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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 음향배플 위에 설치된 하이드로폰의 신호 수신 해석 연구

Theoretical Analysis on the Signal Reception of a hydrophone 
placed on the Multi-layerded Acoustic Baffle

전 재 진*

(Jae Jin Jeon)

요 약 f

음향 배플위에 설치된 하이三로폰의 음파 수신과 내부의 소음으로 인한 배플의 센서 자체 소음의 감소 효과에 대한 

연고로 배플은 단성 다층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논문은 탄성파 이론을 도입하여. 배프에 의한 하이드로폰의 수신 신호 수준과 배플의 투과 손실을 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인 모델을 세우고, 입사각, 각 층의 두께, 배플의 재질과 배플과 하이드로폰과의 거리에 따른 수신 신호 수준 변화 

를 주파수 영역에서 이론적으로 해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ABSTRACT

An investigation is made of the signal reception of a hydrophone placed in front of an baffle layer and the effect 

of one on the reduction of self-noise by the interior noise. The baffle layer is consisted of an elastic multi-layered 

plate. This paper describes the development of a theoretical model for evaluation the signal reception of the hydroph- 

one and the transmission loss of baffle layer by using the elastic wave theory, and comprises with the theoretical 

re아llts in accordance with the incident angle, the thickness of layers, the kinds of materials of the baffle layers, and 

the distance between the baffle and hydrophone in freq니ency domain.

I. Introd니ction

수중에서 정보를 얻기위해 선체에 음향센서를 

설치하는데 이때 선체는 음향 센서의 수신 성능향상 

에 기여할 수 있는 음향 배플의 역할을 한다. 음향센 

서의 수신성능 향상을 위해 음향 배플(acoustic 

baffle) 을 이용할 때, 음향 배플위에 설치되어 있는 

하이드로폰에 받아드려지는 신호 수준을 해석하여 

배플의 음향적 특성 및 하이드로폰의 위치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 

신호수준의 변화를 이론적으로 예즉하는 것이 논문 

의 목적이다. 수음하고자하는 주파수, 음향 배플의 

특성, 하이드로폰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신호 수준 

이 상당한 변화를 가지며 소음 감소를 위한 배플이 

음향학적으로 soft하면 수신 신호 수준을 감소 시키 

는 경향을 가지므로 효과적인 수신을 위한 하이드로 

폰 설치 및 baffle 설계에 대한 신호 수준의 해석이 

필요하다.

튜브형 하이 드로폰에 서 의 compliant baffle에 대 한 

신호수준 홍H 석 이 Junger등에 의 해 연구되 어 졌으며 

⑴ ⑵, S. Chonan⑶⑷은 multi-layer^] 대 한 공기 중에 서 

의 음투과 특성을 연구하였으며 복합 다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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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 특성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 논문에서는 선체 부착형 음향 센서의 경우 

음향 센서의 설치에 따른 수신 신호 수준의 변화를 

이론적으로 해석하였고, 선체를 다층 배플로 고려 입 

사각 하이드로폰의 상대적위치, layer들의 두께 변화 

에 따라 신호수준 변화를 주파수에 따라 이론적으로 

고찰 하였으며, 선체 내부 소음의 자체 소음화 현상 

을 파악하기위하여 baffle의 소음 차단 효과를 연구 

하였다.

H. Theory

Fig」Geometry of problem and coordinates

이 연구에 이용된 다층 baffle에 대한 수학적 모델 

은 Fig.l과 같으며, 입사쪽은 물이며 반대쪽은 공기 

인 경우에 대하여 입사각 0를 가지고 평면파가 입사 

될 때 하이드로폰에 수신되는 신호수준을 해석하였 

다.

유체내에서의 음파는 다음 Helmholtz Eq.을 만족 

한다. ⑸

a2 洲 1海
:--- + —,—)© 二-- ----

a X2 a y2 a t2

ko
q?=------

Po (1)

여기서。는 속도 포텐셜(velocity potential), 는 

오체의 bulk modulus, 는 유체 의 밀도이다.

유체 내부에서의 y방향 particle velocity는

d ©

로 주어지며, 음압은

d <t>
P = ' p0 — (3)

d t

으로 주어 진다.

식 ⑴의 일반해를 0 (x,y,t)=Wy) e °逐 职라 가정 

하면 입사단에서의 속도포텐셜은 입사와 븐!;사파의 

합으로 표현된다.

