와 같이 심자장 5T

이며, 항의 축방향 2차 불균일 자장성분(2nd order axial 

gradient magnetic field)과 항의 반경방향 1차 불균일 자

장성분(1st order radial gradient magnetic field)을 갖는 가

상의 솔 노이드 마그넷에 용하 다. 그림 2는 DSV의 지

름을 갖는 마그넷 심에 치한 원통의 표면에서 

 ±㎜ 사이에서 나선형으로 자장을 나타낸 결과이며, 
이 가상 마그넷의 권선 크기는 내반경이 80㎜으로 30㎜ 

DSV에서 기 자장균일도가 628㏙으로 계산되었다. 마그넷
의 상온보어에 치할 철편 하나의 폭과 높이는 각각 20㎜

와 5㎜로 정하 고, 마그넷 축방향으로 15개, 원주방향으로 

8개를 배치할 수 있도록 설정하 다. 한 철편의 두께는 

최  20㎜까지 취할 수 있도록 하 고, 이러한 값들은 최

화 과정에서 조 할 수 있다. 

그림 3이 수동보정의 결과로 그림 3(b)의 그래 는 8.75

㏙의 자장균일도를 나타내고 있고, 그림 3(a)는 불균일 자장
성분을 상쇄 시켜주는 철편의 치와 두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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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검증을 한 가상의 5T 마그넷에 한 필드 매핑. 

이 마그넷은 축방향 2차 불균일 자장성분과 반경방

향 1차 불균일 자장성분을 갖고 있으며, 기 자장

균일도는 628㏙이다.
Fig. 2 Field mapping of 5T virtual magnet for verification. 

This magnet has  2nd order axial field gradient, 1st 

order radial field gradient and 628㏙ initial magnetic 
field homogene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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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수동보정의 결과

(a) 최 화된 철편의 치와 두께

(b) 보정 후 8.75㏙의 필드 매핑
Fig. 3 Result from the ferromagnetic shimming

(a) The location and thickness of metal bits after 

optimization

(b) Field mapping after shimming with 8.75㏙
 

일반 으로 상용으로 생산되는 마그넷에는 특정 자장성분을 

보정할 수 있는 보정용 권선이 포함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정 자장성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그림 4와 그림 5에 이러한 수동보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4에서는 항의 불균일 자장성분 

만을 제거하 고, 그림 5에서는 항의 불균일 자장성분 만

을 제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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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불균일 자장 성분에 한 보정결과

(a)   자장 성분을 제거하기 한 철편의 치와 두께

(b)   불균일 자장 성분만 남아있는 보정 결과

Fig. 4 Ferromagnetic shimming for   field gradient only

(a) The location and thickness of metal bits to 

eliminate   gradient

(b) Field mapping with   gradient only after 

ferromagnetic shi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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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불균일 자장 성분에 한 보정결과

(a)   자장 성분을 제거하기 한 철편의 치와 두께

(b)   불균일 자장 성분만 남아있는 보정 결과

Fig. 5 Ferromagnetic shimming for   field gradient only

(a) The location and thickness of metal bits to 

eliminate   gradient

(b) Field mapping with   gradient only after 

ferromagnetic shi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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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실제 마그넷에 한 보정 결과. MIT의 FBML에서 제

작된 NMR용 마그넷에 앞에서 제안된 수동보정을 

용하여 자장균일도를 향상시켰다.

Fig. 6 Ferromagnetic shimming for real magnet. The NMR 

magnet was manufactured in MIT-FBML and the 

homogeneity can be improved dramatically by the 

ferromagnetic shimming method presented by this 

paper.

그림 6은 앞에서 제시된 방법을 MIT의 Francis Bitter 

Magnet Laboratory에서 제작된 실제의 NMR용 인서트 코

일(insert coil)에 용한 것으로,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불균

일한 자장을 철편을 이용하여 수 ㏙ 이내로 보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앙이 0으로 표 된 것은 심자장을 의미

하는 것이고, 이 심축에 가까울수록 보정이 잘 된 것이다.

4. 결  론

자장균일도는 NMR의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요한 요소

로 본 논문에서는 자장균일도를 향상시키기 한 수동보정 

방법에 하여 다루었다. 자화된 철편에서 발생하는 자속

도에 한 식을 유도하 고, 철편의 치와 두께를 리니어 

로그래 을 이용하여 최 화 하 다. 한 특정 불균일 

자장성분 만을 선택 으로 제거하거나, 반 로 특정 불균일 

자장성분 만을 상으로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

다.

향후 이러한 수동보정 방법을 실제로 구 하기 해서는 

철편의 자화값을 실측하여 이용하여야 하고, 철편의 두께를 

연속 인 값이 아닌 실제 생산되는 제품의 두께로 불연속

인 최  값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 NMR 마그넷

의 상온보어 역은 강한 자기장이 걸리는 부분으로 철편을 

마그넷에 고정시키는 방법에 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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