=(A exp(iay) + B exp(-i ay)}

exp(-ikx) exp(icot) ⑷

여기서 次=& cos 0, k=k()sin g, 虹=3/瞞이다. 

투과단의 매질은 공기이며 투과단에서의 음파도 

Helmholtz Eq.을 만족하므로

©T = D exp(-i a fy) exp(-ikx) exp(-icut) (5)

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a'=(k'2 - k2) 1/2 , k'= 3/C (6)

C= 투과단 매 질내의 음속

식(2), (3)으로부터 입 사단의 입 자속도와 음압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VI = {iaA exp(iay) + aP0 exp(-i ay)/p0 o)} 

exp(-ikx) exp(-icut) (7)

Pl = {-i Po co A exp( i ay) + Po exp(-i ay)) 

exp(-ikx) exp(icot)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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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식에서 P。는 입사 평면파의 음압 크기이다.

투과단의 입 자속도와 음압을 스］(5)로부터 구하면

vt 二-i a * D exp(-i a'y) exp(-ikx) exp(io)t)
(9) 

layer안에서의 인장응력과 전단응력은 다음 수식으로 

주어진다.

2 Gj avj auj
yj = ------------- {(卜 나j) ------  * us ------  }

(l-2u j) a y a x

Pt = -io)P D exp(-ia'y) exp(-ikx) exp(io)t) avj auj
rxyj = Gj ( ------ + ------ )

a x ay
(16)

으로 주어진다.

Elastic layer내에서의 음 전파 현상을 해석하기 

위하여 elastic wave 이론을 이용하여 j번째 layer 

에서의 음장에 대하여 다음 수식으로 표현된다.

1- Uj 
2(--------- )

1・2 나 j

q2

(—+ — 
a x2 a y2

)妇=
Pi

Gj

°2

(11)

p j
-)奶=—
2 Gjd x2 ay d t2 (12)

여기서 Gj=E〃2(l+巧), 旳느目번째 layer의 Poisson's 

ratio, Ej=j 번째 layer의 Young's modulus 이며, 

电는 vector potential이다.

식 (11), (12)의 일반해는 변수 분리 형태로 가정할 

수 있다.

t)=①j(y) exp(-ikx) exp(iajt) (13) 

0j(x,y, t) = Wj(y) exp(-ikx) exp(icut) (14)

하이드로폰 후면에 위치해 있는 다층 baffle내에서의

변위는

90j
Uj = ------ + ■— X 방향

d x a y

(15)
s

Vj =----------- — y 방향
a x a y

식(13), (14)에서 Q(y), *(y)를 반사파를 고려하여 

표현하면

<Dj(y) 거 Aji exp(iay) + Aja exp(-iay)

Vj(y) = Aj3 exp(iby) + Aj4 exp(-iby) (17)

식 (13)에서 (17)을 이용하여 변위와 응력을 구하면

uj = -ikAjiE(-e jy) -ikAjzEf £ jy)

"jAj3E(-Sjy) + djAj4E(8jy) (18)

Vj = -£ jAjiE(-£jy) + £ jAjzE( £ jy)

+ ikAj3E(-Sjy) + ikAj4E(8jy) (19)

dyj = TijAjiE(-e jy) + TijAj2E( s jy)

~ iT2jAj3E(-S'jy) + iT2jAj4E( 8jy)
(20)

rxyj = 2ike jGjAjiE(-e jy)

~ 2ike jGjAj2E( e jy) + TjjGjAj3E(- 31 jy)

+ T3jGjAj4E( Bjy) (21)

여 기 서 切= —ia, 名= — ib,

p j Ci)2(l-2u j)
ej2 = k2----------------------------

2 Gj(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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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 a)2 (22)

狞=k2---------------
Gj

2Gj
Ti j 그 ---- ( (1- u j) e j2 - v j k2}

l-2u j

Tzj = 2 Gj k Sj (23)

T3j = k2 + $j2

이며 E(a)=©a를 나타낸다.

윗 수식들로부터 신호수준을 얻기위해서는 게수 

A를 얻어야 한다. 윗 식을 풀기위해 필요한 경계조 

건은 다음과 같다.

i) 입사면 (y=hl)
rxyl = 0( tfy! = - Pi , VI = Uy I (24)

ii) 루과면 (y=hn)
rxyn = 0, (Tyn = - Pt . Vn = UyT (25)

iii) n-1 layer (y=hn-i)
Vxyn-1 二 Vxyn , tfyn-1 그 (了yn ・

Vn-1 = Vn , Un-1 = Un

경계조건식 (24)를 이용하여 변수 A를 구하면

i Po
A = --------E(-2i ahi) + {-iw £ iAnE(-e ihi)

Cd po

+ ico £ 1A12E( £ ihi) -kcuAi3E(- 5ihi)

-kcoAuEf 5ihi )}/icrE(iahi) (27)

식 (27)의 변수는 식 (24), (25), (26)의 경 계조건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으며, 경계조건을 적용하면 4 

nX4n의 matrix 형태로 주어진다.

［Cij］ {All,A12.A13 ............. An3. An4)T

={-2Po a E(-i ahi)/p(u, 0,0, .........}T

(28)

식 (28)의 &는 Appendix에 주어 져 있다.

식(28)로부터 A”, A，A13, A*를 구하여 스」(2 

7)에 대입하면 A를 쉽게 구할 '수 있다.

하이三로폰에 수신되는 신호 수준(signal level) 

은 입사파와 입사단의 음-압 강도비로 주어진다.

Pl 2
SL(dB) = 10 log I ——I

Po

=20 log j 1 - i poco A E(2i ayh)/Po |

(29)

또한 baffle의 하이드로폰 자체소음 감소의 기여를 

살펴보기위해 baffle에 의한 소음 차단효과를 알아보 

기 위해서는 baffle에 의한 음파 투과 손실을 계산해 

야 한다. 투과 손실을 구하기위 하여 스］(10)의 D를 

구하여야 한다. 경계조건식 (26)을 이용하여 D-；＜ 

표현하면,

D - { T1 nAn 1 E( ~ £ nhn ) + Ti nAnZ^f £ nhn )

-i T2nAn3E( - Snhn ) i T2nAruE(涉 nhn ) }

/ip coE(-i a 'hn) (3())

으로 주어 지녀, 식 (28)로부터 Ani, Au, Am, A、븦 

구하여 식 (30)에 대 입 하면 D를 쉽 게 〒할 수 있다. 

Baffle에 으］ 한 소음 차단효과인 투과 손실 (tmnsi" 

ission loss)은

Pt 2
TL(dB) = 10 log I — I 

Po
(31)

로 주어 지 며, 식(1())을 이 용하여 TL은 쉽 게 언어 진 

다.

HI. Numerical Calculation and Discussions

하이드로폰의 음파를 수신할 때 수신신호 수준이 

()dB인 경우 입사파의 음압 二"개로 수신됨을 나타내 

兄로 수순이 ()dB이상이면 수신이 양호하다. 그러나 

석］서가 수■중에서 움직일 때 주위의 유체유농에 의한 

자체 소음이 발생하T로 신호 수준을 되도록 증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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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것이 수신에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수신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적당한 음향 배플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식(28)과 식(29)를 이 용하여 신호수준을 여 러 

경우에 대하여 구하고 신호수준의 변화를 고찰하였 

다. 식(28)은 layer 갯수 1개에서 다층을 해석할 

수 있는 수식으로 본 연'7■에서는 단일 layer와 고무 

가 붙어 있는 2-layer, 4-layer baffle의 경우 하이드 

皇폰에 입사되는 입사파의 입사각, 각 ■의 두 

께, 입사단과 투과단의 매질 변화, 하이드로폰의 

위치에 따라 이론해석 결과를 그림으로 표현하였 

다.

Fig.2는 하이 드로폰 위 치 가 baffle면에 있고 baffle 

이 안咬1인 경우 음파가 수직으로 입사될 때 baffle 

두께의 변화에 따른 수신신호수준 변화를 계산한 

결과이다. Ste시의 두께 1cm인 경우 steel의 방사 

임피던스는 물과 비교하여 저주파에서 상대적으로 

낫아 저주파에서 수신신호 수준은 상당히 좋지 않 

다. 점차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rigid 조건에 가까와지 

면서 6 dB로 수렴함을 볼 수 있어, 오히려 baffle 

이 있으므로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입사각 

이 grazing angle에 가까와지 면서 Fig.3에 서 보는바와 

같이 점차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함을 볼 수 있어, 

이 경우 하이드로폰의 효과적인 수신 주파수 범위는 

30()()Hz이상이 된다.

FREQUENCY (Hz)

Fig.2. Comparison of calculated results in accordance with 

thickness of layer.(1st-layer : steel, wave : water^-ar, 

yh—O.m, fl=0., 1) -. 一 . t=().3m, 2) - - -

3) t=Q(冶m, 4) 「-- —•一 t=
0.04m, 5) ........... t=().()2m, 6) ----- t=().01m)

Fig.3. Signal level in accordance with the incident 거ngl巳 

(1st-layer : 2cm steel, wave : water air, yh=O. m, 

1) - - &=()’, 2) . 0=30°, 3) —. 0=4

5°, 4) 一.. 0 =60°, 5) - - - &=75"

Fig.4는 steel lay&•위 에 hard rubber 1cm가 부착된 

baffle위에 하이드로폰의 위 치가 변화할 때 수직입 사 

의 경우 수신 신호 수준을 계산한 결과이다. Fig 

2와 비교해볼 때 rubber 1cm의 효과는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수신 영역을 저주파로 하기 위해서는 

하이드로폰의 위치가 baffle면에서'멀리 떨어질수록 

좋은 경 향을 보이나 고주파로 가면서 반사파의 간섭 

으로 baffle에 가까운 것보다 나쁜 결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흐｝:다.

Fig.4. Effect of the standoff distance yh on the signal level. 

(1st-layer : 1cm hard rubber, 2nd-layer : 2cm steel, 

wave : water — air, 1) - - - yh=(). m, 

2) .yh^O.025 m, 3) -. - %=0.()5 m, 4)

-yh=0.1 m, 5) ~ - yh=().2 m)

Fig.5는 baffle 양쪽면의 매질이 공기인 경우 센서 

위치에 따른 산호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음파가 

물에서 공기로 전파될 때와는 달리 저주파에서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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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나타냄은 baffle의 방사 임피던스가 물에 

비교해서는 작으며, 공기에 비해서는 큰 결과로 인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식(10)과 (28)을 이용하여 st©이 

2 cm의 경우 매질 변화에 따른 음파 전달 손실을 

구한 Fig.6을 보면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Fig.5. Signal level in accordance with the location of hydr 

ophone. (&=()", baffle=2cm bare steel, wave : air t 

air, 1)yh=0.0 m, 2) - 一 - yh=0.025 m, 

3) . yh=().Q5m, 4) %=()」m, 5)

--yh=0.2 m, 6) - — — yh=0.5 m)

FREQUENCY (Hz)

-
---

-

g - -—
涉7

- ~

. —I" —-

-

-
f 1 1 1 1 1 f 1

Fig.6. Comparison of transmission loss in accordance with 

ambient medium.

(Normal incidence, baffle =2cm bare steel, 1) 

air to water, 2) - - - - - air to air).

Table 1. Baffle 재료의 특성

Materials

Young's 

modulus 

(N/m2)

Density 

(kg/m3)

Poisson' 

Ratio

Ste 시 19.5 X IO10 7800.0 0.28

Hard Rubber 0.23 X1O10 1100.0 0.4

Soft Rubber 5 x 1()6 950.0 、().5

Fig.7은 steel layer 위에 hard rubber 가 입 혀진 

경우와 soft rubber가 입혀진 경우의 신호 수준 변화 

를 계산한 결과이다. Rubbed 특성은 Table 1에 

주어져 있다.

Fig.7을 보면 soft baffle인 경우 신호수준은 상당 

히 나빠짐을 볼 수 있어 baffle의 재료는 강한 재질 

즉 특성 임 피 던스 仔값이 큰 재질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견론은 reference 

(1). (2)에서 tube array에 대하여 나타나고 있다.

Fig.7. Effect in accordance with the material of baffle layer. 

(0=0°. yh=0. m, wave : water t air, 1) 

2cm bare steel, 2) - - hard rubber / steel ： 1 / 2

cm, 3) ........... soft rubber / steel : 1 / 2 cm)

Fig.8. Signal level in accordance with the construction of 

baffle.

(&=()', yh=0.()2S m, wave : water air 1)--- 

--steel/hard-rubber : 2,/2cm, 2) - stee-

1/ hard-rubber : 2 / 2cm, 3) ........... hard - rubber / steel

:1 / 2 cm. 4 ) hard-rubber / steel : 2 / 2

cm)

Fig.8은 hard r니bber를 입사면에 위치한 경우와 

반대의 경우에 대하여 하이드로혼이 linch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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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 수직 입사에 대한 계산 결과이다. 그림으로 

부터 투과단 쪽에 rubber가 부착된 경우는 신호 

수준에 거의 변화가 없지만 입사단쪽에 rubbei•가 

두꺼워지면서 경계의 임피던스 변화로 신호수준 

SL이 0 dB이상인 영역이 점차 좁아짐을 볼 수 있 

다. 그러므로 입사단쪽이 soft boundary화 되면서 

더 SL은 나바짐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Fig.9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다 

위 그림들에서 보이는 깊은 골짜기는 반사파와 입사 

고卜으｝-의 간섭에 의한 소멸 현상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Fig.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사와 투과단의 매질이 같은 경우 저주 

파 영역에서 신호수준이 좋게 나타남을 볼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하이드로혼의 baffle 양면의 매질이 

물인 경우에 대하여 센서위치에 따라 수준 변화를 

고찰하였다. Fig.10은 2cm steel ° I baffle 로 되어 

있는 하이드로폰에서의 산호수준을 계산한 결과로 

Fig.6에서 볼 수 있듯이 baffle-2] radiation imped

ance 가 저주파에서는 물에 비해 상당히 작으므로 

수신 신호는 baffle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하이드로폰을 이용하여 탐지할 때 

트]■지거리가 음원 세기에 의해 결정되고 rigid baffle 

이 있는 경우의 2배 가량의 탐지거리 확장은 기대할 

수 없게된다.

Fig.9. Effect of the thickness of 1st-layer on the signal level. 

(0=。°, yho.() m, wave : water t air, 2nd-layer : 2cm 

steel, 1) _____ 1cm hard rubber, 2) - - - 2cm 

hard rubber, 3) . 4cm hard rubber, 4)一.

一 l()cm hard rubber, 5) - 2cm soft rubber)

Fig. 10. Effect of the standoff distance yh on the signal level. 

(0=(广，baffle=2cm bare steel, wave : water -* air, 

1)- - - -Vh^O.O m, 2) . yh-0.025 m, 3)

--一 yh=0.05 m, 4) 一 "=0.1 m, 5

)一 --一 Yh=().2 m)

Fig.11 은 음파기 공기 중에서 수중으로 전파될 

때의 입사각에 따른 투과손실로 선체부착형 센서 

의 경우 선체 내부의 소음 수준이 크면 센서의 

self-noise 의 증가가 초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REQUENCY (HzJ

Fig. 11. Transmission loss in accordance with incident angle, 

(baffle=2cm bare steel, 1)  g=()。，2)-- 

• 0=3()。，3) ........... &=45°, 4) 一 0=60°,

5)——0=75°).

Fig.12는 음향배플이 4Tayer로 구성된 경우의 

신호 수준 해석 결과로 선체 위에 고무와 steel 

constraint layer가 포함된 다층구조의 여 러 가지 조합 

에 따라 신호 수준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센서의 

수신 주파수 영역을 저주파로 하기 위해서는 입사면 

의 임피던스가 작은 것이 좋으나 반면에 상한계 

주파수가 점차 줄어든다. 2nd layer■를 steel로 하고 

양면에 hard rubber•로한 경우는 높은 주파수 영역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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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ignal reception of a hydrophone placed in front of 

4-layered baffle. 

(Normal incidence, yh=0. m, 1)HR /S/ 

HR/S =l/0.5/l/2cm, 2)------HR / S / SR / S

-l/().5/l/2cm, 3) ........... SR/S/HR/S-1/

().5/1/2 cm, 4)…SR/S/SR/S-1/0. 

5/1/2 cm, 5) - SR/S/HR/S=1/O.

5/2/2 cm, 6) - - - SR / S/ HR / S=2/().5/ 

1/2 cm)

지 수신이 양호하나 저주파 영역에서는 soft rubber 

의 경우보다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Fig.4, Fig.7과 비교해 볼때 2-layer보다 4-1 ayei•의 

경우가 저주파 영역을 수신하는데는 유리함을 알 

수 있 다.

IV. Results

하이드로폰의 수신 성능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baffle을 설치할 경우 많은 제한 조건이 따름을 고찰 

하였다. 앞의 해석으로부터 음향 센서가 baffleo| 

있는 우"치에 부착될 경우, 센서의 활용 주파수 범위 

에 따라 센서의 baffle고｝의 거리, baffle의 재질 특 

성, baffle의 layer 구조, 수신하고자하는 음파의 방향 

등예 따른 수신신호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해석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수신신호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음파가 입사되는 면의 임피던스는 되도록 

크게하여야 한다. 즉, 음향적으로 soft한 boundary 

는 소음 감소 효과는 있지만 신호수준은 감소시키므 

로 신호수준을 위해서는 임피던스가 큰 것이 바람직 

하다. 그리고 센서의 주파수 대역을 저주파보다는 

고주파로 함으로서 baffle내의 소음에 의한 영향도 

줄일 수 있으며, 신호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 

나 고주파로 가면서 센서의 위치가 신호 수주에 

영향을 크게 미치므로 위치에 따른 수신 주파수 

영역에대한 고려가 핖요하다. 또한 배플이 다층인 

경우 주파수 영역을 층의 재질을 적당히 선택하므로 

써 저주파 영역으로 수신 영역을 변화 시킬 수 있 

다. 이것으로 주파수 영역은 센서의 위치, 배플의 

구조오卜 재질의 변화에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의 해석 결과는 baffle이 multi-layered 

plate로 구성된 경우에 대하여 음향센서의 신호 수준 

및 음향 투과 손실을 매질 변화에 따라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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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n=l

Cu= Tu /Qo어-i。圧J E(—아、)

Ci2=(4 Tu/QA+kq) E(£h)

— \a /z&Q+kaj) E( —

Ci4=(iu T거/印»+如) E(d；hi)

G』=2ik§ E(~"]hi) C•&= —2ikei

Ca-T3l G妒=% E(6hJ

2) n>l, k=3, 7,……m-2, j=4(n-2)

Ck j+i = 21k£n-L Gn 1 E(~£nfhnr)

Ck j+2 — —2ik^n -i Gn 1 (£n i^n i)

Ck〕+3=丁3『1 Gn-i E(-dnrhn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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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 j+4=T3z Gn-i E0n사Mt)

Ck j+5= —21k£nGn E(-£rJ】n-i)

Ck j+6=2lk£nGn E(£nhn)

Ck j+7=—T*Gn E( -tfnhn-i)

Ck 用=—TgGn E( -dnhn-i)

Ck*u+i=TmT E( ~£n-ihr】-i)

Ck+U+2=Tm-i E (En-ihn-i)

Ck+U+3=-i Tzn-i E( -^"n-ihn-i)

Ck+iJ+1—1「m-i E(6nhn-i)

Ck+u+5=~T］，n E(-£nhn“i)

Ck+u+6=~T)n E(£nhn-J

Ck+iJ+7=i Tm E(/nhn)

Ck+U+8=-i T2n E(^nhn-i)

Ck+강+i=~lk E( -en-Jln-i)

Ck+2j+2=~ik E(하】-ihn-i)

Ck+2j+3=-%T E(0n-ihn-i)

Ck**j+4=dn-i E (&n ihn-i)

Ck+aj+s^Fk E( ~£nhn-i)

Ck+2J+6=ik K(£n^n -i)

(가%+7=心 E( "<^nhn-i)

Ck+zJ+8=en E(^nhn-i) 

Ck+3j*3=ik E( -cfn jhn-i) 

(이<+3J+4=】k E(<^n-ihn-i)

Ck+3J+5=Cn E(-타hn~i)

Ck 必6= -£n E (^n^n-i)

Ck+3j*7= rk E( -^nhn-i)

Ck+3j+8= ~ik E("nhn_i)

3) m=4n, n=layer 갯수

Cm-im 3~2ik£n E( -enhn)

Cm -im-2~ _21ken E(^nhn)

Cm-im-i=T3n E(0nhn)

Cm-im—T'an E(c為hn)

Cmm-3= (Tm"//P — icg】)E(-£nhn) 

Cmm-2=(Tin"'/々a+i3£n) E(£nhn) 

Gnm-i= (-iTm次'/ k(*>) E( -tfnhn)

Gnm= (iTm"'/ /어 ----  E(n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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